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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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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명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영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대파제명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조고옹가스로 설계기술개발 

총 39 명 해당단계 정부 : 1，935，500천원 

이원재 참여연구 내부· 35 명 
해당단계 

기업: 천원 
연구책임자 연구비 

원수 외부. 4 명 계 1，935，500천원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조남진 

위탁연구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박군철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연구책임자: 제무성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영· 

참여기업 
상대국연구기관명: 

한글초고온가스로， 원자력수소， 고온노심， 냉각압력용기， 중간열교환기/ 
중간루프， 위험도/성놓정보/ 고온구조건전성， 설계해석코드 

색인어 VHTR, nuc1ear hydrogen, high temperature core, cooled vessel, 
영어 IHX, intermediate loop, risk/ performance informed, high 

temperature structure integriη" d원ign_an벼앤is code 
요 약 !연수 | 1/2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초고옹가스로 평가기술 개발 
- 안전성입중 평가기술 개발 
- 셜계해석코드 개발 

2. 연구결과 

_ 9500 C 운전조건의 노심 핵척， 열유체적 특성 명가기술 및 2αJMWth 실충로 
후보노심 개념 설계 

• 냉각압력용기 혹연구조물 내부유로 설계개선안 도출 및 열유체 예비평가 
- Compact 열교환기 열전대 주기적 열유체 평가 
-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명가를 위한 HyPEP 코드 알파버전 개발 
-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냉각재 해석모델 개발 
- 위험도/성농정보 평가를 위한 신뢰도 DB 및 피동안전계통 평가모텔 개발 
- 고온구조건전성 Codification 분석 및 평가기술 개발 
- 참조 PMR 및 PBR HPCC 및 LPCC 사고해석 
- RCCS 열유체 성능 평가모텔 및 예비평가 



요 약 |면수 2/2 

2. 연구결과 (계속) 

- 초고온가스로 High-Level PIRT 개 발 
- 고유 핵설계코드체계 원형 개발 
- 고유 전산유체해석코드 원형 개발 
-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원형 개발 
-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원형 개발 
- 핵분열생생물/삼중수소해석코드 개발요건 및 예비해석 
- 흑연적충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분석 및 물리적 거동특성 조사 
- 수소폭발 안전거리 법규 분석 및 단순 해석모델 개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Gen-IV VHTR 공동연구 참여 
-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개발 및 적용 
- 원자력수소생산계통 설계기술 개발 및 적용 
- 설계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요 

1. 채 목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t
---, 

I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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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V의 주요선진국은 수소경제 진입올 위하여， 대규모의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에 착수 

경제적인 원자력수소 생산에는 원자로 출구온도 950"C의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연계계통의 개발이 필요 

•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계통은 세계적으로 적용된 바 

가 없으므로/ 신개엽의 설계개발과 안전성입증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 

나. 경제·산업적 측면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대규모의 경제적인 수소생산 및 공급올 통하여l 

2020년대 수소경제 진입 

•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국가에 의존하는 석유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부터 탈피하여 국가경제 안정 빛 에너지 안보 확보 

원자력수소계통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 

다 사회 문화적 측면 

• 물을 분해하는 원자력수소생산은 추가적인 옹실가스 방출 및 부수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수소생산 방법이며， 경제적이고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생산기반 구축으로 국가 환경보호 및 국민복지 중진 

원자력은 준 국산에너지원으로l 기술주도형 원자력수소생산으로 국가 에 

너지 자립과 안보에 기여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 발 

(1) 9500 C 운전조건의 노심특성 평가기술 

(2)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3) Compact 열교환기 성능 평가기술 

(4)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5)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6) 위험도/성농정보 평가기술 

(끼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나. 안전성입중 평가기술 개발 

(1)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 HPCC, LPCC 

(2) RCCS 성능 평가기술 

다. 설계해석코드 개발 

(1) High-Level PIRT 개 발 

(2) 핵설계코드 체계 

(3) 전산유체해석코드 

(4)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5)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6) 핵분열생성물/삼중수소해석코드 

(끼 혹연적충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분석 

(8) 수소폭발해석모텔 개발 

라 국제 공동연구 

(1) VHTR Gen-IV Intemational Forum 

(2) KAERI-INET Nucl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3) KAERI-GA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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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연구개발결과 

가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1) 9500C 운전조건의 노심 특성 평 가기 술 

• 노심출력분포 개선안 도출 및 예비평가 

• 노심유동분포 개선안 도출 

노심우회유량 실험장치 상세설계 (위탁) 

200MWth 실중로 후보노심 개념설계 

(2)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 입구플레넘， 상숭관， 상부플레넘 둥 흑연구조물 내부유로 개선안 도출 

• 흑연구조물 내부유로 전산유체 모델링 및 유동분포 예비평가 

(3) Compact 열교환기 성능 평가기술 

주기조건을 이용한 Unit Cell 모델령 방법 개발 및 검중 

• Unit Cell 모델령 방법을 이용한 PCHX 및 PFHX의 열유체 성능평가 

• GAMMA 코드를 이용한 PCHX Macro 모델링 및 예비해석 

(4)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HyPEP 코드 원자로 및 수소계통 기본방정식 개선 

• HyPEP 코드 GUI 유연성 모댈링 

• HyPEP 코드 얄파버전 개발 

(5)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 중간루프 용융염 모델 및 MARS 코드 개선 
• 중간루프 열교환기 모델 

(6) 위험도/성능정보 평가기술 

고유 안전계통 신뢰도 평가기술 개발 

수소폭발 영향 평가기술 개발 (위탁) 

(7)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 고온 구조설 계 Codification 체 계 분석 및 적 용성 평 가 

• ASME Sec.III Code case N - 499- 1 평가프로그랩 개발 

나. 안전성업중 평가기술 개발 

(1) 주요사고 안전성 평 가 HPCC, LPCC 

• 참조 원자력수소계통 모델링 

• 제한사고해석: HPCC, LPCC/공기유업 

• 200MWth 실증로 후보노심 모델링 및 예비안전성 평가 

(2) RCCS 성능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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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및 공기 냉각 RCCS 설계， 설계요건 비교 검토 
• 공기냉각 RCCS 2차원 CFD 모델링 및 예비해석 수행 
• 고유 RCCS 설계개념 도출 

다， 설계해석코드 개발 

(1) High-Level PIRT 개발 
• 창조 원전 HPCC, LPCC, LC 사고 PIRT 개선 
• Gen- IV VHTR PIRT Work Package 

(2) 핵설계코드 체계 

핵반웅단면적 Library 특성 조사 
• LIBERTE 190군 Library, 기 하처 리 모텔 
• MASTER-GCR 코드 (블럭형) 
• CAPP 코드 (페블형) 
• 검중 
페블노심 해석모률 개발 및 MCNP 모델령 (위탁) 

(3) 전산유체해석코드 

• 복사열전달 모텔 개발 및 검중 

• CFX 코드와 입력 연계 

• 검중 
(4)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열유체모텔 개선 

검중 

정상상태 국부온도 통합해석 체계 

(5)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 열유체모텔 개선 

• 코드 구조개선 

• 검증 
(6) 핵분열생성물/삼중수소해석코드 

FP 수송모렐 개선 
검증 

삼중수소 해석 

(7) 흑연적층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분석 
선행 고온가스로 내진해석 방법론 

• 흑연블럭 물리적 성질 및 거동 특성 

(8) 수소폭발 해석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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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폭발 안전거리 법규 조사 및 분석 

• 단순 해석모델(TNT， MEM) 검토 및 이를 이용한 안전거리 평가모델 

라 국제 공동연구 

(1) VHTR Gen-IV International Forum 

•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3) KAER1-INET Nucl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Compilation of HTR-10 Data 

(3) KAER1-GA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 

Tritium Source Terms and Transport 

Optimization of a VHTR Block-Type Core Design 

• Use of Cooled Vessel 

Future Pr이ects 

(4) IAEA CRP-5 

Nuclear Benchmarks Problem 

Thermal-Hydraulic Benchmarks Problem 

(3) OECD Coupled Code Benchmarks 

• PBMR Core Problem 

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계 획 

•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원자력수소 실중사업에 직접 활용할 핵심 설계기술엄 

1단계 연구가 종료되는 ‘09년 초까지는 기반 핵심기술 및 설계해석 체계의 개 

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09년 이전에 범부처적인 원자력 

수소 실증사업 의 착수가 바람직 함 

• 안전성 입증기술은 원자력수소사업의 인.허가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적극 

활용 가능함 

KEPRI는 원자력수소실증사업 에 대비하여， ‘07년도부터 초고온가스로 설계해석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자체과제를 수행함 이를 위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한 

코드의 기술이전이 요구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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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VHTR Design Technology 

ß.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Technical Aspect 

• Gen-IV countries launched projects for a massive production of 

nuclear hydrogen for early entrance into the hydrogen economy 

• For efficient production of nuclear hydrogen, the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and the interfacing system to the 

hydrogen produc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using the VHTR has never been 

demonstrated. Thus, it is required to develop key technologi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new design concepts and their safety 

2.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Massive and efficient production 뻐d supply of hydrogen using 

VHTR will realize the entrance into hydrogen economy in 2020s 

• National economy and energy security will be stabilized by reducing 

the demand on oil that is m려nly imported from the middle-east 

countries that are geopolitically unstable 

• National economy will be vitaliz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 

3. Social and Cultural Aspect 

• Economic and clea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by water split is 

C02-emission free and environmentally-friend method to produce 

hydrogen and will establish the basis for protecting the nation's 

environment and enhancing the public welfare 

- Vll -



• Nuclear ener망 is self-reliant and technology-driven so that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will contribute to national energy 

localization 뻐d securiη 

ill.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VH1R system evaluation technology 

(1) Core characteristics at 9500 C 

(2) Application of cooled-vessel 

(3) Compact heat exchangers performance 

(4) Nuclear hydrogen system layout 

(5) Intermediate loop pe야ormance 

(6) Riskjperformance-informed method 

(끼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η 

2. Development of safety evaluation method 

(1) Safety evaluation of major accidents: HPCC, LPCC 

(2) RCCS (reactor caviψ cooling system) performance 

3. Development of design analysis codes 

(1) High-Level PIRT 

(2) Nuc1ear desi맑 code, MASTER-GCR and CAPP 

(3) Computationa1 f1uid dynamics analysis code, LILAC 

(에 System performancejsafety an려ysis code, MARS-GCR 

(되 Air-ingress accident an떠ysis code, GAMMA 

(6) Fission productjtritium analysis code, MIDAS-GCR, TRITGO 

(끼 Graphite structure seismic analysis method 

(8) Hydrogen explosion models 

4. Intemational collaborations 

(1) VH1R Gen-N Intemational Forum 

(2) KAERI-INET Nuc1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3) KAERI-GA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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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VHTR system evaluation technology 

(1) Core characteristics at 9500 C 

Candidate designs to improve core power distribution 뻐d their 

prelimin값y evaluation 

Candidate designs to improve core flow distribution 

• Detailed design of core bypass flow experiment facility 

• Conceptual design of 200MWth core candidates 

(2) Application of cooled-vessel 

• Candidate designs for graphite intemal flow paths of inlet plenum, 
riser, top plenum 

• Preliminary computationa1 fluid dynamics modeling and analysis of 

graphite intemal flow paths 

(3) Compact heat exchangers performanc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unit cell modeling using periodic 

boundary conditions 

• Thermo-fluid performance Analysis of PCHX and PFHX using unit cell 

modeling method 

• Macro modeling and preliminary an떠ysis of PCHX using GAMMA 

code 

(4) Nuclear hydrogen system layout 

• Development of basic equations for HyPEP code 

• Graphic users interface of HyPEP code 

• Development of HyPEP code alpha version 

(5) Intermediate loop performance 

• Improvement of MARS-GCR code for Molten salt coolant models 

• Intermediate heat exchanger modeling 

(6) Riskl performance-informed method 

• Passive system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Hydrogen explosion impact evaluation method 

(끼 떼gh temperature structura1 integrity 

• Eva1uation of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codes 없ld their 

applicability 

• Development of ASME Sec.lII Code case N-499-1 eval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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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safety evaluation method 

(1) Safety evaluation of major accidents: HPCc, LPCC 

• Modeling of reference reactor systems 

• Limiting accident analysis: HPCC, LPCCj air-ingress 

Modeling of 200MWth demonstration reactor candidates and 

preliminary accident analysis 

(잉 RCCS performance 

• Comparison of air- and water-RCCS designs and design requirements 

• 2-D modeling and preliminary analysis of air-cooled RCCS 

• Hybrid RCCS design concept 

3. Development of design analysis codes 

(1) High-Level PIRT 

• Improvement of HPCC, LPCC, LC PIRTs 

• Gen-IV VHfR PIRT Work Package 

(2) Nuclear design codes, MASTER-GCR and CAPP 

• Characteristics of nuclear cross section library 

• Geometry process models in LIBERTE 190 group libr따y 

• Development of MASTER김CR models for prismatic core 

• Development of CAPP code for pebble core 

• Cod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MCNP analysis models 

(3)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LILAC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 

• Input portability with CFX code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4) System performancejsafety analysis code, MARS-GCR 

• Improvement of thermo-fluid models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Steady state local hot spot analysis system, MARS-MASTER-CFX 

(5) Air-ingre잃 analysis code, GAMMA 

• Improvement of thermo-fluid models 

• Code restructuring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6) Fission productjtritium transport code, MIDAS-G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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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fission product transport models 

• Verjfication and validation 

Tritium transport an려ysis using TRlTGO 

(꺼 Graphite structure seismic analysis method 

• Survey of graphite seismic analysis method 

• Physical properties of graphite block 

(8) Hydrogen explosion models 

• Survey of safety distance regulation against hydrogen explosion 

• Survey and review of simple an머ysis models σNT， MEM) 

4. Intemational collaboration 

(1) VHTR Gen-IV Intemational Forum 

•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없ld Benchmarks 

(3) KAERl-INET Nucl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 Compilation of HTR-10 Data 

(3) KAERl-GA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 

• Tritium Source Terms and Transport 

• Optimization of a VHfR Block-Type Core Design 

• Use of Cooled Vessel 

• Future Projects 

(4) IAEA CRP-5 

• Nuclear Benchmarks Problem 

• Thermal-Hydraulic Benchmarks Problem 

(3) OECD Coupled Code Benchmarks 

• PBMR Core Problem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the key design technologies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demonstration of nuclear hydroge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key design technologies will be 

completed by early 2009 when the demonstration pr이ect will be ready to 

start. 

•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used not only in the licensing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 but also in enhancing the public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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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 발과제의 개요 

수소경제는 지속가놓하고 청정한 수소에너지원 확보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y 온실 

가스 감축 둥 환경 보전과 동시에 안정적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 제공을 추구한다. 화석연 

료의 고갈에 따라I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 

가오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2020-30년대 본격적인 수소경제 진입을 위하여/ 수소 

생산， 수소저장 및 공급/ 연료전지 둥 수소 활용기술 및 수소경제 체제 및 인력 정비를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하여 수소생산 단계부터 청정한 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비 

화석 연료와 물의 직접분해에 의한 수소생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수소경제 시대의 

요구 수소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이며 대용량의 수소생산이 가능하여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고옹 전기분해 또는 열화학적 직접 물분해 수소생 

산 방법이 적합하며， 특히/ 초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고온의 열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가장 현실적인 수소생산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세대원 

자로국제협력기구(Generation-IV Intemational Forum) 퉁 다자 혹은 양자 간 기술협력올 

통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주도형 에너지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무엇 

보다 시급하며/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조기진입을 천명하고 2005년을 수소경제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일차에너지의 97%를 수입하였으며， 이중 

53%가 석유이다 또한， 석유 수입량의 75%를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으로부터 수입 

하고 있으므로/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에너 

지 수요증가는 수송부분에 크게 기인하며/ 이에 따라， 수송에너지의 대체방안 수립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총규모 세계 10위/ 

단위면적당 세계 1위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은 1980년대부터 기술국산화 과정을 통하여 기술자립올 달성하 

였고r 현재는 기술고도화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인정받고 었다. 수소생산에 적 

합한 950't의 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최근 

에 시작되었으나r 기 축적기술 및 경험올 활용하여 충분히 개발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료 수급의 의존도가 낮은 준 국산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 

소생산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필수적인 선 

택이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대량의 효율적 수소생산에 적합한 950't의 고옹을 공급할 수 있 

는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 연계계통의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950 't 온도조건에서의 노십특성/ 압력용기/ 중간열교화기 퉁 기기 및 계통의 

명가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 업중을 위한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초고온가스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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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생산 연계계통의 셜계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한다. 본 연 

구는 1단계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당해 연도에는 원자력수소계통의 구현을 위하여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의 기반올 구축하였다 특히/ 초고온가스로 계통 개발의 후발 

주자로서 부족기술 확보를 위하여 Gen-IV pr이ect Management Board에 참여하고/ 고온 

가스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보유한 미국 GA사/ 중국 INET 둥과의 공동연구에 착수하 

였으며/ 일본 JAEA, 남아공 PBMR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퉁 다자 및 양자간 기술협력 체 

계를 구축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17개의 세부 연구결과와 본 과제를 통하여 구축한 국제공동연구의 추 

진현황올 기술한다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고유설계기술은 원자력수소 실중로의 

설계， 건설 및 실중사업의 추진을 위한 핵심 설계기술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향후 수소 

경제 상용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기술올 제공함으로써， 해외 기술 종속을 탈피 

하고， 국가 에너지자립올 위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댐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2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 기숭개밥 혀합 

초고온가스로의 선행로인 고온가스로는 블록형과 혜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블록형 

원자로는 미국에서 Peach Bottom-I (115MW th, 1967-1974), Fort Saint Brain (842MWth, 

1979-1988)이 건설/ 운전되 었으며， 일본은 HTIR (30MWth, 1998-) 연구로를 운전하고 있 

다 신개념의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설계개념으로 GA-OKBM의 Weapon-grade PU Burner 

인 GT-MHR (600MWth, 850 "C), GA사의 수소생산용 H2-MHR (600MWth, 950 "C), 일본의 

GTHTR-300 (600MWth, 850 "C) 및 GπITR-H (600MWth, 950 "C) 퉁이 개발되었다 프랑스 

AREVA사는 ANTARES (600MWth, 850 "C) 셜계를 개발하여 열공급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페블형 원자로는 독일에서 AVR (46MW바1， 1968-1988), 까πR (3ooMWth, 1985 ‘ 1988) 

이 건설되어 운전되었으며/ 중국은 HTR-10 (10MWth, 2000.12-) 연구로를 운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핵연료 장전을 목표로 남아공은 400MWth 급 PBMR의 건셜을 추진하고 있 

으며， 중국도 HTR-PM (250MW싸 750 "C )을 제15차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8월 통과된 에너지법안에 2021년까지 상용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운영을 명시함 기술개발단계 (1단계， 2005-2011)의 예산은 12.5억불이며l 건설 및 운전 

단계 (2단계， 2012-2021) 예산은 유사한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샤 및 NH1 (Nuclear Hydrogen Initiative) 과제가 INL 주도하에 

수행 중임 . NGNP 연구개발 예산으로 총 9.15억불， 600MWth 실증로 건설예산으로 총 9억 

불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INL은 2006년 12월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 (2006.12 - 2007.η에 착수하여， 

PBMR/WH, GA USIT 및 AREVA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수소 원형로의 예비개념설계를 개발하고 요구되는 연구 개발 내용올 도출하는 것 

이다. NGNP 대상노형으로 블록과 페블형 모두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GA USπ의 일원으로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2006년 1월 Gen-IV 원형로의 완공을 2020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 

에따라， 2012년에는 미래 원자로의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원자로 예산은 

2012년 까지 900M 유로이며/ 수소생산고온가스로도 주요대상으로 고려중이다 

미국 GA사는 석유업계가 지원하여 UTPB에 건설예정인 교육 및 실험용 연구로， HT3R 

고온가스로의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고， 개념설계 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수 

행 중인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NGNP, Deep-Burn (GNEP), Weapon-grade PU Burner 

(GT-MHR), HT3R 사업을 통하여， 고온가스로 기술의 Synergy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PBMR사와 미국 WH사는 Consortium으로 전력생산용 고온가스로인 PB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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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 및 인허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PBMR 해석모텔 개발 및 검중을 위하여， HTF, 

HITF, PBMM 퉁 대용량의 실험셜비를 건셜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 중이다. 이와 병행 

하여/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하여， 초고용가스로를 이용한 PHP (Process Heat Plant) 사업 

을 착수하였다. 

EU는 RAPHAEL 사업을 통하여，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올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핵심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7차 EU FP 계획올 수립하고 있으며/ 초고온 

가스로의 안전성 입중 및 실험설비의 구축둥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실험 

장비로 독일 FZJ의 NaCOK, 네덜란드 Petten 원자로， 이태리 및 독일의 고온 Helium 

Loop 퉁이 고려되고 있다. 

제4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하여 11개국이 참여하는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이 

운영 중이다. 이중 VHTR 계통에는 초고온가스로 셜계안전 및 종합， 코드개발 및 검중t 

재료 및 부품/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그리고 수소생산기술 PMB (project Management 

Board)에 우리나라 둥 9개국이 참여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 

다. 현재 VHTR SRP (System Research Plan)이 작성되었으며， 각 PMB 별로 Work 

Package와 세부 공동연구계획율 수립하고 있다. 

국내 기출개방 혀합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4-2005년 2년간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중과제의 예비 

개념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률 통하여， 페블 및 블록형 노심 비교 분석올 수행하였으 

며 l00MW", 급 실중로의 노심， 계통 및 안전성 분석을 위한 예비개념모텔을 개발하였다. 

또한l 초고온가스로의 핵설계， 전산유체해석， 계통 성능/안전해석 및 공기유입사고해석을 

위한 설계해석의 기반코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위험도 정보활용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2006년 원자력수소사업의 재기획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심기술의 개발올 전 

담하고/ 원자력수소생산계통의 설계， 건설， 실중은 벙부처척 사업으로 수행토록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구현올 위하여 요구되는 초 

고용가스로의 계통 핵심평가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셜계해석코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수소사업의 국가과제화 및 산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산업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국내 산업체도 많은 관심올 표명하고 자체척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연구원은 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연구인력올 

파견하고 었으며 산업체의 원자력수소 Roadrnap올 개발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자 

체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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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 용 및 결과 

제 1 절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1. 950 "C 운전조건의 노심특성 평가기술 

원자력 수소 생산을 실증하기 위한 초고온가스 냉각 실증로의 중요한 설계 요구 조건 

중 하나는 950 "C 출구 온도이다 헬륨 냉각재의 노심 출구 온도가 950't인 상황에서 최대 

핵연료 온도를 1250 't 이내로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참고문헌 [인왕기 ， 2006.05)에 

따르면 초고온가스로의 정상운전 중 최대 핵연료 온도는 페블형 및 블록형 모두 설계기 

준 용도인 1250't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옹가스 냉각 실중로 노심 셜계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핵연료의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다. 

가， 노심출력분포 및 노심유통분포 개선안 도출 및 예비평가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해서는 950 't 이상의 냉각재 출구온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노십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핵연료의 최대온도를 현 제 

한치 1250 't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연료 온도를 저 

감시키기 위해서 축방향 핵연료 재장전 기법， 12 Rows 블록 연료 집합체 개념， 이중 냉 

각 환형 연료 개념 퉁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 개선안에 대한 노물리 및 열유체 성능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그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펑가하였다. 

(1) 축방향 핵연료 재장전 기법 (Axial Fuel Shuffling) 

환형노심에 기초한 블록형 고온가스로에서는 다음파 같은 이유로 핵연료 온도를 적절 

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 흑연 감속재에 의한 강속효과로 반경방향 감속재와 인접한 핵연료영역에서의 청 

두출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반경방향 첨두출력 문제는 기존의 반경방향 핵연료 

재장전 기법을 이용할 경우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가연성홉수체가 다량 

사용되는 노섬에서는 더욱 힘들어 지는 특성도 있다 반경방향 출력분포 조절을 

위해서 연료의 충진율(packing Fraction)을 조절하는 방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재장전이 이루어지면 각 핵연료 칼럼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후속주기 

에서는 원하는 소기의 효과를 볼 수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첨두출력 

을 중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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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각재의 입/출구 온도 차이가 거의 400-500"( 정도로서 온도 궤환효과에 따라서 

연소에 따른 축방향 출력 분포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냉각재 온도가 높 

은 하부에서 출력밀도 클 경우 핵연료의 온도가 크게 중가할 수 있다 기폰의 반 

경방향 핵연료 재장전 기법을 사용할 경우 축방향 출력분포를 인위적으로 조절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연료 재장전시 연료블록올 해당 연료 칼럽에서 축방 

향으로만 새롭게 배치시키는 소위 축방향 재장전(Axial ShuffJing) 개념올 도입하여 그 타 

당성을 평가하였다. 이 경우 반경방향 청두 출력의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l 촉방향으 

로 여러 종류의 연소도를 가지는 연료블록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축방향 출력 분포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축방향 재장전 방식은 가연성 홉수체를 

포함한 신연료 블록올 사용하여 축방향 출력분포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반경방 

향 재장전 방식의 경우 제어봉의 위치로 인하여 핵연료 칼럽의 이동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나 축방향 재정전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전혀 없다. 또한 축방향 재장전 방식에서는 

고연소도를 가진 블록을 연료 칼럽의 상/하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중성자의 축방향 누설을 

최소화 하는 장정도 있다. 

축방향 재장전 방식올 그림 3.1.1.1에서와 같이 108 연료 칼럽올 가진 수정된 GT-MHR 

노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노심모텔에서는 중성자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료칼럽의 수를 102에서 108로 중가시켰다 헬륨 냉각재의 입구 및 출구온도는 

각각 4900 C 와 9500 C 이다. 노심의 상/하부에는 120cm 두께의 반사체를 가정하였고 제어 

용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활성노심의 높이는 792.9cm 로서 GT-MHR과 같으나， 

각 연료칼럽의 핵연료블록의 수는 당초 107ß에서 9개로 갑소시켰다. 이는 3 배치 축방향 

재장전올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심내부 연료블록의 총수는 9727ß로서 당초 1020개보 

다 감소하였다 갑소된 연료블록의 수와 단순한 축방향 재장전 방식은 재장전시간올 감소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립 3.1.1.1 수정된 GT-MHR 노심모델 (108 연료칼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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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블록은 기본적으로 그림 3.1.1.2와 같은 GA의 GT-MHR 설계이다. 여기서는 연 

료블록의 상/하부에 각각 2.9cm 두께의 흑연영역을 직접적으로 모사하였다 흑연블록의 

밀도는 1.74gjcm3이며/ 모든 혹연 반사체도 같은 밀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핵연료 
는 12% 농축도와 104 g/cm3 밀도를 가진 UÜ:2 연료이다. TRISO 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커널직경 =500 μrn， 버퍼두께=100 때/ 내부 PyC 두께=SiC 두께=35 때f 외부 PyC 두께=40 

μm 몇가지 가연성홉수체가 연구되고 있으나r 본 연구에서는 반웅도 저감이 가장 낮은 

B，C를 사용하였다 

Dowe/ 

Graphite 2 ‘ 9cm 

om 

Fue! 
zone 82.3cm 

싸
 빼
 
빼
 

1.88cm 
Trim!Ø8C p.tch 

102x tl.588cm 
C 001. trt hal.e 

Graphite 2.9cm 

그림 3.1.1.2 핵연료블록 설계 

그립 3.1.1.3은 반경 방향 출력 분포 조절을 위 한 TRISO 연료 충진율 및 가연성 홉수체 

의 영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단일 충진율을 사용할 경우 중성자속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 

은 내부 영역의 연료 충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출력분포의 조 

절이 가능하다. 그림 3.1.1.3의 충진율 영역별 분리는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며 적절한 반 

경방향 분포를 제공하는 하나의 예이다 물론 반경방향 출력분포 최적화를 위해서 TRISO 

연료의 충진율 뿐만 아니라 가연성 홉수체의 장전량을 영역별로 달리하는 것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 노심에서는 하나의 연료 칼렁에 9개의 연료 블록이 위치하며， 3 

배치 재장전을 할 경우 많은 수의 재장전 방식이 가능하다 축방향 재장전 방식의 최적화 

를 위해서는 이들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1.4에 주어진 재장전 방식만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타당성만을 평가하였다 고려된 재 

장전방식의 특정은 가장 높은 연소도를 가진 블록을 노심의 상/하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축방향 중성자누설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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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27.5% 

1.74 g/cm' 

BP=O.98’i 
1.74 g/cm' 
BP=O .98% 

1.74 g/cm' 

BP=O.98’i 

그립 3.1.1 .3 노심의 영역별 TRlSO 충진율 조절 개념(1.74g/cm3은 혹연블록의 밀도엄) 

Fresh 

lün야-bum떠 

디 Twice -bume 

그림 3.1.1.4 3-배치 축방향 재장전 방식 

축방향재장전 방식을 사용한 GT-MHR 노심분석올 HELIOS-MASTER 전산코드 시스댐 

[R. Stammler, 2001][조진영， 2004]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TRlS。 연료의 이중 비균질성 

의 정확한 모델을 위하여 RPT (Reactivity-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 방식올 이 

용하였다.RPT 방법을 위한 기준 반웅도는 McCARD 코드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평형 

노심은 그림 3.1.1.4에 주어진 재장전 방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그림 3.1.1.5는 노심의 연소에 따른 반웅도 변화를 .51.여준다- 평형노심의 주기길이는 약 

435일로서 18개월 주기길이에는 약간 못 미치나， 주기 길이는 연료의 충진융을 증가시킴 

으로써 쉽게 증가될 수 있다. 평형노심의 반웅도 변화가 비교적 큰데l 이는 가연성 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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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설계의 최적화로 크게 감소될 수 있다. 

그림 3.1.1 .6은 평형노심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이며/ 표 3.1 .1.1에는 규격화된 축방향 출 

력 분포를 제시하였다 MASTER 연소계산은 각 연료블록은 상하부 흑연영역을 제외한 

연료영역을 2개의 노드로 분할하여 수행되었으며， 표 3.1.1.1의 'Layer no'는 이들 노드를 

지칭한다. 그림 3.1.1 .6에서 보듯이/ 연료의 충진율과 가연성 홉수체의 장전량을 영역에 따 

라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반경 방향 출력 분포를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방향 출력 분포의 첨두 출력 인자가 비교적 크고 연소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 

타남올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기초에는 노십상부로 치우친 출력 분포가 나타나고 주 

기말에는 하부로 치우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수한 

축방향 재장전 방식 때문이다. 가연성 홉수체 및 재장전방식의 최적화에 의해서 축방향 

출력 분포는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스럽게 변경될 수 있다. 

1.12 

Cyde length = 445 Days 

훌 ;§ F ~κ~\ 
\\K、1

1.00 

0 ’m 200 300 4∞ 500 

nme, Day 

그림 3.1.1.5 평형노섬의 반웅도 변화 

그림 3.1 .1.6 평형노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α‘OC=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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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평형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Layer BOC MOC EOC 
27 (Top) 0.4073 0.4851 0.4919 
26 0.5589 O. 6698 0.6658 
25 (Graphite Zone) 
24 1. 0804 1.3371 1. 3013 
23 1.2704 1. 4677 1. 3895 
22 (Graph i te Zone) 
21 1. 1567 1. 1242 1.0427 
20 1.0503 o. 9444 0.8824 
19 (Graphite Zone) 
18 0.8460 o. 7370 o. 6909 
17 0.9819 o. 8626 o. 7955 
16 (Graphite Zone) 
15 1. 4860 1. 4281 1. 3033 
14 1.6267 1. 5163 1.3727 
13 (Graphite Zone) 
12 1. 4940 1. 2168 1. 1110 
11 1. 4031 1. 1314 1. 0790 
10 (Graphite Zone) 
9 1. 1569 0.9812 0.9941 
8 1. 0109 0.9718 1. 0517 
7 (Graphite Zone) 
6 1. 0054 1.2039 1.4087 
5 o. 7935 1. 0454 1.2929 
4 (Graphite Zone) 
3 0.3962 o. 5150 0.6551 
2 (Bottom) 0.2755 o. 3620 0.4715 

표 3.1.1 .2에는 MASTER 코드로 계산된 명형노심의 핵연료온도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축방향 재장전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핵연료의 최대 온도는 1250t:이하로 나타난 

다 그러나 현 MASTER 코드가 계산하는 최대핵연료 온도는 정확한 최대 연료 온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MASER 코드에서는 각 연료 칼럽에 대하여 명균 출력 밀 

도에 기초한 열수력 계산만올 수행할 수 있으며r 실질적인 국부적 청두출력올 고려한 열 

수력 계산은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 3.1.1.2의 최대온도는 MASTER 계산시 사용한 

계산 노드별 온도 중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최대 핵연료 온도보다는 상당히 

낮은 값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표의 최대 연료온도는 각 노드에서의 국부 첨두 출력 

인자가 1.0과 매우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 

서 고려한 노심설계에서 실질적인 최대 핵연료 온도가 제한치 1250t:를 만족하는지 여부 

는 알 수 없다. 다만， 축방향 첨두 출력 인자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온도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축방향 재장전 방식을 최적화한다면 최대 

핵연료온도는 표의 값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축 

방향 재장전 방식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첨두 출벽 및 첨두 핵연료 온도 계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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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노심 설계코드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3.1.1 .2에서 보듯이/ 축방향 재장전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핵연료의 최대온도는 신연료 

에서 발생한다- 이는 연료의 건전성 관정에서 바람직한 특징이다. 연료의 연소도가 낮을 

수록 TRSIO 연료내부의 핵분열가스의 압력은 낮으며 피복재의 건전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료의 온도가 높다하더라도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 

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TRlSO 연료의 최대 허용용도는 연소도의 함수로 본다 일본의 

G깐ITR-300 성계의 경우 최대 핵연료의 온도가 1300-1400 '(; 까지 허용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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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열유체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축방향 재장전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출력 분포 (출력 분포 A, B)에 대한 열유체 성놓을 CFX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구 

체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개념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그림 3.1 .1 .7과 같다 출력 분포 A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탄한 출력 분포를 보이는 경우이며， B의 경우 첨두 출력은 2.0을 

상회하는 경우이다. 

표 3.1.1.3은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열유체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두 가지 개념 모두 

출력 분포가 완전히 균일한 경우에 비해 최대 핵연료 온도가 각각 27'(; , 54 '(; 씩 중가하 

였다 그림 3.1.1 .8은 축방향 온도 분포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출력 분포가 균일할 경우에 

는 최대 핵연료 온도가 활성노심 하단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3.1 .1 .7과 같은 출력 분 

포 변화로 인해 최대 핵연료 온도의 위치는 변화한다. 특히 분포 B의 경우는 노심 중간 

영역에 최대 핵연료 온도가 위치함을 알 수 었다 

비록 MASTER 코드에서 계산된 출력 분포와 CFX 계산에서 다른 출력 분포가 다르기 
는 하지만， MASTER 코드의 열유체 계산 결과가 systematíc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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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촉방향재장전 방식을 고려한 축방향 출력분포 

10 8 2 o 

그림 

표 3.1.1 .3 열유체 성능 명가 결과 

Uniform Axiaf Design A Design 8 Profile 

Fuel Max. Temperature (oC) 1089 1116 1143 

Coolant lvI ax. Temperature (oC) 982 971 966 

Channel Pressure Drop {kPa/ml 2.99 3.10 3.17 
Max. Velocity {m/sl 54.2 53.4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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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축방향 핵연료 온도 분포 

- 12 -



(기 12-Row 블록 연료 집합체 개념 열유체 성능 평가 

KAERI와 미국의 GA는 블록노섬 최적화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GA사는 핵연료 

의 온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기폰의 10-row 블록 대신 연료 및 냉각재 환의 수를 127R 

로 늘린 블록 개념을 제안하였다 12 Rows 블록 연료집합체 개념에서는 기존 노심설계와 

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의 크기는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 표 3.1.1.4에는 

10-row 및 12-row 연료블록의 설계 자료를 비교하였다， 새로이 제안된 12-row 블록에서 

는 제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연블록의 냉각재 및 연료 구멍사이의 최소 흑연두께는 

기존값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2-row 블록에서는 기폰 GT-MHR의 10 Rows 블록 연료 집합체에 비해 핵연료 콩팩 

트와 냉각재 채널의 크기는 줄이고 개수는 증가시킨 것이다- 표 3.1.1.4에 보인 바와 같이 

12 Rows 블록 연료 집합체는 핵연료 콤팩트 내 출력밀도가 증가하지만 콩꽤트 직경이 

감소하고 헬륨 유속이 중가하는 특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연료의 온도가 저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3.1.1 .5는 전산유체해석올 통해서 얻은 12 Rows 블록 연료 집합체의 열유체 성농 

평가 결과이다. 기폰의 개념에 비해 최대 핵연료 온도는 30 ’C 낮아졌으나 압력 강하는 약 

57% 증가하였다. 연료 집합체에서의 온도 분포 예측 결과 및 비교를 그림 3.1.1.9에 나타 

내었다 

표 3.1.1.5의 평가는 냉각재 우회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실제와 같이 상당량의 

냉각재가 우회되는 경우에는 연료온도의 감소 정도는 약 20"(; 정도로 평가되었다. 12-row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연료온도 저감효과는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접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 보다 많은 수의 구멍을 가진 블록의 제작성 

• 핵연료 컴팩트 수의 증가에 따른 제조비용 

• 노심압력강하 

η
 ω 



비교 

10 Row Block 12 Row Block 
<OriginaIl (Proposed) 

Assembly Power (MW) 5.88 5.88 

Assembly Flow Rate (kg/s) 2.4693 2.4693 

Compact Diameter (cm) 1.245 0‘ 975 

Coolant Hole Diameter (cm) 1.5875 1.2623 

Pitch (cm) 1.8796 1.5820 

Gap Thickness (mm) 0.125 0.125 

No‘ 01 Fuel Holes 210 299 

Active Column Height (m) 8 8 

Adjusted Flow Area (cm2) 208 187 

Inlet He Velocity (m/s) 26.5 29.5 

Compact Power Density (W/cc) 28.76 32.94 

Hel미et Temperature (oC) 491 491 

Ave. He OutJet T emperature (oC) 950 950 

연료 집합체 개념 표 3.1.1.4 12 Rows 및 10 Rows 블록 

비교 

10 Row Block 12 Row Block 
(OriginaI) (Proposed) 

Fuel Max. Temperature (oC) 1089 1059 

Coolant Max. Temperature (oC) 982 974 

12m Channel Pressure Drop (kPa) 35.9 56.3 

Max. Velocity (m/s) 54.2 60.6 

집합체 열유체 성농 평가 결과 빛 표 3.1.1.5 12 Rows 블록 연료 

써H허ght 이 Mu. FueI Temperatue P1ane 
1150 

--10 Row B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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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ell 온도 분포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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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9 12 Row 블록형 



(3) 이중 냉각 환형 연료 열유체 성능 평가 

그립 3.1.1.10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중 냉각 환형 연료의 구조 및 형상을 보여준 

다 일본의 GTHTR300 [Kunitomj et al., 2004] 연구에서 도업되었던 블록형 연료를 개선 

한 개념이다 G까HR300과는 달리 중앙의 혹연 지지봉을 없애고 그 자리에 헬륨 냉각재 

를 흐르게 함으로써 핵연료 온도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즉 그림 3.1.1.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헬륨 냉각재를 핵연료 콤팩트의 안쪽 구명과 바깥쪽 환형 부위에 흐르게 함으 

로써 핵연료 콤팩트를 이중으로 냉각시키는 개념이다. 핵연료 콩팩트의 지지를 위해서는 

핵연료 콤팩트 옆에 spacer를 120도 간격으로 두었다 spacer는 흑연 블록에 불어 있는 

것으로서 혹연 블록과 일체형이다. 환형 핵연료 컴꽤트 양쪽은 1mrn 두께의 혹연 코팅 

충올 두었다 이와 같은 흑연 코팅 층은 GTI-ITR300의 개념올 그대로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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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이중 냉각 환형 연료 구조 및 개념 

먼저 최적의 핵연료 냉각 성능을 얻기 위하여 환형 연료 안쪽과 바같쪽 유통의 비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전산유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 .1.11는 이중 냉각 유통 최적화 

를 위한 전산유체 해석 결과이다- 환형연료 안쪽 유로의 반경이 2mm 인 경우 최대 핵연 

료 온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6은 안쪽 유로 반경이 2mm 인 이중 냉각 환형 연료의 최대 핵연료 온도와 압 

력 강하량을 기존의 개엽들과 비교한 것이다 미국 GA의 개념에 비해 최대핵연료 온도를 

약 61 "c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력 강하 또한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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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이중 냉각 유통 최적화 계산 결과 

비교 

Pin-in-holø Type 
Multi-holo Typo 

Roferonco(JAERI’ Doublo Sido Cooling Doublo Sido Cooling 
(GA’ (No Spacer) (Wilh Spacor) 

P ..... uro Drop ‘’2m) 13 kPa 14 kPa 21 kPa 31 kPa 

Max. Fuol T.mp. 1223 ’C 1088 'C 1085 ' C 1146 "c 

특성 명가 결과 및 열유체 표 3.1.1.6 이중 냉각 환형 연료 

그림 3.1.1.12는 adiabatic heat up 사고 시나리오에서 최대 핵연료 온도 변화를 보여준 

다. 정상운전 중의 핵연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냉각 능력올 상실한 

다 하더라도 사고 기간 중 최대 핵연료 온도는 GA의 개념에 비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됩 

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냉각 환형 연료의 개념은 표 3.1.1 .6에 보인 정상상태 성능 

뿐만 아니라 사고시의 성놓에 있어서도 우수한 열적 특성올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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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12 이중 냉각 환형 연료와 GA 핵연료의 adiabatic heal up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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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0MWth 실중로 후보노심 설계 

(1) 블록형 및 페블형 후보노심 선정 

원자력 수소생산올 위한 실증로의 노형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중로의 출력을 200MW난1로 가정하고 해당 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블록형 노심 

과 페블형 노심의 후보노심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노심 설계를 수행하였다. 실증로에서 

의 냉각재 입출구 온도는 각각 490"(; 및 950"(;로 가정하였다 또한/ 후보노심의 압력용기 

직경이 6.4m가 넘지 않도록 노십 크기를 설정하였다 

표 3.1.1.7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노형의 후보노심과 각 노형의 참조노형을 비 

교하였다. 표 3.1.1 .8와 표 3.1.1.9에서는 각각 블록형 및 페블형 후보노심의 설계변수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3.1.1.13과 그림 3.1.1 .14에서는 블록형 후보노심의 단연도 및 크 

기를 참조노형(GR-MHR)과 비교하였으며/ 그링 3.1.1.15과 그립 3.1.1.16에서는 패블형 후 

보노심의 단연도 및 크기를 창조노형(pBMR-400)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후보노심의 출력분포， 전출력시 및 영출력시 온도계수/ 핵연료플록과 

접하고 있는 반사체에서의 중성자 조사량(fluence)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 

산코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독일 FZJ에서 개발한 VSOP94코드[E. Teuchert, 1994]이다. 

표 3.1.1.7 후보노심 성능비교 

Power Vessel # Fuel Axial Fuel/Mod Rad. Area Inner Ref 

(MWlh) 00 (m) Plane Heighl(cm) Ratio (m2/MW야，) (m3/MWth) 

GT-MHR 600 8.4 102 793 0.24 0.35 0‘091 

PMR2oo-CD1 200 5.97 48 555.1 0.20 0.52 0‘022 

PlιR2oo-CD2 200 6.4 54 475 .8 0.18 0.48 0.051 

PBMR 400 6.67 n/a 1,100 0.47* 0.58 0.086 

PBR2oo-CD1 200 5.91 n/a 873 0.37* 0.81 0.088 

PBR2oo-CD2 200 5.84 n/a 873 0‘61* 0.80 n/a 

주) - 블록형 후보노섬(PMR)의 경우， Ouler Refleclor의 두께를 1m로 가정하였음 

- 페블형 후보노섬 (PBR)의 경우， ou ler Refleclor의 두째를 0.9m로 가정하였옴. 

* Top & Bottom Refleclor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Moderalor로는 Refleclor 영역만 

고려하였음‘ 

* Inner Refleclor의 부피계산시에도 Top & Bollom Refleclor는 고려하지 않음 

n 



표 3.1.1.8 블록형 후보노심 (PMR200-CD1, PMR200-CD2) 설계변수 

Design Parameter 
600MWth 

PMR200-CD1 PMR2oo-CD2 
(Ref.) 

πlermal power (MW) 600 200 200 

Inlet/outlet heliurn temperature ('t: ) 490/900 490/950 490/950 

Active core inner/outer radius (cm) 147.6/ 241.3 50/140 82/162 

πückness of outer reflector (cm) 141.6 100 100 

Effective core height (cm) 793 555.1 475.8 

No. of Layer & Blocks/Layer 10/102 7/48 6/54 

Average power density (W/cc) 6.61 6.69 6.94 

U235 농축도 (w/이， 평형노심 15.5 15.5 15.5 

표 3.1.1.9 페블형 후보노심 (pBR200-CD1, PBR200-CD2) 설계변수 

PBνm 
Design Parameter PBR2oo-CD1 PBR200-CD2 

400MWth 

Thermal power (MWth) 400 200 200 

InIet/outlet heliurn temperature (디 500/900 490/950 490/950 

Active core inner/outer radius (cm) 100/185 80/147 0/143.18 

ηlickness of outer reflector (cm) 90 % % 

Effective core height (cm) 1100 873 873 

Average power density (W /cc) 4.78 4.79 3.56 

U235 농축도 (w/o), 평형노심 9.76 9.76 9.76 

‘""'" 

R，~‘.".띠。‘."‘’‘mC‘ ... nelt (9) 

그립 3.1.1.13 블록형 후보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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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4 GT-MHR 노심과 블록형 후보노심의 크기 비교 

e!!잃Qιa!l. rI!원때，çm 

그립 3.1.1.15 페블형 후보노십 

PBMR 400MWth PBR 2αlMW.h . CD1 PRR ?OOMWlh .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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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6 PBMR400 노심과 페블형 후보노심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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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블록형 노심 

블록형 후보노심에서 이용하고 있는 핵연료블록은 그립 3.1.1.17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와 같이 표준 핵연료블록과 예비 정지/기동조절 핵연료블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핵연 

료블록은 직경 1.27cm인 핵연료공， 1.S875cm의 대 냉각재공， 1.27cm의 소 냉각재공， 

10.16cm의 제어봉공， 9.525cm의 예비 정지봉공， 3.7592cm의 블록 취급공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6각 핵연료블록의 6모서리에는 가연성 홉수퓨올 위한 구멍이 뚫려있지만 본 계 

산에서는 홉수봉이 들어 있지 않고 냉각재가 흐르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각 연료공에는 

1 .25αn， 높이 5cm인 핵연료 콤팩트가 157~ 들어간다. 

PMR200-CD1 후보노심에는 Layer당 33개의 표준 핵연료블록과 6개의 기동조절 핵연 

료블록 및 9개의 예비 정지 핵연료블록 둥 총 48개의 핵연료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PMR200-CD2 후보노형의 경우에는 Layer당 39개의 표준 핵연료블록과 6개의 기동조절 

핵연료블록 및 9개의 예비 정지 핵연료블록 동 총 54개의 핵연료블록으로 구성되어 었다. 

핵연료 콤팩트에는 표 3.1.1.10에서와 같은 사양의 TRISO 입자가 흑연에 초기노심의 경우 

에는 0.289의 부피 비율로， 재장전 노심의 경우에는 0.279의 부피 비율로 장전되어 있다. 

핵연료의 농축도는 첫 주기는 10.36wjo이고， 재장전 주기의 경우에는 15.5wjo이다 즉/ 

평형주기에서의 우라늄 235의 농축도는 15.5wjo를 사용하였다. 핵연료 커널(Kemel) 물질 

로는 U02를 사용하였다. 

VSOP94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블록형 후보노심의 계산과정 및 입력은 참고문현 I노재 

만， 2005][조창근， 2006][조창근， 2007a)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a) 표준 핵연료블록 (b) 예비갱지 및 기동조철 핵연료 흘록 

그림 3.1.1.17 블록형 후보노심의 해연료블록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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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0 블록형 후보노심에서 이용한 TRlSO입자 설계 사양 

반경/두께 (crn) 밀도(gjcc) 

Kemel (U02) 0.0175 10.5 

Buffer 0.01 1.0 

Irmer PyC 0.004 1.9 

SiC 0.0035 3.2 

Outer PyC 0.004 1.9 

(나) 페블형 노심 

페블형 후보노심은 상기 그림 3.1.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형노심(pBR2oo-CD1)과 

원통형 노심 (PBR200-CD2)으로 선정하였다 표 3.1.1.1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핵연료 

구 및 TRIS。의 기하학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18에서는 TRIS。와 핵연료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PBR200-CD1의 경우에는 노심내에 약 224，778개의 핵연료구가 폰재하고 있으며 

PBR200-CD2의 경우에는 약 303，000개의 핵연료구가 존재하게 된다. 각 핵연료구는 9g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 PBR200-CD1의 경우 약 2，023Kg의 우라늄이 노심 

에 장전되고 PBR200-CD2의 경우에는 약 2，727Kg의 우라늄이 노심에 장전된다. 또한 각 

핵연료구는 노심에서 6번 재순환 장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3.1.1.11 패블형 후보노심에서 사용한 TRIS。 및 핵연료구의 설계변수 

Desσiption Unit Value 

Fuel pebble outer radius crn 3.0 

Thickness of unfueled graphite zone cm 0.5 

Density of matrix graphite of fuel pebble gjcm3 1.74 

Fuel kemel diarneter μm 500 

Buffer layer thickness μm 95 

Irmer PyC layer thickness μm 40 

Sic layer thickness μm 35 

Outer layer thickness μ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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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TRIS。 및 핵 연료구(pebblel의 구조 

TRI윌흐 

(2) 후보노심 계산결과 

(가) 블록형 노심 [조창근， 2007a] 

본 연구에서 블록형 후보노심으로 선정한 PMR200-CD1 노심파 PMR200-CD2 노섬에 

대하여 평형주기에서의 출력분포， 전출력 (full power) 및 영출력 (zero power)에서의 온도 

계수I 그리고 반사체에서의 연간 중성자 조사량(Fluence)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연 

료 재장전 방법은 2 배치 핵연료 재장전 방법올 사용하였다. PMR200-CD1의 초기노심에 

장전되는 우라늄의 양은 1，548KgU이고， PMR200-CD2에는 초기노심에 1A99KgU의 우라늄 

이 장전된다- 두 후보노섬에서 우라늄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PMR200-CD1의 노심에 

는 총 3367~ 의 핵연료블록이 장전되고 PMR200-CD2에는 총 324개의 핵연료블록이 장전 

되기 때문이다. 

그립 3.1.1.19에서는 두 후보노심의 명형주기(Eq버librium cyde)에서의 유효중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PMR200-CD1의 주기길이는 485 전출력일로 계산되었고， PMR200-CD2의 

경우 주기길이는 440 전출력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주기길이의 차이는 장전되는 핵연료 

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l 각 후보노심의 평균 방출연소도를 살펴보면， PMR200-CD1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129，610MWd/t이고， PMR200-CDl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122，180MWd/t로 계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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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9 블록형 후보노심의 유효중배계수 (평형주기) 

출보월폭 

블록형 후보노심의 출력 분포는 GT-MHR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블록형 노심에서와 유 

사한 출력 분포를 보여주었다. 

고유 천 충력시 유도계수 

표 3.1.1.12와 표 3.1.1 .13에서는 고온 전 출력(Hot full power) 상태에서의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용도계수는 일반적으로 Doppler 용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및 감속재 온 

도계수 퉁올 계산하였다， 표 3.1.1.12에서는 PMR200-CD1 및 PMR200-CD2 노심내 영역별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1.13에서는 영역별 온도계수 중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 

는 내외부 반사체의 온도계수와 핵연료속에 포함되어 있는 흑연과 산소에 의한 온도계수/ 

그리고 핵연료에서 우라늄에 의한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블록형 

후보노심 PMR200-CD1 및 PMR200-CD2 노십 모두에서 온도 계수의 합이 모두 음의 값 

올 가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노심이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ω
 



표 3.1.1.12 고온 전 출력시 영역별 용도계수 

PMR200-CD1 PMR2OQ-CD2 
Temperature Coeffi디ents (drjC, pcm) 

BOC ν10C EOC BOC MOC EOC 

1. Inner reflector (active core) 0.4181 0.4914 0‘5842 0.7없3 0.9116 1.0576 

2. Ou ter reflector (active core) 0.8736 0.9992 1.17용 0.9843 1.1055 1.2751 

3. All re fIector (inner+outer+top+bottom) 1.4482 1.6914 2.0103 1.9828 2.2815 2.6643 

4. Moderator in the core (반사체 포항) -1.1458 -1.5489 -1.7793 -0.6934 -1.0277 -1.2615 

5. Moderator in fue! part of the core (C,O) -2.522 -3.1778 -3.7038 -2.5784 -3.2175 -3 .8059 I 

6. Fue! Temperature Coefficients -2.7255 -2.9477 -3.2075 -2.6474 -2.8374 -3.0733 

7. Dopp!er Temperature Coefficients -2.7324 -2.9478 -3.2175 -2.6405 -2.854 -3.0833 

표 3.1.1.13 고옹 전 출력 운전조건에서의 온도계수 

PMR200-CD1 PMR200-CD2 
Temperature Coefficients (drjC, pcm) 

BOC MOC EOC BOC MOC EOC 

1. Inner reflector 0.4181 0.4914 0‘5842 0.7833 0.9116 1.0576 

2. Outer reflector 0‘8736 0.9992 1.1734 0.9없3 1.1055 1.2751 

3. Moderator in fue! part of the core (ι0) 2 .522 -3.1778 -3.7038 -2.57없 -3.2175 -3.8059 

4. Fue! (Dopp!er Ceo떠ceint of U238) -2.7324 -2.9478 -3.2175 -2.6405 -2.854 -3.0없3 

Tota! -3.96273 -4.63508 -5.16377 -3.45129 -4.05429 -4.55653 

역 총력에서의 유도계수 

노심해석시 영 출력 (zero power)에서의 온도계수는 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심의 온도 

가 상숭하거나 하강할 때 노심의 반용도 변화를 추적하여 노심의 안정성을 명가하기 위 

하여 계산한다. 동옹온도계수는 노심내의 모든 물질이 일정한 온도라고 가정하고 반용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그립 3.1.1 .20에서는 각 노심에서의 영 출력 평형노심에서의 Dopp!er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1.1 .21에서는 퉁옹 옹도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립 

3.1.1 .22에서는 각 노심에 대한 감속재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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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체의 연깐 죽섯자 조사략 

표 3.1.1.14에서는 명형 주기에 대해 상 · 하부 및 내 • 외부 반사체에 대하여 O.1MeV 

이상의 속중성자와 1.85eV 이하의 열중성자의 주기 명균 최대 중성자속과 연간 조사량을 

보여주고 있다 속 중성자에 의한 중성자 조사량을 보면 PMR200-CD1이 GT-MHR이나 

PMR200-CD2에 비해 높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는 PMR200-CD1의 원자로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만/ 블록형 노심의 반사체는 원자로 수명 도중에도 교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 3.1.1.14 반사체의 연간 중성자 조사량 

반사체 Energy 
Fluence (neutrons/ cm2/360day) 

GT-MHR I’MR200-CD1 PMR200-CD2 

> O.lMeV 6.70E+20 6.80E+20 6.90E+20 
상부 

< 1.85eV 3.20E+21 4.20E+21 3.73E+21 

> O.lMeV 7.30E+20 7.30E+20 7.10E+20 
하부 

< 1.85eV 3.86E+21 4.79E+21 4.14E+21 

> O.lMeV 7.00E+20 8.30E+20 8.00E+20 
내부 

< 1.85eV 4.95E+21 5.23E+21 4.95E+21 

> O.lMeV 6.30E+20 5.70E+20 7.00E+20 
외부 

< 1.85eV 3.98E+21 3.61E+21 3.70E+21 

(나) 페블형 노심[조창근， 2007b) 

본 연구에서 페블형 후보노심으로 선정한 PBR200-CD1 노심과 PBR200-CD2 노심에 대 

하여 평형노심에서의 출력 분포， 전출력 (full power) 및 영출력 (zero power)에서의 온도 

계수r 그리고 반사체에서의 연칸 중성자 조사량(Fluence)올 계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PBR200-CDl의 경우 초기에 장전되는 우라늄의 장전량은 2，023Kg이고 

PBR200-CD2의 경우 2，727Kg의 우라늄이 장전된다. 우라늄의 장전량이 두 노심에서 차이 

가 나는 이유는 출력밀도(Wjcc)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라늄의 장전량이 다르기 때 

문에 핵연료의 평균방출연소도αη^ldjt)도 서로 다르다. PBR200-CDl의 평균방출연소도는 

82，158MWdjt이고/ 각 핵연료구는 노심내에 831일 동안 존재하게 된다 또한， 

PBR200-CD2의 평균방출연소도는 95，129MWdjt이며/ 각 핵연료구는 노심내에 1，298일간 

폰재한다 

출효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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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형 후보노심의 경우의 출력분포도 PBMR과 같은 페블형 노섬에서 전형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인 노심상부에서의 출력이 노심하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고용 저 충력에서의 유도계수 

표 3.1.1.15와 표 3.1.1.16에서는 고온 전 출력(Hot full power) 상태에서의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계수는 Doppler 온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및 갑속재 온도계수 풍을 

계산하였다 

표 3.1.1.15에서는 PBMR 400, PBR200-CD1 및 PBR200-CD2 노심내 영역별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PBR200-CD1의 경우 환형노심으로서 PBMR 400 노심에서와 비슷한 온도 

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PBR200-CD2의 경우에는 원통형 노심으로서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16에서는 영역별 온도 계수 중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내 · 외부 

반사체의 온도계수와 핵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흑연과 산소에 의한 온도계수/ 그리고 

핵연료에서 우라늄에 의한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PBfo.α400 노심이나 PBR200-CD1 

및 PBR200-CD2 노심 모두에서 합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노심 

이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다만 

PBR200-CD2 노심은 다른 노심과 달리 원통형 노심이기 때문에 그 값에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표 3.1.1.15 고온 전 출력시 영역별 온도계수 

Temperature Coefficients (8p/ 'C, pcm) PBMR 400 PBR2oo-CD1 PBR200-CD2 I 
1. Inner reflector (active core) 1.49863 1.58957 N/A 

2. Ou ter reflector (active core) 1.43057 1.84405 1.29317 

3. All reflector (inner+outer+top+bottom) 3.15875 3.70869 1.49487 

4. Moderator in the core (include reflectors) -1 .53376 -1.18463 -2.48458 

5. Moderator in fue! part of the active core (C, 0) -4.31113 -4.73397 -3.60930 

6. Fue! Temperature Coefficients -3.18150 2.91494 -3.99187 

7. Dopp!er Temperature Coefficients -3.19132 -2.91488 -3.98207 

표 3.1.1.16 고온 전 출력 운전조건에서의 온도계수 

Temperature Coefficients (8p/ t:, pcrn) PBMR 400 PBR2oo-CD1 PBR200-CD2 

1. Inner (cenσa!) reflector 1.49863 1.58957 N/A 

2. Outer reflector 1.43057 1.84405 1.29317 

3. Moderator in fuel part of the core (C, 0) -4.31113 4.73397 -3.60930 

4. Fuel (Doppler Coefficient of U238) -3.19132 -2.91488 -3.98207 

Tota! -4.57326 -4.21523 6.2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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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 충력에서의 유도계수 

그림 3.1.1.23에서는 각 노심에서의 영 출력 평형노심에서의 Doppler 온도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1. 24에서는 둥온 온도계수를 보여;준고 있으며 그림 3.1.1.25에서는 각 

노심에 대한 감속재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둥온온도계수의 결과에 의하면 두 후보노 

성은 노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Doppler Temperature Coefficlents 
o 

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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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3 영 출력시 Doppler 온도계수 

lsol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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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4 영 출력시 퉁온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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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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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25 영 출력시 감속재 온도 계수 

바사체의 여간 풋섯자 조사략 

표 3.1.1.17에서는 평형 주기에 대해 상 · 하부 및 외부 반사체에 대하여 O.lMeV 이상 

의 속중성자와 1.85eV 이하의 열중성자의 주기 평균 최대 중성자속과 연간 조사량을 보 

여주고 있다 반사체에서의 속 중성자에 의한 중성자 조사량을 보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후보노심의 조사량은 노심하부 반사체를 제외하고 창조노형인 PBMR 400노심에서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PBR200-CD1의 내부반사체에서의 조사량은 PBMR400에 비해 

약 78% 수준임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반사체를 더 오랫동안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올 의미한다 

표 3.1.1.17 반사체의 연간 중성자 조사량 

반사체 화lergy 
Fluence (neutrons/cm' /360days) 

PBMR 400 PBR2oo-CD1 PBR200-CD2 

> O.lMeV 5.90E+20 3.80E+20 6.90E+20 
상부 

< 1.85eV 4.32E+21 3.48E+21 2.40E+21 

> O.lMeV 8.ooE+19 1.40E+20 1.20E+20 
하부 

< 1.85eV 6.22E+20 1.34E+21 5.60E+21 

> O.lMeV 1 .49E+21 1.19E+21 n/a 
내부 

< 1.85eV 7.25E+21 5.66E+21 n/a 

> O.lMeV 1.14E+21 9.30E+20 8.10E+20 
외부 

< 1.85eV 5.51E+21 4.45E+21 3.73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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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블록형 및 페블형 후보노심에서의 출력분포는 참조노형에 

서와 유사한 경향올 보여주었다. 또한r 전출력 및 영출력시 온도계수에 따르면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각 노형의 후보노심은 모든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노심은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용 실중로의 노섬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노십우회유량 실험장치 설계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문제로 인해 이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중요 

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 

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소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와 

는 달리 채굴 가능한 자원이 아니며 화석 에너지， 태양 에너지r 원자력 에너지 동으로 사 

용하여 얻어지는 2차 에너지이다. 수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도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 (VHfR) 용 핵연료 개발과 수 
소생산기술 개발 연구 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의 수소생산용 고용가스로 사업이 진 

행됩에 따라 가스냉각로 (gas cooled reactor) 기술개발을 위한 분야별 연구가 심도 있게 

이휘지고 있다. 블록형 원자로 (prisrnatic rnodular reactor, PMR)는 수소생산을 위한 고 

용가스로의 후보노형의 하나로， 페블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PBR (pebble bed reactor)과 

함께 경쟁적으로 비교 연구되고 있다. 블록형 원자로의 노심은 육각 블록 형태의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블록 풍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블록 사이의 간극이나 제어봉 채널 퉁올 통 

해 유량이 흐르는데/ 이러한 유량올 일컬어 노심우회유량이라 한다.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우회유량은 유효냉각유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노십 내 구조물의 온도 및 수소생산올 위 

한 냉각재의 용도 달성 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고용가스로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러한 노심우회유량에 대한 정량적 명가 및 최소화 방안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노심우회유량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노심우 

회유량 정량화 실험 장치를 설계하고 전산유체코드를 이용하여 노심우회유량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블록형 고옹가스로인 GT-MHR 600 MWt을 대상 노형으로 삼았으 

며/ 실험 장치는 단위-셀 개념을 도입하여 노심 블록의 조합 및 간극의 크기에 의한 영향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셜계하고자 한다 또한 설계된 설험 장치에 대하여 전산유체코드를 

이용한 유통해석올 수행함으로써 우회유량의 분포와 유통 특성올 분석하고 추후 실험과 

비교할 수 있는 해석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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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장치 

(가) 설계 개요 

그립 3.1.1.26은 GT-MHR의 수직 단면도와 냉각재 이통 경로를 보여준다. 헬륨 냉각재 

는 노심 용기와 원자로 용기 사이에 있는 6 개의 냉각재 채널을 통해 노심 상부로 이통 

하며 노심 상부에서 노성 블록 내의 냉각재 흘을 통과해 노심 하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노심 상부에 모인 냉각재는 주로 핵연료 블록 내의 냉각재 흘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어느 

정도는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있는 간극으로 흐르게 된다 이처럼 간극으로 빠져나가는 우 

회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3.1.1 .27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단위-셀을 도입하였다. 단위

셀은 3개의 육각형 블록의 중점을 연결한 정삼각형 영역으로서 3개의 블록을 포함하고 

있다. 단위-셀 내에 존재하는 블록조합의 경우는 표준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의 수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가장 많은 경우는 표준 핵연료 블록이 3개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록의 조합에 따른 노심 우회유량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장 

치를 셜계하였으며/ 간극의 크기에 따른 영향도 명가하기 위해 간극 크기를 1 mm, 3 

mm, 5 mm의 세 가지 경우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였다. 작동 유체는 상온y 

상압의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장치는 개방형 루프를 채택하였다 

(나) 실험 장치의 구성 및 특정 

실험 장치는 크게 주유동장치(rnain flow systern), 측정장치 (measuring systern), 데이터 

획득 장치 (data aquisition systern), 전원공급 장치(power supply)로 구성된다. 그림 

3.1.1.28은 주유동장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주유통장치는 풍동， 테스트섹션， 송풍기로 

구성되어 있다 송풍기와 풍동의 총 길이는 4.75 rn로서I 전체 노심에 비해 국부적인 영역 

에 대해 단위-셀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단위-셀에 유입되는 유량은 평균적으 

로 균질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따라서 테스트섹션 입구부에 풍동을 설치하여 균질한 유통 

이 유입되도록 설계하였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는 평균 양방향 유통 튜브 유 

량계 (BDFT) 및 차압계r 정압계， 열전대로 구성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BDFT 

유량계는 유량계 센서의 전단과 후단부에서 형성되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여 압력 중배 

계수와 관내 평균 유속 간의 관계를 통해 관내 평균 유속을 계산하고 정압계와 열전대를 

통해 유동의 밀도를 측정하여 질량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림 3.1.1.29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BDFT 유량계의 설계도이다. 테스트섹션부는 삼각형 채널의 테스트섹션 

케이스와 테스트 블록 및 간극 조절 블록으로 구성된다 그림 3.1.1.30은 테스트섹션부 케 

이스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테스트섹션부 케이스는 길이가 약 1.25 rn, 한 변의 길이가 약 

0.57 m인 삼각채널로서 케이스 내부에 테스트블록올 설치하여 다양한 블록 조합과 간극 

의 크기에 따른 우회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심 블록을 모사하기 위한 테스트 

블록의 종류는 크게 표준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플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에 대한 설계 

인
 이
 



는 그림 3.1.1.31과 3.1.1.32에 도시하였다. 각각의 테스트 블록은 마릅모꼴 형태로서 표준 

핵연료 블록을 모사한 핵연료 테스트 블록의 경우 후단부에 냉각재 훌올 통해 흐르는 유 

량을 모아서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채널이 추가된다‘ 유량계 채널은 길이 1.8 m의 원형 

파이프로서 유량계 채널 후단에 BDFr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BDFr 유량계를 통해 측정된 유량과 실험장치 입구부에서 측정된 유량의 차이를 통해 간 

극으로 빠져나간 우회유량을 측정한다- 그림 3.1.1.33은 간극 조절 블록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블록 중앙선상에 뒤어나용 부분의 두께를 달리하여 간극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 

록 하였고， 테스트 블록과 결합하여 테스트섹션 케이스에 설치할 경우 간극 크기를 유지 

하도록 설계하였다 간극의 크기는 1 mm, 3 mm, 5 mm의 세 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총 

107~ 의 간극 크기의 조합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고려하여 간극 조절 블록올 설계하였다. 

그립 3.1.1.26 GT-MHR 노심 수직단연도 그림 3.1.1.27 GT-MHR 수명 단면도 및 

및 냉각재 유로 단위-셀 개념도 

그림 3.1.1.28 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 장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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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9 평균 양방향 유통튜브 유량계 개념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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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케이스 수직단면도 

3.1.1.30 테스트섹션부 케이스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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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케이스 후연 

그립 

(a) 케이스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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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1 테스트 블록 개념도 (표준 핵연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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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32 테스트 블록 개념도 (반사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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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개념도 (실험케이스별 간극 조절 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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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 유체 코드 해석 

(가) 연구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장치 설계를 바탕으로 형상을 구성하여 전산유체코 

드를 이용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 장치로부터 얻어질 총 유량 

에 대한 우회유량의 비를 비교할 결과를 도출하는 것 뿐 아니라， 냉각재 흘과 간극 채널 

입구부에서 유동의 거동을 고찰함으로써 우회유량의 분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유동 

해석은 표준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의 조합에 대하여 간극 크기를 1 mm, 3 mm, 5 

mm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그렴 3.1.1.34는 각각의 블록 조합에 대한 유통해석 형상 

을 보여준다. 격자계는 그림 3.1.1.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극과 냉각재 훌 부분을 제외 

하고 사변체의 비정렬격자계로 구성하였으며， 벽 근처 속도 구배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벽 근처의 격자는 모두 육면체로 구성하였다. 간극과 냉각재 흘 부분은 육면체 격자로 구 

성하였으며 계산 격자수는 179만개로 결정하였다 

(나)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지배 박적식 및 단류 모텔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비압축성 난류 유통에 대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해석을 수행하였다. RANS 해석에서는 레이놀즈 평균된 보존 방정식들이 사용되 
며/ 지배방정식에 포함된 레이놀즈 웅력항의 계산을 위하여 난류모델로 SST (Shear Stress 
Transportation)모델을 사용하였다. SST 모델은 k-띠 모델과 k-c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모 
델이다 SST 모텔의 장점으로는 표준 k-c 모텔보다 정체구역에서의 난류 중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주요한 경계충 효과로는 역 압력 구매 하에서의 표면으로부터 

의 박리이다 박리는 벽 근처의 난류에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SST 모텔은 다양한 
종류의 정확한 박리 예측에 매우 효과적이다 SST 모텔은 두개의 방정식 모텔의 조합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텔의 주요한 두 가지는 모델 계수의 zonal weighing 과 급격히 
팽창하는 유동의 난류 접성 중가의 한계이다 zonal 모델령은 wilcox’s k-w 모텔을 벽 근 

처에서 사용하며 자유전단연과 경계층의 edge에서는 standard k-c 모델을 사용한다. SST 
모텔링은 경계층 안에서의 계속되는 난류 운동에너지의 반동으로 난류 전단웅력을 강화 

시켜 난류 접성을 수정한다 이 수정은 강한 유동의 역 압력 구배와 박리의 예측을 향상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및 벽면에서의 정성에 의한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SST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박볍 빛 격계조캔 

야
 ω 



본 연구에서는 범용 CFD 코드인 CFX-10.0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반복수치계 

산은 질량보폰방정식의 잉여값(Residual)이 10 - 6 이하가 될 때까지 3.2GHz 의 

Pentium-64bit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FX-10.0에서는 지배방정식들을 이산화 

하기 위해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한다 경계조건으로서 입구유량 조건 

은 일정 유량 조건을 부여하였고 유량은 0.7705 kgjs로 설정하였다. 이는 실제 GT-MHR 

의 냉각유량이 각 핵연료블록 영역에 균동하게 나뉘어 들어감을 가정하고 유량을 계산하 

였다， 단위-셀의 넓이에 할당되는 유량에 대해 삼각형 단위-셀 채널에 대한 Re수를 계산 

하고/ 헬륨과 공기간의 물성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Re수에 대한 공기의 유량올 산출 

하였다. 벽면 조건은 no-slip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출구에는 대기압 조건을 주었다. 

(4) 결과 및 토의 

표 3.1.1 .18은 CFD 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해석 결과 각 케이스에 따라 유량의 변 

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핵연료 테스트 블록이 3개의 조합에 대한 

해석의 경우 전체유량에 대한 우회유량의 비가 간극 크기에 따라 최소 0.65%-10.79% 사 

이에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핵연료 테스트 블록 2개와 반사체 블록 1개의 조합에 대한 

해석의 경우와 핵연료 테스트 블록 1개와 반사체 테스트 블록 2개의 조합에 대한 유통 

해석의 경우/ 우회유량의 비가 각각 0.99%-15.31 %, 2.0σ%-26.89% 사이에서 변화하는 결과 

를 얻었다 그림 3.1.1 .36는 칸극의 크기에 따른 유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각 블 

록 조합에 대한 CFD 해석 결과/ 간극 크기가 1 mm인 경우 블록 조합에 상관없이 우회 

유량이 매우 작게 나옴올 알 수 있다 이는 작은 간극 크기로 인해 우회유로의 변적이 매 

우 작게 형성되면서 우회유로의 유통 저항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핵연료 테스트 블록 

1개와 반사체 테스트 블록 2개 조합의 경우 냉각재 흘의 총 면적에 대한 간극의 총 연적 

간의 비가 다른 경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우회유량의 비가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크게 계산되었다. 그림 3.1.1.37는 테스트섹션 상부에서 냉각재 훌과 간극으로 유량이 분 

포되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 .1.38은 각 블록 조합에 따른 간극 채널 입구 

부에서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1.1 .37과 3.1.1.38에서 볼 수 있듯이， 유입된 유량 

이 반사체 블록을 만나 휘어지게 되고 횡방향 유통이 형성되면서 간극파 냉각재 훌로 유 

입되는 유속이 영향을 받음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횡방향 유통이 우회유량의 크기와 유 

량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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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8 각 케이스별 우회유량의 비 

해석 케이스 

F lR21mm 
F lR23mm 
FJR25mm 
F2Rl-lmm 
F2Rl-3mm 
F2Rl-5mm 

F3 • lmm 
F3- 3mm 
F3 ι 5mm ,. 

빼용 

냉각셰 채년 

출군유량(kg/s) 
0.7545 
0.6513 
0.5633 
0‘7628 
0.7082 
0.6525 
0.71닮5 

0.7갱4 

0.6873 

뼈 

).., 
-얻=깅;.....:. .... 

(a) Case F3RO 

--는=허-‘~ . 
)... 

(b) Case F2Rl 

'~츠~ •• λ 
(c) Case FIR2 

그림 3.1.1.34 각 케이스별 유통해석 

형상 

우회유량(kg/s) 
우희유:량 11) (%) 

> ‘ < ‘ ι ν 
, {우회유량/전체 유량) 

0.0160 2.07 
0.1192 15.47 
0.2072 26.89 
0.0077 0.99 
0.0623 8.08 
0,1180 15.31 
0‘00밍 0.65 
0.0421 5.46 
0.0832 10.79 

그림 3.1.1.35 각 부분 별 격자 구조 

(테스트섹션 상부， 간극/ 냉각재 훌/ 

유량측정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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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6 간극 크기에 따른 우회유량 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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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 각 케이스별 칸극 

채널 입구부에서의 유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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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F1R2 

그립 3.1.1 .37 각 케이스별 

상부에서의 유량 분포 



2.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NHDD 후보 노형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초고온가스로 압력용기설계는 노형에 상 

관없이 중요하다. 수소생산올 위해 950 'c 이상의 노심출구온도가 요구되며 노심출구용도 

의 중가에 따라 자연히 노심입구온도도 중가한다， 기존 가스로의 입구유로는 원자로압력 

용기와 접하도록 형성되어 있어 압력용기의 설계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현재 NHDD 원자로에서 고려하는 입구온도는 490 'c 이상이다. 상용경수로에 사용되 

는 SA-508j533 재료의 허용온도는 371 'c로 초고용가스로에 사용하기에 적합지 않다 블 

록형 (PMR: Prisrnatic Modular Reactor)으로 대표되는 GT-MHR의 경우 허용옹도 550 'c 

의 2tcr-1Mo 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생산을 위한 H2-MHR에서는 허용옹도 590 'c의 

9Cr-1Mo-V 강을 후보재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고온강은 일본의 30 MW(t) HTTR 

연구로에 2tCr-1Mo 강이 척용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원자로압력용기로 제작된 경험이 없 

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재료에 용접절차도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료수급에도 

어려웅이 예상된다， 

반면 SA-508j533 재질은 상용경수로의 압력용기에서 완전히 업중된 재료로 압력용기 

운전옹도를 허용치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연 가스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페블형의 대표주 

자인 PB!Iα의 경우 SA-508j533강을 압력용기 후보재로 선정하였으며， 압력용기 운전용도 

를 낮추기 위하여 혹연구조물 내부유로와 노심배렬 냉각계통올 사용하는 냉각압력용기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냉각압력용기에 대한 기술현황은 참고문헌 I김민환， 2006.11]에 기 

술되어 있다 

NHDD 실중로에서는 재료수급 및 제작 측면에서 냉각압력용기를 설계 융션으로 고려 

하고 있다 패블형에 비해 블록형 원자로는 냉각용기에 대한 개녕조차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형 원자로의 냉각압력용기 개념설계 및 평가는 추후 NHDD 실중로 설계에 

도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원자로를 위한 냉각압력용기 예비개념 

올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개념에 대한 열유체 해석올 수행하여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가. 예비 냉각압력용기 개념 

본 연구에서 고려한 참조 PMR은 GT-MHR이다. 기존 입구플레넘의 유로는 그림 

3.1.2.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입구배관의 바깔 환형 공간을 통하여 입구플레념으로 공급된 

냉각재가 노심배럴(Core Barrel)과 압력용기 사이에 형성된 6개의 냉각재 채널(Coolant 

o!뻐nel)을 통하여 상부 공동으로 보내진다‘ 

GT-MHR의 입구유로는 원자로압력용기와 고옹의 냉각재가 직접 접촉한다. 본 연구에 

서는 고온냉각재와 압력용기의 직접 접촉올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반사체(Perrnant Side 

Reflector)의 내부에 일정한 직경올 갖는 냉각재 상숭유로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입구 유 

로와 플레념의 형상은 그림 3.1.2.2와 3.1.2.3에 나타나있다‘ 업구배관을 통과한 냉각재는 

영구반사체 하부의 환형공칸인 입구플레념으로 공급된다 입구플레넘은 54개의 상승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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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상부플레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3개의 상승유로가 모여서 노심으로 냉각재를 

공급하고 있다 압력용기 냉각을 위하여 140 't의 차가운 헬륨이 압력용기와 노심배렬 사 

이의 환형공간으로 공급된다. 상숭유로의 직경파 개수는 상숭채널의 총 단면적이 

H2-MHR[Richards, 2006.04]에서 제시한 총 단면적인 1.64 m'와 비슷한 값을 갖도록 결정 

하였다 입구플레념의 주요 형상치수는 표 3.1.2.1과 같다. 

Vessel 
Cooling 

RPV 

그림 3.1 .2.1 GT-MHR의 입구 플레념 형상 

Inlet 
Plenum 

그림 3.1.2.2 냉각압력용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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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PMR 냉각압력용기 개념의 중간 단연도 

표 3.1.2.1 PMR 입구플레넘의 주요 형상치수 

개수 54개 
상숭유로 직경 o.강n 

총유로면적 1.696rn2 

입구배관 
외경 2.2아n 

내경 1.65m 
외경 6.85m 
내경 6.29m 

입구플레념 전체높이 2.89m 

업구배관의 중심에서 높이 1.2 145 64m5(m아(위래쪽쪽)) 

냐. 흑연구조물 내부유로 전산유체 예비평가 

냉각압력용기를 위해 변경된 내부유로는 변경 전에 비하여 노심 입구에 균일하지 않은 

유통이 발생활 가능성이 있다 내부유로 변경에 기인한 유통의 불균일도와 노심 입구유통 

에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전산유체해석올 수행하였다 

(1) 입구플레념 유동분포 

입구플레넘 형상이 상숭채널의 유통분포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입구플레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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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배관과 54개의 상숭유로를 연결하고 있다 업구플레넘 형상은 대칭구조이므로 그림 

3.1.2.4와 같이 한쪽 대칭영역을 계산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둥온유동(Isothermal Flow)을 

가정하고 입구배관에서 590 "C, 70기압의 헬륨이 320 kgjs 유량으로 공급된다 자세한 해 

석절차는 참고문헌 [김민환， 2006.12]에 기술되어 있다. 

Awrage 
Stalic 
Pressure 
。ullet BC 

Mus FIow 
lnlel BC 

BC 

그림 3.1.2.4 입구플레념 유동해석올 위한 계산영역 및 경계조건 

입구플레념의 유통형태는 그립 3.1.2.5의 유선분포로 나타내었다. 환형 입구배관으로 유 

입된 유통이 입구플레넘올 만나면서 급격히 팽창한다 팽창과 함께 가속된 유통은 플레념 

전체영역으로 공급된 후 상숭채널로 보내진다. 입구배 란에 가까운 상숭채널의 업구영역에 

재순환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유선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영역에서는 입구배관에 

서 공급된 유통의 방향이 갑자기 상숭채널 쪽으로 꺾이연서 유동의 박리가 발생하고 있 

다. 

그립 3.1.2.6은 입구플레념에서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립은 z 값이 일정 

(z=-1m, z=Om, z=lm)한 평면에 대한 것이며 오른쪽 그립은 플레넙 환형공간의 중심단연 
(D=6.57m)에서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배관으로 공급된 유통이 플레념 벽면에 

부딪히는 국부적인 영역과 입구배관의 맞은 면 공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보이고 

있다 상숭채널에서의 압력변화는 유동의 박리가 발생하는 일부영역에서 낮은 압력을 나 

타내고 있지만 대부분 일정한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총압력 기준으로 입구플레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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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7.9 kPa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PBMR Scale-up 계산[김민환， 

2006.05] 에서의 결과(약 11 kPa)보다 작은 값이다 본 계산의 입구유량이 PBMR 계산에 

사용된 입구유량( 251.2 kgj s)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압력강하를 보이는 것을 볼 

때， PMR의 이중관 형태의 입출구 유로가 PBMR 독립적인 업출구 유로보다 압력강하 측 

변에서 효율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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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5 입구플레념의 유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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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입구플레넘의 정압분포 

그림 3.1.2.7은 상숭유로에서의 유량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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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것을 1번으로 시작하여 27번까지 구분된 상숭채널의 번호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전체유량을 채널수로 나눈 병균유량으로 정규화한 유향편차를 나타내며 식 (3.1.2.1)로 정 

의된다 

Si= 프두프암뜨 여 기서 i = 1, 2,,",18 (3.1.2.1) 
mavg 

그립에서 볼 수 있듯이 입구배관에 가장 가까운 l번 채덜에서 높은 유량을 나타내고 

2번 채널에서 급격히 유량이 감소한다 9번 채널까지판 낮은 유량을 보이다가 10번 채널 

부터 천천히 유량이 중가하여 마지막 27번 채널에서 최대 유량올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5의 유선분포와 비교할 때 유량이 갑소하는 2-9번 채널은 입구에서 유통의 박리가 

존재하는 채널에 해당한다. 그립 3.1.2.6의 압력분포와 비교하면 입구채널 근처 압력이 높 

은 곳에서 많은 유량이， 반대로 낮은 곳에서 작은 유량이 흐른다. 상숭채덜에서 발생하는 

유동편차는 약 土20% 정도이다 이 값은 기수행된 PBMR 입구플레념 해석[김민환， 

2006.06]에 하나의 입구배관을 갖는 경우가 :t60 %의 편차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작은 값이다. 이 차이는 PBMR의 경우 입구배관의 수력직경에 대한 입구플레넙의 폭 

(WfD)과 높이(HfD) 비가 0.36과 1.3이지만 PMR의 경우는 0.875와 9.0으로 유통이 플레 

넘으로 확산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0.3 

0.2 ! 
.......... 

’ 0, 1 t 

I ~ Si o 

/ -0, 1 ‘ 판、i‘1 ;삼 
-0.2 ‘ - ‘ 

-0.3 
o 5 10 15 20 25 30 

Channel Number 

그림 3.1 .2.7 상숭유로에서 유량분포 

(2) 상부플레념 

업구플레넘에서 발생한 상숭유로의 유량변동이 노싱유통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44 



였다 입구플레념과 같이 대칭띤올 기준으로 한 쪽 영역을 계산영역으로 하였다 그림 

3.1.2.8은 상부플레넘 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과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27개의 상숭 

유로가 상부플레넘 입구에 연결되었으며 다공성 매질로 가정된 노심영역이 상부플레넘 

출구와 접하고 있다 입구플레념과 같이 동온유통을 가정하고 열해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상숭유로의 입구조건으로 입구플레넘 해석에서 구한 유량분포를 사용하였다 다공성매질 

로 가정된 노심에서 압력강하는 실제 노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압력강하와 같은 

값을 갖도록 압력강하계수를 설정하였다. 입구플레넘의 높이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입구플레넘 높이를 상숭유로 직경을 기준으로 1배에서 4배까지 중가시키며 해 

석을 수행하였다. 

Boundary 2 

Core 
Region 
(Porous) 

~ 

그립 3.1.2.8 상부플레넘 해석을 위한 계산영역과 경계조건 

상부플레념의 높이변화에 따른 노심입구에서의 정압분포가 그립 3.1 .2.9에 나타나 었다. 

플레넘 높이가 상숭유로 직경과 같을 경우 노심입구에서의 압력변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다. 플레념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압력변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대압력이 발생하는 위치 

에는 변화가 없다. 그림 3.1.2.10은 상부플레넙 높이 변화에 따른 플레넙 압력강하량과 노 

심출구에서 속도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편차는 최대속도와 최소속도의 차를 평균속도 

로 나눈 것이다. 높이증가와 함께 압력강하와 속도편차는 급속히 감소되어 일정한 값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파에 따르면 플레넘의 압력강하 및 노심속도편차를 줄이기 위 

해서는 상숭유로 직경의 3배 정도의 상부플레멈의 높이가 요구된다. 높이를 중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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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하와 속도분포 면에서 유리하지만 혹연구조물 내부로 큰 공간을 확보하는 내부구 

조셜계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Hα.m..Jo"，，， = 3 

"_. 
‘ ”’
‘ a“‘ 
. "’* 
‘ 1μ. 

‘"“ 

’-’““‘ ’@‘ • . -
.~“‘ 

‘“‘ ’에 

(b) H, ..... ml다S6r = 2 

그림 3.1.2.9 상부플레넘 높이변화에 따른 정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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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상부플레넘 높이변화에 따른 플레념에서 

압력강하와 노심출구에서 속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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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 냉각압력용기의 열해석 명가 

전산유체해석을 이용하여 예비 냉각압력용기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선 냉각 

용기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로 정상운전 상태에서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를 상 

용재질의 허용온도가 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유로 뿐만 아나라 차가운 헬륨을 이용한 

강제 냉각이 필요하다 현재 개념은 140 "c의 차가운 헬륭이 원자로압력용기와 노심배럴 

사이로 공급하는 것이다. 찬 헬륭의 원천은 헬륨정화시스댐의 회귀라인에서 우회， 또는 

독립적인 공급계통을 두는 방법 둥을 고려하고 있다. 

qw 

p Riser PSR 

T W 

RPV 、 Core Barrel Periodic 

그림 3.1.2.11 압력용기 옹도해석올 위한 계산영역 격자와 경계조건 

냉각용기 열해석올 위하여 그립 3.1.2.11과 같이 전체 영역의 1/54에 해당하는 계산영 

역을 구성하였다 계산영역은 영구외부반사체(PSR)， 상숭유로(Riser) ， 노십배럴(Core 

Barrel), 압력용기(RPV)， 그리고 노심배럴과 압력용기 사이의 Gap으로 구성된다. 상숭유로 

업구에는 일정유량조건(590 "C, 7기압에서 5.925 kg/s)올/ 출구에는 일정압력조건이 적용 

되었다. 원주방향으로 주기조건， 고체-유체 또는 고체-고체 경계에서는 General Grid 

lnterface 연결방법을 이용하여 복합열전달을 해석하였다‘ 상숭유로와 Gap에서의 복사열 

전달 계산을 위하여 Discrete Transfer Model이 사용되었다 노심 열전달을 CFD로 모사 

할 수 있는 모텔이 없기 때문에 시스댐 쿄드 GAMMA로 구한 영구반사체 온도를 내부벽 

면 경계조건으로 주었다. 

원자로 주변에는 사고시 열제거 수단으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RCCS는 피동계통으로 정상운전 중에도 작동하여 원 

자로압력용기 바깔으로 열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열손실 량은 원자로 상태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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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압력용기를 통한 열손실 경계조건 처리를 위해 GAMMA 코드와 CFD 코드가 외 
재적 (explicit)으로 연결되었다 GAMMA 코드는 그립 3.1.2.12에 보인 바와 같이 노심배럴 
부터 RC(꼬까지 모델 되었다. 해석을 위해r 먼저 열손실을 가정하고 CFD 해석으로 노심 

배럴의 온도를 구한다. 구한 온도를 GAMMA 코드의 코어배럴의 경계조건으로 하여 
RCCS로의 열손실을 계산한다. 새로 계산될 열손실을 압력용기 바깥 경계조건으로 하여 

CFD 해석올 다시 수행한다 열손실 값이 수령될 때까지 3-4번의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 129' 

Componenl Description Meshes 

Fll0 Bottom head 
Fl15 JnJel plenum 
F120 Inlet riser 7 

F125 Top head 

F130 rop plenum 

W570 。utlet plenum 2x3 

W580 Core barreJ 2x15 
W590 Upper shroud 9x3 

W605 
Reactor pressure vessel 

W610 5x15 
W615 

(Iower, shell , upper) 

W620 RCCS downcomer wall 3x15 

W630 Reactor cavity wali 4x15 

W640 ACCS panel 2x15x4 

그립 3.1.2.12 냉각용기해석을 위한 GAMMA코드의 CFD 연계 모델 

그림 3.1.2.13과 14는 압력용기 냉각유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중간단연에 

서의 온도분포와 중단단연 중심션을 따른 온도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상숭유로 안쪽영역 

까지 영구반사체 온도분포는 냉각유동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상숭유로 이후로 

강제 냉각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Gap 영역에서 고체영역과 유체영역 사이의 급한 온도변 

화는 복사열전달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냉각효과 뿐만 아니라 상숭유로의 반경위치 변화가 압력용기 온도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그립 3.1.2.15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최대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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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중간단변에서의 온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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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중단단면의 중심션을 따른 온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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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 냉각유량과 상숭유로 반경위치에 따른 압력용기 최대온도 변화 

냉각유량이 없는 경우에 고온 입구냉각재가 압력용기와 접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유로 

때문에 압력용기 온도를 냉각재 입구온도 590 "c보다 100 "c 이상 낮추어 준다 하지만 

그 온도는 상용재질의 허용온도인 371 "c보다 여전히 높다. 작은 량의 냉각유량(3.2kgjs) 

은 압력용기 온도를 100 "c 정도 더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용기를 허용온도 이내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4kgjs 이상의 냉각유량이 요구된다. 상숭유로의 위치변화도 압력 

용기 온도변화를 가져다주지만 냉각유량 변화에 따른 옹도곡선의 형태는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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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ct 열교환기 성능 평가기술 

간접루프 형태의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중간열교환기를 필요로 한다 중간열교환기 

후보설계로서 열교환기 압력용기의 제조성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열적성능 확보를 위하 

여/ 고밀도 열교환기(Compact Heat Exchanger) 인 Prin ted Circuit Hea t 

Exchanger(PC많)와 Plate Fin Heat Exchanger(PFHE)를 고려하고 있다 고밀도 열교환기 

의 유로는 매우 복잡하며/ 이의 성능자료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요구된다. 

고밀도 열교환기의 열유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에 기초한 상세해석 방법과 열교환기 형상을 단순 

화한 거시적 해석 (Macro Analysis) 방법올 고려하였다. 먼저 고밀도 열교환기 CFD 해석 

을 위하여 주기조건을 이용한 CFD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방법론을 PCHE와 

PFHE에 각각 적용하였다. CFD 해석도구로서는 상용코드 CFX 10 [ANSYS Inι 2005]올 

이용하였다. 아울러 시스댐 해석 코드인 GAMMA 코드를 이용하여 PCHE 열유체 성능올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방법에 의한 고밀도 열교환기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가. 주기조건을 이용한 CFD 해석 방법론 개발 및 검중 

고밀도 열교환기의 성능을 전산유체역학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용량과 계산시 

간의 한계로 한 썽의 유로채널(고온 채널 및 저온 채널)을 선택하여 해석하게 된다[김민 

환， 2006.05b; 탁남일， 2006.06]. 하지만 고밀도 열교환기의 채널은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 

라 채널 단연적에 비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쌍의 채널을 계산영역으로 하더라도 많은 

격자수가 요구되며 계산시간도 많이 소모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밀도 열교환기의 

성능해석 및 설계에 CFD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난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열교환기의 형상이 대부분 유동 

방향으로 주기적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주기조건을 이용한 CFD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였 

다 주기조건올 적용하여 열교환기의 성능을 해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시간으 

로 유로형상 또는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CFD 해석이 가능하다. 개발된 방법론을 고밀 

도 열교환기에 적용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Benchmark 문제틀을 통하여 방법론의 타당성 

올 검증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계산서 I김민환， 2006.08]에 기술되어 있다 

(1) 완전발달 주기적 유통의 지배방정식 

일반적인 비압축성 유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휠초밟질싶 

8u 8v 8w +=-+ -.-= 0 
8x 8ν 8z 

(3.1.3.1) 

-I 

니
 



￡줄할밟깊갚 

plu땀+v웰+ψ양l= 뿌+μ!팩+ 팩+ 돼 
\ ax ay oz I OX \ ðx" ðy‘ ðz ‘ l 

(3.1.3 .2) 

plu쁜+v얻+ψ뛰= 몇+μ|팩+ 팩+ 팩l 
\ ox oy oz I oy \ ðx ‘ aν‘ 8z‘ l 

(3.1.3.3) 

ow 0끼 ”… 1 η7J. I ð 'w 끼 2W a 2ψl 
p\u-';:드+v-';:二 +11칸二 \=- 굿"-+ μ\ -=--τ+ - : + 二=-: \

OX 0ν (JZ I lJZ \ ðx ‘ aν‘ 8z ‘ l 
(3.1.3.4) 

앤넌좌뾰효짚 

따(u끓+v짧+ ω뽕)= 옳(k뚫)+ 옳(k뚫)~ 옳(k풍) (3.1 .3.5) 

X 방향의 주기적 완전발달 유동에서 압력은 다음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p(x ， ν ， z) =- ßx+ p(x ， ν ， z) (3.1.3.6) 

여기서 β는 상수이며 p(x， y ， z)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첫 번째 항 ßx는 유동 

방향으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나타낸다. 주기적인 모률 형상의 길이가 L이라면 그 때의 

압력강하는 ßL이 된다. 열교환기에서 온도는 유동방향을 따라 중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 

에 주기적인 특성을 갖지 않지만 x-방향을 따라 션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T(x ， ν ， z) = (x/ L)L1 T+ πx， y， z) (3.1.3.꺼 

여기서 T(x ，ν ， z)는 각 모률에서 주기적 온도로 볼 수 있다. 식 (3.1 .3.6)과 식 (3.1.3끼을 

비교하면 두 식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3.1.3.6)과 식 (3.1.3꺼을 식 (3.1 .3 .2)와 (3.1 .3.5)에 대입하면 주기적 완전발달 유동에 

적용 가능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뽑+찮+뭘)=ß-꿇+μ(뚫+뚫+쩔) 
셰u꿇+v헐+ψ훨)= 와u(땀) 

+ 옳(끊)+ 옳(평)+옳(몇)+ (뽕)앓 

(3.1.3.8) 

(3.1.3.9) 

식 (3.1 .3에의 우변 첫째 항과 식 β1.3 .9)의 우변 첫째항을 운동량 원천향(Mornentum 

Source Terrn)와 에너지 원천항(Energy Source Terrn)으로 처리하면 주기적인 형상을 갖 

는 열교환기의 성능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식 (3.1.3.9)의 마지막 항은 열전도계수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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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Patankar & Prakash, 1981]에 

나타나 있다. 

(2) 2차원 완전발달 평판 충류 유동 검중 

주기조건 CFD 해석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2차원 평판에서 완전 발달된(f띠ly 

developed) 충류유동을 주기조건 CFD 해석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그립 3.1.3.1과 같이 

강f의 간격을 두고 평행한 평판 사이로 흐르는 완전발달 충류 유통은 이론적 엄밀해가 존 

재하므로 CFD 검중에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유체로서 25t 물을 사용하였으며 물의 몰성치는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 

였다 계산영역의 높이 (H)는 O.005rn, 길이 (L)는 O.02rn, 폭(b)은 O.005rn로 설정하였다. 입구 

와 출구에서는 주기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벽변에는 속도는 점착조건을 사용하였고 벽변에 

서 일정 열속 조건을 주었다. 

H ---- --Lx 
H 

그립 3.1.3.1 2차원 평판유동 형상 

본 벤치마크 문제에 적용할 운동량 원천항 및 에너지 원천항은 다음과 같다. 

(-뽀)=q」L dx I - H' -'V9 

_,é, T qω (2bL)pu 2bqωpu 
o (.，~.u-_-=- --τ 

1- mL m 

(3.1 .3 .10) 

(3.1.3.11) 

그림 3.1.3.2는 CFD 주기 해석방법으로 구한 속도와 온도 분포를 이론적으로 구한 엄 
밀해와 비교한 것이다. CFD 해석 결과가 엄밀해의 온도 및 속도 분포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CFD 해석에 적용한 주기조건 방법이 타당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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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3.2 2차원 명판 완전발달 충류유통에서 

σD 결과와 엄밀해의 비교 

β) 2차원 완전발달 충류유통에서의 복합열전달 검중 

주기조건을 이용한 CFD 해석의 두 번째 벤치마크 문제로서 그립 3.1.3.3과 같은 2차원 

복합열전달(Conjugate Heat Transfer) 문제를 선정하였다. 일정한 두께(L)를 갖는 무한 평 

판을 사이에 두고 완전발달된 2개 유동이 coun ter flow로 흐른다 이 경우 그림 3.1.3.3과 

같이 일부 영역올 떼어내어 계산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계산영역은 고체벽면을 사이에 

두고 완전 발달된 2개 유통이 교차되도록 구성되었으며 명판사이의 중간단연이 대청경계 

로 셜갱된다. 

그림 3.1 .3.3과 같은 

어지연 구할 수 있다 

용하였다. 또한 

2차원 복합열전달 문제의 엄밀해는 유통의 대류열전달 계수가 주 

물성치는 온도와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25 't 물에 대한 값들을 사 

L1 T = 10 K로 가정하였다. 유동방향으로 유체영역과 고체영역 모두 주기 

조건을 적용하였다. 주기조건 

과같다. 

σD 해석을 위한 운동량 원천항 빛 에너지 원천항은 다음 

(-뚫)， = 3뿔l 

(-뽀)， = 3편u dx 1, 

(- pαu땀)， =-펄판 

(- p c;，u딱)， = 쁨씌 ν L 。

β.1.3.1끄12) 

(3.1.3.13) 

(3.1.3.14) 

(3.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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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2차원 평판 복합열전달 검증 문제 개념도 

에너지 원천항도 운동량의 경우와 같이 두 번째 항의 부호가 바뀌는데 이것은 에너지 

를 제공하는 위쪽 유통에 반하여 아래쪽 유통은 에너지를 홉수하는 것을 뭇한다 이와 같 

은 원천향을 입력으로 2차원 무한 명판의 복합열전달 문제를 CFXlO 코드로 계산하였다. 

그림 3.1.3.4는 CFX에 의해 계산된 용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부영역에서 하부영역 

으로 열전달이 이루이지고 있으며 주기조건으로 인하여 완전 발달된 분포를 나타내고 였 

다. 

CFX 계산결과와 이론적으로 구한 엄밀해를 표 3.1 .3.1에 비교하였다- 표 3.1 .3.1로부터 

주기해석 방법론에 기초한 CFX 해석 결과가 오차범위 0.1% 이내에서 엄밀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기조건을 적용한 복합열전달 문제를 CFX로 해석이 가능하 

며 해석결파가 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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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2차원 복합열전달 문제의 CFX 계산 결과 

표 3.1 .3.1 전산해석 결과와 엄밀해의 결과 비교 

유체영역 1 유체영역 2 
Tb (K) 304.672 294.672 
Tw (K) 298.098 297.963 
Ll T= ITb - Twl (K) 6.574 3.291 
Ll T.".,ytic(K) 6.576 3.쟁8 

나. PCHE 열교환기 전산유체 성농명가 

PCHE는 영국 Heatric사가 생산하는 상용 고밀도 열교환기로서， 전형적으로 전열부에 

수많은 corrugated 채널을 갖는다 corrugated channel의 직경은 약 1-2 mm 정도이며 

600 MW급 중간열교환기에는 수백만 개의 이lannel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Gezelius， 

2004.05]. 통상 1개의 채널에는 수십 개-수백 개의 corrugated wave 형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성에 착안하여 앞서 논의한 CFD 주기 해석 방법을 PCI표 주기영 

역에 적용함으로써 열유체 성능을 명가하였다. CFD 분석을 위해서는 상용코드 CFX 10올 

이용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계산서 [탁남일， 2007.02]에 기술되어 있다. 

(1) PCHE 주기영역 CFD 해석 모렐 

그립 3.1.3.5는 PCHE 주기영역 해석을 위한 CFD 계산 도메인올 보여준다， 저온채널 

및 고온채널의 한 주기형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PCHE의 형상은 전형적인 값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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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으며 표 3.1.3.2와 같다 

그립 3.1 .3.5 PCHE 주기영역 해석을 위한 CFD 계산 도메인 

표 3.1.3.2 σD 주기영역 해석에 사용한 PCHE geometric data 

채널 직경 (d) 1.7976 mm 
채널 피치 (에 2.44 mm 
판두께 (t) 1.6 mm 

wavelength (시 9.3333 mm 
slope angle (9) 26。

계산 도메인 길이 9.3333 mm (=À) 

P다{E 채널 유통이 충류인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며 고온채널 및 저온채널은 모두 7 

MPa의 헬륨이 countercurrent 유동으로 흐른다고 가정하였다. CFD 해석에 사용한 주요 

경계조건은 표 3.1 .3.3과 같다. 열전달 유체인 헬륨은 7 MPa, 700 "c 값올 이용하였고 

PCHE plate의 열전도도는 Alloy 617의 700 "c 값올 이용하였다. 

CFX 해석을 위한 격자는 CFX-Build 5.6올 이용하였고 전체영역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참고문헌 [탁남일， 2006.06]에 사용한 meshing seed를 똑같이 적용하여 전체영역 해 

석에서 사용한 성긴(coarse) 격자를 이용하였다. 열전달량 Q로서는 전체영역 해석결과와 

의 비교를 위해 1.39 W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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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3 PCHE 주기영역 해석에 사퓨한 주요 경계조건 

고온채널 유체 헬륨 (7 MPa) 
저온채널 유체 헬륨 (7 MPa) 

고온채덜 유량 5.0l43lE-5 kl?:/s 

총류유동 
고온채덜 평균 Reynolds수 770 
저온채널 유량 4.90762E- 5 kg/s 
저온채널 평균 Revnolds수 754 

(2) PCHE 주기 영 역 CFD 해 석 결과 

그립 3.1.3.6은 CFX10 계산결과 얻은 속도벡터이다. 상부와 하부의 헬륨유똥이 

countercurrent 유동을 형성하고 있으며 sinusoidal 정점 부근에서는 stagnation flow가 형 

성됩올 알 수 있다. 

Velocity 
(Vector 1) 

1.763e+OOl 

1. 122e+OO1 

8.B15e.OOD 

“ 08e+OOO 

그림 3.1.3.6 PCHE 주기영역 CFX 10 재산결과 (속도빽터) 

그림 3.1.3.7은 CFX 10 해석결파 얻은 옹도 훈포를 1/4 주기 명연마다 나타낸 것이다. 

주기 시작 평연과 주기 종료 평면의 옹도분포가 거의 일치하므로 두 surface 간의 주기적 

경계조건이 잘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기영역 해석결과와 89개의 주기영역을 갖는 천체영역 해석결과를 요약하여 표 

3.1.3.4에 나타내었다. 표 3.1.3.4에서 총괄열전달계수 U1은 고온채널과 저온채널의 평균옹 

도차를 기준으로 정의된 값이며 총괄열전달계수 U2는 LMTD를 기준으로 정의된 값이다 

저용/고온 채널 평균 온도차를 비교해보면 전체영역 해석결과와 주기영역 해석결과의 차 

이가 약 7% 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원인옹 주기내의 은도분포가 선형적이라는 가 

정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영역 해석 결과 얻은 용도 분포를 보면 선형성 

에서 조금 벗어난다-

주기영역 해석은 전체영역 해석에 비해 계산 부답올 크게 갑소시킨다. 계산도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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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89배 감소시켰으므로 계산에 필요한 격자수를 89배 감소시킬 수 있다 표 3.1 .3.4 

의 마지막 줄에 나타내었듯이 총 계산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영역 해석결과는 전체영역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주기영역 해석은 PCHE 설계 및 해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뒤에 논의할 격자민감도 해석이나 형상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와 같은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Temperature 
708 

706 

705 

703 

702 

700 

698 

697 

695 

694 

692 

691 

68. 

688 

686 

(c] 

그림 3.1.3.7 PCHE 주기영역 CFX 10 계산결과 (온도분포) 

표 3.1.3.4 PCHE 주기영역 해석과 전체영역 해석 결과 비교 

Full Domain Periodic Domain 

(89^) (lλ) 

저 온채 널 압력 강하(Pal/주기 수 442 434 
고온채널 압력강하(Pal/주기수 456 449 
저온채널 업 • 출구 온도차 (Kl/주기수 5.45 5.46 
고온채덜 입 • 출구 온도차 (K)/주기수 5.37 5.34 
저용/고용 채널 (부피) 평균 용도차 (K) 14.8 13.7 
Overa1l heat transfer coeffi., Ul (W/m'!K) 1888.3 2034.3 
LMTD (Kl 17.9 13.81) 

Overall heat transfer c∞ffi. ， Uz (W /m'!Kl 1561.8 
수령 소요시간 (CPU time, sec)“ 껑6，177 4,235 

1)참고문헌 [4]의 방법으로 계산한 값. 

2)AMD 옵테론 CPU 4개의 총 CPU tÍme 

전체영역 해석의 경우 고온채널 및 저용채널 한 쌍의 채널만올 CFD 해석한다하더라 

도 계산부담 때문에 매우 성긴 격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산유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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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파는 격자의 크기에 의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합한 격자크기의 선택은 전산유체해 

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주기영역 해석 방법은 계산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기 때문에 격자민감도 분석이 용이하다. 그림 3.1.3.8은 주기영역 해석 방법에 있이서의 

격자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1.3.8은 격자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고온채널 

압력강하량과 총괄열전달계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히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성긴 격자 

를 사용했을 경우는 이보다 50배가량 세밀한 격자를 사용했을 경우의 값과 비교하여 압 

력강하량은 10.7%, 총괄열전달계수는 7.7% 정도 차이를 보였다 

500 

에 

양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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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P다IE 주기해석 격자민감도 분석 결과 

(3) PCHE 채널 형상에 따른 열유체 성능 명가 

PCHE 열유체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sinusoidal 특성올 

결정짓는 wavelength (À)과 amplitude(H)와 채널직경 (d)이다 채널피치(P)와 판두께 (t)는 

alloy 617의 좋은 열전도 특성올 감안하연 상대척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무차원 변수 wavelength-to-width ratio(λ/ d.v，)와 

wavelength-to-amplitude ratio(À/H)가 PCHE 열유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duve는 높이에 따른 평균 채널 직경올 의미한다 

그립 3.1 .3.9는 wavelength-to-width ratio(À/ d ... )에 따른 압력강하량 및 총괄열전달계 

수를 보여준다 압력강하량은 고온채널에서의 압력강하량이며 저옹채널의 경우에도 유사 

한 거동을 보인다. 단위길이당 압력강하량(L'. P，，)옹 주기내 압력강하량을 주기길이로 나눈 

값이다. À/d" .. 가 증가할수록 L'. P" 및 U1이 감소함올 알 수 있다 그립 3.1.3.10은 

wavelength-to-amplitude ratio( .Ã/ 11)에 따른 고온채덜 압력강하량 및 총괄열전달계수를 

보여준다 >'/H의 경우도 >./H가 증가할수록 L'. P" 및 U1이 감소합올 알 수 있다 L'. P" 

나타 및 U，은 corru ga tion이 전혀 없는 반원형 채널(즉 .Ã/H= ∞)의 값으로 수렵함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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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준다 )"/H= ∞ 에 대해 계산한 결과 6PA=9.0 kPajrn, U1= 0.8 kWjrn2jK 였다 

그림 3.1 .3.9와 그림 3.1.3 .10은 PCHE 열유체 성능이 PCHE 주요 설계변수들에 대하여 

매우 민강하게 의존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최적 사양의 PCHE 열교환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설계조건에 대한 변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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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wavelength-to-width ratio에 따른 

압력강하 및 열전달계수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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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FHE 열교환기 전산유체 성능명가 

PCHE와 더불어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중간열교환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고밀도 

열교환기로서 PFHE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FHE 종류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 

은 Offset Strip Fin 형을 선정하여 열유체 성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그립 3.1.3.11에 제시 

된 UNLV(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의 HTHX Project [Subrarnanian,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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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amanian, 2005.06; Subramanian, 2005.09]에서 개벌 중인 열교환기를 창조 열교환기로 

서 선정하였다. HTHX Project 열교환기의 저온 및 고온채덜 한 쌍에 대한 CFD 해석은 

참고문헌의 설계계산서[김민환， 2006.05]에 상세히 기할되어 있다 아울러 주기영역 해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 내용은 설계계산서 [김민환， 2006.08]에 정리되어 있다. 

(1) PFHE 주기영역 CFD 해석 모델 

HTHX Project에서 고려된 PFHE의 운전조건 및 기하학적 형상은 그림 3.1.3.1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열교환기의 1차 측은 고온 헬륨(He)이 흐르고 2차 측의 Molten Salt(MS) 

가 열을 홉수한다. 기존의 Offset Sσip Fin 형 열교환기는 열전달 성놓은 높은 반면 압력 

강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HTHX에서는 가공이 쉬운 세라믹 계열의 재료를 채 

택하고 Fin 전단과 후단을 곡면으로 셜계하여 열전달 성농 감소 없이 압력강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열교환기의 출력은 50MW이고 크기는 1mx 1mx 1m로 축방향으로 37 

개의 주기적인 Curved Offset Strip Fin의 모률이 폰재한다. 

。oeratina conditions: 
Hellum 

lnlet temperature 1000 .C{’273 K) 

。이lel temperature 632 .C (905 K) 

PreS9ure 7.06 MPa 
Mass flowr히e26.18kgJ8 

Llquld.salt 
Inlet temperature 560 .C (833 K) 

。utlet temperature 975 OC (1248 K) 

Pressure 0.1 MPa 
Massfl。、N rate 63.99 kg/s 

Thermal power 50 MW 
Total dîmensions= 1m x 1m x 1m 

37 perÎodic modules in flow direction 

Solid material- LSI carbon composites 

그립 3.1.3.11 HTHX 열교환기 모텔 및 운전조건 

열교환기 성능 해석에서 고려된 Curved Offset Strip Fin의 형상 변수는 UNLV에서 

최적 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값으로 표 3.1.3.5와 같다. 주기조건올 적용한 해석을 위해 선 

택된 주기모률(periodic mod띠.e)의 형태와 영역별 격자형상이 그립 3.1.3.12에 나타나 있 

다. 주기모률은 유통방향으로 주기성올 갖고 횡방향과 수직방향으론 대칭성이 유지되도록 

선정되었다. 본 해석에 사용된 주기모율의 격자는 37개 모률 전체를 해석할 때 사용한 것 

과 같은 격자를 이용하였다. 이 격자는 전체해석을 위해 구성된 성근 격자이지만 αD 해 

석 결과끼리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영역에 육면체 

격자가 생성되었으며 He 영역은 5,9577R 노드(육면체 4，560개)， MS 영역은 4,8657R 노드 

(육연체 3，648개)， 고체영역은 2,9227R 노드(육연체 2，0247R)로 구성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총 노드 수는 13,7447R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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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5 계산에 사용된 모댈의 주요 치수 

Fin Length( R ) 10mm 

Fin Thickness(w) 
0.75mrn (He) 
1.25mrn (MS) 

Pitch in flow directionCPv) 1강nm 

Pitch in x direction(Px) 3mrn 
)뀐ate ηlickness 1mrn 

Periodic Module 

n 
냐
 
” 
U 

R ------
g R뼈u‘ atcom 

안좌NV똥ll! 

그립 3.1.3.12 해석에 사용된 Periodic Module과 각 영역별 격자형상 

전체모률해석과 마찬가지로 유체와 고체의 물성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He과 MS 영역의 입구단연의 평균속도는 12.75mjs와 O.07408mjs이고/ 수력직경은 2mrn 

와 1.22mrn이며， 레이놀즈수는 1636과 32이다 유동방향으로 주기조건올 적용한 것올 제 

외하고 나머지 경계조건은 전체모률해석에서 처리된 방법과 같다. 

엄밀해가 폰재하지 않는 열교환기 해석에서는 운동량 원천항 값을 가정하고 해석한다 

해석결파에서 주기조건 적용단연의 평균속도(밀도가 변할 경우 질량유량)를 구하고 구한 

값이 실제 원하는 평균속도로 수렴할 때까지 운동량 원천항 값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계 

산올 해야 한다. Newton-Raphson 방법을 사용할 경우 4-5번 정도 반복계산이연 수렴된 

값을 얻을수 있다 

에너지 원천항의 He과 MS 유동 사이의 열전달 양을 l.25W로 가정하였다. He 영역에 

서 일정한 열이 빠져나가고 같은 양의 열이 MS 영역에 공급된다고 가정하였다 

(2) PFHE 주기영역 CFD 해석 결과 

그림 3.1.3.12와 그림 3.1 .3.13에 CFX10 코드 계산 결과 얻은 He 영역과 MS 영역에서 

의 속도 및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속도분포를 보면 핀을 따라 경계층이 발달되고 핀이 

끝나면 후류가 형성된다. He 영역에서는 핀 뒤편에서 유동의 박리가 관찰되지만 MS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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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는 레이놀즈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유통의 박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MS 영 
역에서 최대속도는 핀과 핀 가운데에서 발생하지만 He 영역은 후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핀에 가까운 쪽에 최대속도가 나타난다. 온도분포를 보변 경계충을 통한 열전달 현상을 

핀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He측 핀의 최대온도가 핀 전단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 ’ ‘’ 
\le-Iocity Terr“ r‘ h‘· 

26.51 _ - \01’ ” 

’” 
‘잉 

.“ 
·∞ 

""，~.'l 4" IKI 

대、-r-' 

그립 3.1.3.13 He 영역에서의 속도 및 온도 분포 CFX 계산결과 
[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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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MS 영역에서의 속도 및 온도분포 CFX 계산결과 

위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 결과를 전체영역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표 3.1.3.6에 나타내 

었다. 주기영역의 압력강하는 1개 모률의 압력강하 양에 모률 개수를 곱하여 결정되었다. 

압력강하의 경우 He 영역과 MS 영역 모두 전체영역해석과 거의 일치한 결과를 보여준 
다. 이에 반하여 출구온도는 약간(1%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제 He 영역 
과 MS 영역의 온도차가 유통방향을 따라 변하지만 주기모율해석에서는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총괄열전달 계수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오차와 공학적 설계 margm을 

고려할 때 두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계산시간올 비교하연 주기모률 해석의 효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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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전체모률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기모둘 해석의 반복계산 4회를 고려하더라도 

주기모률해석보다 10배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주기모률해석이 전체모률해석보다 다양한 

형상파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열교환기 설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종 

선정된 설계에 대해서는 전체모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 3.1.3.6 주기영역 해석과 전체영역 해석 결파 비교 

Perioctic 
Full Domain 

Property Domain 
β7 Module) 

(1 Modulel 
He 영역 압력강하 αPa) 15.1 15.0 
MS 영역 압력강하 (kPaL 10.9 10.9 
He 영역 입구/출구 온도 (K) 1273/930 1273/936 
MS 영역 입구/출구 온도 (K) 833/1257 833/1262 
LMTD (K) 44.9 41.2 
。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W / m'K) 1753 1882 

수렴 소요시 간(CPU time) 
11시간 6분 

15분 17초 
48초 

(3) PFHE 형상에 따른 열유체 성놓 평가 

주기조건 CFD 해석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계산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므로 PCHE 

해석에서 보인 바와 같이 PFHE 형상 변화에 따른 열유체 성능 평가가 용이하다 본 연구 

에서 선정한 Offset Strip Fin 열교환기의 주요 설계 변수로서는 Gap Distance, Fin 

Height, Fin Thickness, Fin Length 퉁올 들 수 있다. 그립 3.1 .3.15와 3.1 .3.16은 이 러 한 4 

가지 설계 변수에 따른 열유체 성능올 σD 해석한 결과이다 고려한 4가지 변수는 모두 

열교환기 열유체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FHE 역시 최적 성 

능의 열교환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최척화 연구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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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3.15 Gap Distance 및 Fin Height에 따른 PFHE 열유체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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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 Fin Thlckness 및 Fin Length에 따른 PFHE 열유체 성농 평가 결과 

라. PCHE 거시적 성능 평가 

(1) 개요 

고온가스로 열유체 계통 및 안전해석용 GAMMA 코드[엄홍식， 2006.01]를 이용하여 

PCHE 열교환기 분석 모형 및 거시적 성놓 평가 방볍에 대해 검토[전지수， 2007.03]하였 

다 전산유체코드를 사용한 해석은 아직 1개의 고온 및 저온 채널올 모사한 3차원 상세 

유통 분석에 국한되고 계산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PCHE가 원자로 전체 계통에 연 

결된 조건에서 열유체 및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열유 

체 계통 및 안전해석용 코드에 PCHE 열교환기 전체 형상올 단순화하여 모텔하고 열교환 

기 성능올 정확히 예측하는 거시적 성능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거시적 성능해석 모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PCHE의 기하학적 제원I 압력강하 빛 열 

전달 모형 입력 자료는 일본 초임계 CO2 실험 루프[Nikitan， 2005]에서 수행한 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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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PCHE의 고체 부분 계산격자를 2x2x50 및 4x4x50 개로 각각 설정하고 1차원 

유체 부분인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 채널을 2x2 및 4x4 계산격자에 대입하였다. 고체 계 

산격자에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 채널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대입하거나(separate 

channels) 두 채널을 한 개의 고체 계산격자에 통합하여 배치시키는(integrated channels) 

방법으로 총 4개의 계산 모델을 설정하여 거시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산 조건은 

C02 실험 루프의 입구 변수 조건으로서 저온 및 고온 유로 압력이 각각 6.5 및 2.2 MPa 

이며 온도는 108 및 280 'c 이고 유량은 두 유로가 동일하게 40 - 80 kgjhr 범위이며 5 

kgjhr 만큼 중가시키면서 계산하였다. 계산 모텔에 따라 PCHE 열교환기의 열전달계수 
및 효율성 (effectiveness) 뭉 거시적 성능 변수 거동을 실험 자료[Ishizuka， 2005.10]와 비교 

평가하였다. 

(2) 해석 방법 

시험용 PCHE는 무게가 약 40 kg이고 71x76x896 mm' 직육연체 모양이다. 144개 고옹 
유로 및 66개 저온 유로가 각각 12개 및 6개 고용 및 저온 기판에 반원 단면적을 가지고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두개의 고온 기판에 한 개의 저온 기판이 겹겹이 결합된 

모양을 갖는다 두 유로의 모양은 직경 및 지그재그 각도 퉁이 약간 다르므로 유로 단면 

적， 유로 길이 및 열전달 면적이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한 자료를 표 3.1 .3.7에 요약하였다 

표 3.1 .3.7 시험용 PCHE 기하학적 제원 

Number of Channe1 geometry (mm) Area (m') 

channel ho1es Diameter Active 1ength Heat transfer Free f1 0w 

Hot side 144 (l2x12) 1. 90 1000 0.697 0.000204 
Co1d side 66 (llx6) 1. 80 1100 0.356 0.000092 

고온 채널의 개수가 저온 채널보다 약 2배 이상 크므로 열전달 면적과 유로 단면적이 

거의 2배 이상 됨을 알 수 있다 본 계산에서는 저온 및 고온 유로의 압력이 각각 6.5 및 

2.2 MPa 이며 온도는 108 및 280 'c 이고 유량은 시험과 통일한 범위에서 5 kgjhr 증가 

시키면서 계산하였다 

GAMMA 코드의 해석모형은 유체 부분(f1uid parts)과 고체 부분(so1id parts)올 설정하 

고 유로l 수력 직경 및 열전달 접촉 연적 퉁 두 부분의 상호 열전달 계산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설정한다. 유체 부분 모델로서 고온 일차 유로와 저용 이차 유로 모형은 서로 분 

리되고 PCHE 내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counter flow 형태 유로가 형성된 

다- 그림 3.1.3.17은 유체 부분과 결합된 고체 부분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PCHE.의 고체 

부분 계산격자를 2x2x50 및 4x4x50 개로 각각 설정하고 1차원 유체 부분인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 채널을 2x2 및 4x4 계산격자에 대입하였다- 그림 3.1 .3.17과 같이 고체 계산격 

一 67 -



자에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 채널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대입하거나(separate ch입mels) 

두 채널을 한 개의 고체 계산격자에 통합하여 배치시키는(integrated channels) 방법으로 

총 4개의 계산 모델을 설정하여 거시적 성놓 평가를 수행하였다. PCHE 내 저온 및 고온 
유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거시적 모형에서 선택된 계산 격자 내에는 많은 고온 유로 

와 저온 유로가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기하학적 형상에 근접하는 것은 integrated 

channels 이다 GAMMA 코드는 integrated channels 과 같이 한 고체 계산 격자에 다중 

의 1차원 유로가 접촉하여 독립적으로 열전달이 발생히는 모텔이 가능하다. 

PCHE 거시적 성능해석 모텔에 대한 기하학적 제원 자료와 함께 압력강하 및 열전달 
계수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저온 및 고온 유로의 열전달 계수 

및 압력 계수 상관식[Nikitan， 2005]이 레이놀드수의 힘수로 주어져 있다. 주어진 압력 계 

수는 PCHE 유로에서 표면마찰과 지그재그 유로 및 잊l출구 영향에 의한 형상 손실이 함 

께 포함된 것이다. 이를 GAMMA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에 내장된 표면마찰 상 

관식을 이용하여 형상 손실 계수 값을 도출하였다.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의 명균 형상 

손실 계수 값은 각각 92.3 및 264.6 으로 도출되었는데 GAMMA 코드에서는 1차원 유로 

를 50개의 격자로 나누었기 때문에 49개의 내부 이음배에 형상 손실올 균동하여 제공하 

였다 지그재그 형태의 PCHE 내부 유로 특성 때문애 열전달 계수가 GAMMA 코드에 
내장된 Di ttus-Boelter 열전달 계수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GAMMA 코드에 향 

상된 열전달 계수 값올 제공하기 위해서 열전달 향상 계수를 도출하였다. 현재 GAMMA 

코드 입력 자료 제공 방법에 의하면 유체 부분에서 열전달 계수 상관식을 선택하고 유체 

에 접하는 고체 부분에서 열전달 계수 보정 계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계 

산에서는 저온 유로 및 고온 유로에 대한 열전달 향상 계수를 따로 적용하지 못하였고 

평균 값 1.725를 두 유로에 모두 적용하였다 이 경우 고온 유로에서는 열전달 계수가 시 

험 자료보다 약간 큰 값이 사용되고 저온 유로에서는 착은 값이 적용되어 계산되게 된다 

때굉 G판 

G훤 ‘9 
(a) Separate channels in 4 cells 

/ F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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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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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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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tegrated channels in 4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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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parate channels in 16 cells (d) Integrated channels in 16 cellsv 

그림 3.1 .3.17 GAMMA 코드용 PCHE 성능 해석 모델 

(3) 결과 및 검토 

PCHE 거시적 성능해석 모텔에 따라 계산된 축방향 유체의 압력 및 옹도 분포를 보면 
압력 분포는 PCHE 모텔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온도 분포는 고온 유로와 저 
온 유로의 온도 차이가 모텔 (a)-(d)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두 유로 입구에서의 고온 

유로와 저온 유로의 온도 차이를 각각 L'I. T1 및 L'I. T 2 로 정의하고 평균 옹도차이 값으로 

LMID를 (L'I. T1- L'I. T2)/log(L'I. T1/ L'I. T2) 로 정의한다 유량 60 kg/hr 조건에서 separate 유로 

인 (a) 및 (c) 모텔인 경우 LMID가 각각 47.3 및 19.7 "c이며 integrated 유로인 (b) 및 

(d) 모텔은 통일하게 11.6 "c로 나타났다 이는 integrated 유로 모탤이 적은 계산 격자를 

사용하여도 두 유로의 온도차이가 작은 실제 PCHE의 온도 분포를 예측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시험 자료[Ishizuka， 2005.10]는 고온 유로 및 저온 유로의 입구 온도는 280 및 108 "c 

로서 본 계산 조건과 동일하지만 압력은 시험 범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유량 조건에 따 

른 경향은 동일하므로 본 계산 결과의 비교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립 3.1.3.18은 PCHE 거 

시적 성능해석 모텔 (a)-(d)에 따라 각 유량 조건에서 계산된 LMID 값을 시험 자료와 비 

교한 것이다. separate 유로인 (a) 및 (c) 모텔인 경우 시험 값보다 많은 차이가 나며 

integrated 유로인 (b) 및 (d) 모렐은 시험 값에 보다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립 

3.1 .3.19에는 PCHE의 효율(effecti、reness) 값을 비교하였다 효율은 유체의 최대 온도 차이 

(고온 및 저온 유로의 입구 옹도 차이)에 대비한 고온 유로의 입출구 온도 차이로 정의되 

며 LMTD 값이 척을수록 효율은 커진다 시험 자료는 모든 유량에 대해서 거의 일정하게 

99% 효율올 보여주는데 시험 결과에 가장 근접한 경향올 예측한 integrated 유로 (d) 모 

텔인 경우에 약 92% 효율로 계산되었다 PCHE 전체 열전달 계수 값올 비교하면 계산된 
전체 열전달 계수는 60 kg/hr 유량 조건에서 시험자료 값보다 약 33% 낮게 예측되었다‘ 

향후， 고용가스로용 중간 열교환기는 시험용 PCHE 자료와 매우 다르므로 본 계산 자료 
는 거시적 성놓 명가 방법에 대한 검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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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열교환기의 거시적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를 위해 

용하여 separate 및 integrated 유로 모델을 설정하고 PCI표 열교환기의 

및 효율성 동 거시적 성능 변수 거동을 실험 자료와 비교 평가하였다. 

- 계산 결과 비교에 의하연 고체 계산격자에 고온 유로와 저온 유로를 통합하여 배치 

시키는 integrated 유로 모델이 실제 PCHE 성능애 근접한 결과를 예측하며 이 경우 

에 격자수를 적게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AMMA 코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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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원자력수소계통의 Layout에 따라 수소생산 효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NHDD 계통의 layout에 따른 수소생산 효율 평가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전에 수소생산 효율평가를 위해 개발한 HyPEP-NHDD 프로그랭은 수소 생산 

계통 layout에 hard-wire 되어 있다 이에 따라， HyPEP-NHDD는 범용성이 없어 다양한 

layout에 대한 수소생산 효율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소생 

산 계통의 유연한 모텔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Layout올 유연하게 

다룰수 있는 수소생산 효율 평가용 프로그램 HyPEP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 

하였다 HyPEP 프로그햄의 수치해법 및 프로그램의 구현 퉁은 현재 I-NERI 과제로 수행 

중에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HyPEP이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 수소계통 Layout 명가를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유체 해석 요건 및 사용자 Interface 요건 (GUI Graphic 

User Interface) 과 기술 사항의 명시 그리고 NHDD 계통에 필요한 콤포넌트 요소퉁을 

정리하였다. 

가. HyPEP 코드 원자로 및 수소계통 기본방정식 개선 

이전에 개발한 HyPEP-NHDD 프로그랩은 대상 수소생산 계통의 Layout이 정해진 상 

태로 hard-wire 프로그램이 가능하였으므로 간단히 질량과 에너지의 balance 방정식올 사 

용하여 기본 열유체 계산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소생산 계통의 Layout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경우， hard-wire 프로그햄의 유효성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경우， 계통에 대한 수소 생산 효율 계산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량/ 에너지 및 운통량 

보존 방정식둥을 이용한 열유체 계산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HyPEP 프로그랩에 대한 기본 방정식올 설립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계 

통의 열유체 해법에 대한 고찰올 수행하였다 열유체 계통올 해석하는 전산코드로는 

RELAP 계열의 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치해법의 건전성이 잘 입중 되 

어 있다. RELAP5 전산코드는 Finite Volume에 근거하여 nodalization을 통하여 유통장올 

“ Control Volume"으로 나누고 이를 “Junction"으로 연결한 후 불 과 중기의 2상 유통에 

대하여 총 6개의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여 계통의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6개의 보 

폰 방정식은 각상에 대한 질량， 에너지 및 운동량 보존 방정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보존 

방정식은 물 과 중기간의 상호 작용을 모사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모텔올 가지고 있다 

[USNRC, 2001.12] 

HyPEP의 열유체 해석 방법에는 RELAP5의 것과 유사한 방법올 적용하였으며 계통을 

Control Volurne에 해당하는 Node 와 이를 연결하는 Link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 

존방정식올 설립하였다 HyPEP 프로그램의 경우， 단상에 대한 열유체 계산을 수행 하게 

되므로 보존 방정식은 총 3개로 구성된다. 또한， RELAP5에서 세밀하게 다루는 상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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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잡한 모델이 대거 제거 될 수 있었다 

• L 

그립 3.1 .4.1 HyPEP 열유체 방정식 구현올 위한 기본 연결도 

HyPEP의 기본 열유체 보존 방정식은 그립 3.1.4.1과 같이 유체 network로 연결된 K 

와 L Node에 대하여 셜립하였다.K 와 L Node 는 j Link 로 연결 되었고 K 와 L은 각 

각 다수의 다른 Node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러한 계통에 대하여 질량 보존 방정식 과 에 

너지 보존 방정식올 설립하연 다음파 같은 식올 얻올 수 있다 여기서 Node는 열유체의 

제어체적올 뜻하며 Link는 제어체적 간의 유체 연결 통로를 뭇한다. 

침략 보촌 방것식 

v렇 = 쉴A， uJ + SmV 
ν‘ J-I 

에너지 보촌 박척식 

ð(ph) 판 ~ 
τ=챈hj까 UJ + 파V 

우통략 보존 밖척식 

자똥 = (κ-간) + ð.값UTce + M extra 

여기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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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me o[ node (m') 

= fluid ve/ocity(m I s) 

= density (kg 1m') 

= density o[ donor node(kg l m') 

= entha/py (Jolllel kg) 

= enthaψ!y o[ donor node (Joulel kg) 

Aj = flow area o[ link (m') 

N j = Tota/ number o[ Iinks connected to a given node (N j > 0) 

S. = volumetric mass generalion rale (kg I m' I s) 

S, = volumetric enthapy generation rale (kg I m' I s) 

가 = lota/ flow res“tance (form + friclion + drag + ",) 

MK.&o‘ rca = pressure source such as from pumps or circulators 

!J.P"X.I,‘ = olher pressure gain (or loss) e,g , gravity 

V 

p 
~p 
h 
~’n 

1I 

Continuous 상기 방정식을 차분화하여 이를 RELAP5에서 사용하는 ICE (Implicit 

Eulerian) 방법파 유사한 수치해법을 적용하여 열유체 계산을 수행하면 계통의 압력/ 온도 

퉁 수소생산 효율 계산에 펼요한 열유체 변수가 계산된다. 이에 대한 수치 해법의 실현 

및 개발은 현재 I-NERI 파제의 세부항목으로 수행중에 었다[C. H. Oh, 2006 ,09) , 

나 HyPEP 코드 GUI 유연성 모텔링 

언급한 바와 같이 HyPEP 프로그랩은 이전HyPEP-NHDD 버전과는 달리 다양한 수소 

생산 계통의 모사가 가놓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소생산 

계통 Layou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소생산 계통과 같이 복잡한 계통은 가스 

circulator, 열 교환기， 가열기 풍 다양한 콤포넌트로 구성되게 된다 이들 콤포넌트의 연 

결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입력이 요구된다. HyPEP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업 

력올 간편화하고 직관적으로 입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GUI (Graphic User Interface) 기법 

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HyPEP 프로그랩의 GUI 개발에는 객체지향적 프로그랩 기법이 대거 적용되었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은 전통적인 프로그랩 기법인 procedure 위주 기법에 비해 다양한 

콩포넌트의 생성 및 변형을 쉽게 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랭의 

근간이 되 는 객 체 의 inheritance, polymorphism 및 encapsulation 둥은 다양한 콤포넌트 

의 생성， 유지 및 관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Flow-driven'’ 형태로부터 'Event-driven’ 형태로 프로그램멍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과 할 수 있다. 

다양한 수소 생산 계통의 모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component palette로부터 계통을 

구성하는 콤포넌트를 drag and drop 방식으로 생성하여 이를 화연상에서 연결하는 

interface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생산 계통의 모사에 펼요한 기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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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콤포넌트와 콩포넌트 팔렛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림 3.1 .4.2는 HyPEP에서 설립한 주 

요 콤포넌트의 계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Base 콤 

포넌트는 T /H Nod e , T / H Link 그리고 T/H Block 콤포넌트이다. B ase 콤포넌트 보다 

한 단계 높은 sub-syst e m 콤포넌트는 B ase 콩포넌트포부터 파생을 하였다 가장 상위에 

있는 Main Syst e m 콩포넌트는 sub-syst e m 콤포넌트의 조합으로써 생성하도록 하여 콩포 

넌트의 설계에 있어 계충적 구조를 꾀하였다. 

Main System 

’ntermedlata 
H .. ‘ Exchanger 

(IHX) 

PO“er Converalon Unlt 
IPCU) 

Hlgh Temp.r.‘.,. 
Electrotysl‘ S>"’.m 

(HTES) 

n.ermo..chemκ.1 
Syltem 
ITCS) 

Sub 5ystem/Components 

5hell.Tubl HX 

Prln’ad Clrcul‘ HX 

Brayton Cycle 

Ranklne Cyc’· 

AC Gen.r.tor 

E‘ c‘rolyzer 

Sep.r.lor 

Condlntlr 

。.. 4‘20 HX 

‘ 6ft,n S. '‘ H20 HX 

AC-OC ConVlrt., 

뺏 •• ‘ ompoettlon 
UnH 

.u •••• R .. ction 
UnH 

"， COMI"이tlonl 

받엎잎쓰UnH 
••• .ch.mlnl H)‘ -“ .... ιChemln’ HX 

GIS-WlI t . r HX 

。... Moltan Salt HX 

。II.O.. HX 

Gu Turblnl 

Pr • ...cool.r 

Int. ,.Cooler 

Còmpre&Sor 

Recup.rltor 

Stum Turbine 

Feed‘·‘II( Pump 

Conden • • r 

R. -huter 

Pr.-h •• t.r 

Base Component 

'"‘ NOOE 

T/H L’nk 

TIH 810ck 

그림 3.1.4.2 HyPE P 프로그랩 콩포넌트의 계충적 구조 

그림 3.1.4.2와 같이 각 계충에는 수소생산 시설의 주요 콩포넌트들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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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콤포넌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Base Component를 선조로 시작하여 접차 복잡성을 가 

지도록 계층화 하였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의 inheritance, 

polymorphism 동을 활용하변 프로그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HyPEP에서는 

각 Base 콤포넌트를 일개의 class 로 absσaction 하고 이후 sub-system 및 Main-system 

콤포넌트에 대한 개별 class를 만들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는 DELPHI 프로그램 언어 

를 사용하였다[Borland Software Corporation, 2001]. 각 주요 콩포넌트에 대한 개략적 정 

의를 다음에 기술하였다. 

(1) Base Components 

Base component는 모든 콤포넌트의 션조로써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에 따라 Base 

component는 가장 범용성이 있는 형태로 정의되며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 

와 함수(function)을 가지도록 정의된다. Base component로써 정의한 콩포넌트오는 node, 

link 그리고 heat block 콩포넌트가 있다. Node 콤포넌트는 GUI 상에서 한 개의 T/H 

control volume으로 나타내어 지고 Link 콩포넌트는 한 개의 연결선으로 냐타나게 된다

Heat block 콩포넌트는 heater 나 열 교환기 풍의 solid 구조체로 열전달에 사용된다

HyPEP에서는 steady-state만 고려하므로 열구조체는 열전달에 있어 resistance만 고려되도 

록 정의하고 있으며 콤포넌트 sizing 계산에는 열전달 양과 그 재질에 따라 열전달 연적 

이 계산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Node component (TNode) 

Node component는 프로그램에서 TNode class로 정의되며 유체의 제어체적을 모사한 

다. TNode에는 유체체적을 특정지어 주는 압력/ 온도/ 밀도 및 몰별로의 유체의 혼합비퉁 

이 정의된다 더불어 유체체적의 높이/ 체적， 경사도， 그리고 입력과 출력 port에 대하여 

그 개수 및 각 port에 연결된 파ù< 콤포넌트의 지수 index퉁이 정의된다. 이외 열유체 장 

올 계산하기 위한 pressure ma trix 계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기에 정의된다. 

π-Jode는 종류에 따라 다수의 inlet 과 outlet을 연결할 수 있는 port가 있다 즉 plpe형의 

TNode는 2개 의 inletj outlet용 port가 있으며 tee형 의 TNode에 는 총 3개 의 inletj outlet용 

port가 있다. Pipe/Tee 동의 세부 콤포넌트 생성은 OOP 프로그램 언어의 polymorphism 

올 사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Link component (TLink) 

Link component는 프로그램에서 TLink로 정의되며 HyPEP 콤포넌트 간의 유체 연결 

을 모사하기 위한 기본 콩포넌트로 사용된다 TLink 콤포넌트에서 정의되는 주요 열수력 

변수는 유체의 유속r 압력 강하퉁이 있다 주요 기하학적 변수로는 from Node 와 t。

Node의 지수/ 유체 면적， 압력 강하 K factor 퉁이 있다.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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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block component (재eatBlock) 

Heat block 콤포넌트는 THeatBlock으로 정의되며 유체와 접촉하여 작용하는 고체의 

열전달 구조물올 모사하는 기본 콩포넌트이다. 열교환기의 튜브， 히터， 열 손실 퉁이 Heat 

block 콤포넌트로 모사된다. 

(2) Sub-SystemjComponent Components 

Sub-systemj component 콩포넌트는 수소생산 계통에서 사용하는 콤포넌트를 모사하는 

콩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circulator, 열교환기 동 일반적인 콤포넌트로부터 수 

소 생산계통에서 특수하게 사용하는 electr이yser， pebble reactor 퉁 여 러 component가 해 

당된다 다음에 구상중인 주요 콩포넌트를 기술하였다 

다lemical node component σαemNode) 

TChemNode는 π.Jode로부터 inheritance를 통해 생성한 class로 화학적 반용이 일어나 

는 특수 Node를 모사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를 위해 당 콩포넌트에서는 간단한 화학반 

용 방정식올 고려하며 이에따라 질량 빛 에너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되고 있 

다 주요 변수로는 π.Jode에서 정의되는 변수와 더불어 화학 반웅식과 반용률 및 반옹에 

너지가 구상되어 있다. 

Reactor component (TReactor) 

TReactor는 원자로를 모사하기 위해 구상된 콩포넌트로 TNode로부터 inheritance를 이 

용하여 생성되며 member로 1개의 THeatBlock올 가지고 있다. Irùet 파 outlet 연결을 위 

해 2개 의 port가 있으며 THeatBlock은 단순한 열 제 공을 위 하여 포함 되 어 었다. HyPEP 

이 정상상태용 프로그램임에 따라 TReactor에서의 열생성은 일정한 값만이 허용된다. 

TReactor를 선조로 하여 Pebble bed 원자로를 모사하기 위 한 TPebbleReactor, Prismatic 

원자로를 모사하기 위한 TPrismaticReactor의 생성도 객체 지향 언어의 inheri tance를 사 

용하면 쉽게 생성이 가능하다. 

Gas circulator component πGasCirculator) 

TGasCircula tor는 가스 순환기를 모사하는 콤포넌트로 가스 순환기 계산에 필요한 

empiric허 formulae와 변수둥을 가지고 있다 TGasCirculator는 TNode로부터 inheri tance 

를 이용해 생성되며 member로 IrùetjOutlet올 연결하기 위한 2개의 port를 가진다- 주요 

변수로는 gas circulator의 효율， rated power, rated head 퉁이 정의된다. 

Heat Exchanger πHeatX) 

원자력 수소생산 계통에는 다양한 형태의 열교환기가 사용될 수 있다. THeatX는 이러 

한 다양한 종류의 열교환기를 모사하기 위 한 base component class이 다. 따라서， THea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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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반적인 열교환기 관련 변수 및 corre\ation이 정의된다‘ THeatX는 일차측과 이차 

측 제어체적을 모사하는 TNode 2개와 일차측과 이차측 사이의 열전달을 수행하는 

THeatBlock 콤포넌트로 구성된다. 각 TNode에는 inlet 과 outlet이 연결되는 port가 각각 

2개씩 부착된다 일차측과 이차측 유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 헬륨-헬륨， 헬륨-C02， 

C02-헬륨 퉁의 열교환기가 가능하다. THeatX class를 기본으로 하여 OOP 프로그램 언어 

의 특정인 Polymorphism 및 inheri tance를 이용하여 특수 correla tion 둥올 적용하면 다음 

파 같은 자손 class를 생성할 수 있다 

- Sh리\-Tube Type Heat Exchanger πShellTubeHeatX) 

- Plate Type Heat Exchanger (TPlateHea tX) 

-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σ'PrintedCircuitHeatX) 

- Helical Heat Exchanger (THelicalHeatX) 

PCU Component (TPCU) 

PCU 콤포넌트는 원자력 수소생산 계통에 있어 전력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전력생산 

을 위해서는 가스인 경우 Brayton cycle올 활용할 수 있지만， 물/중기를 이용한 Rankine 

cycle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에따라， 본 콩포넌트의 종류에는 크게 2개의 상이한 

cycle올 근거로 하는 TBrayton 콤포넌트 와 TRankine 콩포넌트로 구성된다. TBrayton 콤 

포넌트는 다음의 내부 콤포넌트로 구성되며 전체 HyPEP 열유체 계산에는 일개의 π..rode 

콤포넌트로써 대표되어 계산올 수행한다. TPCU 콩포넌트의 주요 출력은 전기 생산 효융 

이다. 

Brayton Cycle (TBrayton) 

TBrayton은 Brayton Cycle에 기 반한 PCU를 모사하며 TPCU올 기 반으로 

polymorphism올 사용하여 생성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 component로 구성된다. 

Gas turbine component (TBraytonGasTurbine) 

Compressor component(TBraytonCompressor) 

Pre-cooler component(TBraytonPreCooler) 

Inter-cooler componentσBraytonInterC∞ler) 

Recuperator component(TBraytonRecuperator) 

Rank.ine Cycle σR뻐kine) 

TRankine은 Rankine Cycle에 기 반한 PCU를 모사하며 TPCU을 기 반으로 

polyrnorphism올 사용하여 생성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 component로 구성된다. 

Steam generator component(TRankineSteamGenerator) 

Steam turbine cornponent πRankineStearnTurbine) 

Condenser cornponent(TRankineCondenser) 

Pump component(TRankinePump)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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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FS Cornponents σHTFS) 

THTES 콤포넌트는 수소생산 계통 중 고온 전기분해 계통을 모사하기 위해 생성되었 

으며 다음의 콩포넌트로 구성된다， THTFS 콤포넌트의 주요 출력은 수소 생산 효율이다. 

- Electrolyzer πHTFSElectr이yzer) 

- Sep뼈tor σHT많Separator) 

- Condenser σHTESCondenser) 

- AC-DC Converter π'AC_Dq 

Therrno-Chernical Cornponents ππ1errnoChern ) 

TTherrnoChern 콤포넌트는 수소생산 계통 중 열화학 공정을 모사한다， TTherrnoChern 

콤포넌트에는 Iodine-Sulphur 공정을 모사하는 콤포넌트가 주가 되어 개발 될 것이다 따 

라서， TTherrnoChern 콤포넌트를 구성하는 rnernber 콤포넌트로는 다음이 있다. 

- H2∞4 Decornposition πH2S04Decornposition) 

- Bunsen (T Bunsen Decornposition) 

- H2∞4 Decornposition σH2S04Decornposition) 

HyPEP에서 원자력 수소생산 계통의 모사는 앞에서 셜명한 콩포넌트 class를 

instantiate 하여 생성한 콩포넌트 객체의 연결로 구성이 된다. 객체의 instantiation은 팔 

렛으로부터 콤포넌트를 drawing canvas 로 drag-drop 하여 구현할 수 있다. 객체의 

instantiation시 에 콤포넌트의 입 력 에 대 한 pop-up window가 나타나며 pop-up window 

에는 해당 콩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입력이 창으로 구비되어 있어 이를 사용자가 입력하 

면 된다. 사용자 입력치는 계산 시작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HyPEP GUI는 상기 콩포넌트를 바탕으로 개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GUI 기놓 

을 가지고 있다. 

- File Open Di려og 및 File Save Dialog를 퉁한 Layout의 저 장/ 읽 기 

, Default 확장자는 HyPEP 

- File OpenjSave Dialog 를 사용한 Layout IrnportfExport 기능 

- 콩포넌트 객체에 대한 정보창 

- TLink Connection 객체에 대한 정보창 

- Drag-Drop 

. 댐플레이트의 모든 콤포넌트는 실시간으로 Drawing Canvas로 drag-drop 가능 

- MuIti-Cornponent Selection 

, Realized by pressing down Shift key while picking the cornponents using 

left -rnouse-click 

- Cornponent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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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deletion is accomplished by selecting (multi-selection possible) 

components to delete and hitting the “ del" key. 

- Component Property Changes 

Double c1icking the component invokes component property window 

User can change the property of the component 

- Component Move (using keyboard for Fine Adjustments) 

Selected components can be moved by hitting “ arrow" keys while depressing 

the "CTRL" or "SHFT"Key 

다. HyPEP 코드 알파버전 개발 

HyPEP의 GUI를 구현하도록 프로그랩을 작성하여 HyPEP 알파버견을 개발 하였다. 

HyPEP 알파 버전의 수행 화연은 그림 3.1.4.3과 같다 그립에서 보듯이 HyPEP은 크게 

Main Menu, Drawing Canvas, 그리고 Component Paletl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4.3 

은 콤포넌트를 drawing canvas로 drag-drop시 나타나는 Component Input Pop-up 

Window의 예를 함께 보여준다. 

힌그 ‘-룰그 r .. ‘ .. -lr-(jõ; --]I _ I 0“-
‘{‘ A“μ • • ‘ 0 - ’.- ‘1세t찌매8세l1li .1 ’ 

Component Input 
Pop-upWindow 

BI'", 57'.'_- Ði'““‘ZM75 'M2혹훌 

그립 3.1.4.3 HyPEP 실행 화연 예 제 

하나의 System내의 콩포넌트는 유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열 유체 계산은 system 

에 기반하여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node로 구성된 pressure maσlX의 해를 구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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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HyPEP은 GUI로 생성한 수소생산 계통을 TLink로 서로 연결된 일련의 콤포넌 

트를 인지하여 분리하여 열유체 시스템(fSystem)을 구성한다 수소생산 계통은 보통의 경 

우 2개 이상의 TSystem으로 구성된다 예로 그림 3.1.4 .3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계통에서는 

총 2개의 열 유체 시스탱이 있으며 2개의 열 유체 시스댐은 열 교환기를 통하여 연결 되 

어 있다. 이에따라 열유체 장 계산에는 2개의 pressure matrix가 생성되며 HyPEP알파 버 

전은 이러한 열 유체 계통을 잘 인지하고 해당 pressure matrix setup을 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알파 버전에는 아직 수치해법이 코딩 되지 않은 관계로 계산 수행은 가능하지 

않다‘ HyPEP 알파 버전을 바탕으로 베타 버전의 개발이 수행중이며 베타 버전에는 수치 

해법이 코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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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는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중간계통으로/ 수소 

생산 및 저장 계통으로 부터의 사고 시 독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70-1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중간루프계통은 정상운전 시에는 긴 거리 

의 열수송에 따른 열손실과 순환기 일량 동 수소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각 계통의 사고 

시에도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 

계통의 성놓 및 안전성 해석을 위한 냉각재 모델과 중간열교환기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가. 중간루프 용융영 냉각재 모델 

중간루프의 예상 운전온도는 9OO"C 부근， 운전압력은 20-70 bar이다. 고온의 열수송을 

위하여/ 냉각재로 He 가스， He파 N2 가스 혼합체 또는 용융염을 대상으로 들 수 있다. 

He 냉각재는 열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나/ 유체밀도 및 열용량이 다른 냉각재에 비하 

여 작으므로 열수송을 위하여 큰 부피속도를 요구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직경의 열수 

송관과 순환기의 일량을 요구하므로/ 열손실 및 순환기 일량 중가에 의한 수소생산 효율 

저하와 고압 운전조건에서의 압력경계 건정성 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He-N2 혼합체 

의 경우， He 냉각재 보다는 열수송 능력이 좋으나r 가스 유동이므로 He 냉각재와 같은 

문제정을 안고 있다. 용융염의 경우， 열수송 특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고온에서 고화 

되는 문제정이 있다 

본 연구는 계통열유체해석코드인 MARS-GCR 코드를 사용한 중간루프계통의 거동분석 

능력 확장을 위하여/ 중간루프 냉각재의 열역학 및 수송특성 모텔올 조사 평가하고 이를 

MARS-GCR 코드에 보강하였다 He 가스특성은 이미 코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용융엽 

의 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상 용융염올 선정하고 관련 해석모텔을 개발하였다. 용 

융염의 열역학 및 수송특성을 문헌검색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용융영은 열용량이 

크고， 비퉁점이 높으므로/ 정상운전 및 과도사고 시 운전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요소가 

있으나， 단점으로 용융점이 높아 출력 감발 및 유지보수기간 중 용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대안설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능한 용융점이 낮고 열용량이 큰 FLIBE αiF-BeF2)와 

FNAB (NaBF.-NaF)를 냉각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모텔로부터， 대상 용융엽의 열역학적 특성 생산을 위한 MS_Prop 코드를 개발 

하여， MARS-GCR 코드에서 사용할 수 형태로 용융염 특성 파일을 생산하였다 표 3.1.5.1 

은 생산된 용융염 특성파일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3.1 .5 .1에는 MS_Prop 코드를 사용하 

여 생산한 FLIBE 및 FNAB 냉각재의 열용량 및 Prandtl 수를 7071 압 조건에서의 He 가 

스 특성과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y 용융염은 He 가스에 비하여 뛰어난 열수송 

및 열전달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FLIBE의 열수송특성이 FNAB 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FLIBE의 용융점은 458 "c로서 FNAB의 385 "c 보다 높으므로 고화 가능성 

이 높다. 결론적으로/ 용융염 냉각재의 사용은 중간루프 열수송관 및 기기 크기와 성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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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작게 하고 열손실 및 순환기 일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적인 계통효율을 증대시키 

고 기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명가된다 그러나/ 용융염의 선정여부는 중간루프 

의 운전조건에 따른 고화방지 여부 및 대안설비와 연계하여 향후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 

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 .5.1 용융염 특성파일의 형태 

Data Group Data Description 

Title (1) - title 

2 Title (2) - creation date 

3 Data limits, table statistics, and pointers, etc. 

4 T(i), i=l , nt (Number of Temperature Data, Max = 66) 

5 P(i), i =1 , np(Number of Pressure Data, Max = 38) 

6 
Saturation Pro야πies vs. Temperature below Critical Point 

{Psat, (v, u , UT, ß，Cp，s)Uqu버. (v, U , CtT, ß，Cp，s)v.pα};-I.ns1 

7 
Saturation Properties vs. Pressure below Critica\ Point 

{Tsat, (v, u , CtT, ß，Cp，s)Uqu이， (v, U , CtT, ß，Cp，s)v.porl까지5p 

8 
Subcoo\ed and Superheated Properties vs. Pressure and 
Tem perature { (v, u , UT, ß,Cp,s) 1 j- 1 찌}; -1,np 

where, T temperature (K) 

P pressure (pa) 

v (=l/p): specific volume(kg/m3
) at T, P 

u internal energy(Jlkg) at T, P 

\ ðv ì 
ß (= v ðT) p)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IK) at T,P 

1 ðvì 

K (=- v ðP)T) isothermal compressibility(m'lN) 

ðh ì 
Cp (=ðT )p) Specific heat (Jlkg-K) 

s : entropy at t,p (Jlkg-K) 

state liquid or vapor 

nt =66 number of temperatures 

np=38 number of pressures 

nst number of saturation temper，와ures (T(i)9"crit) 

nsp number of saturation pressures (P(i)<Pcrit) 

ntot number of words in binary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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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 .5.1 용융염과 He 가스(70 bar)의 열수송특성 비교 

(a) 열용량 비교 (b) PrandU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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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ARS-GCR 용융염 냉각재 모텔 개선 

기존의 MARS-GCR 코드는 계통 유체로 경수， 중수， He, Ar, C02 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용융영 특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t 중간루프에서의 다양한 정상 및 과도상 

태 해석을 위하여 용융염을 주 계통유체로 모의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용융염 유동의 질량r 운동량 및 에너지 보폰식의 해를 직접 계산가능하게 함 

으로써 용융염 유통의 상세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유체로 구성된 복잡한 계통1 즉/ 

1차계통은 He， 2차계통은 He 또는 용융염을 모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MARS-GCR 코드의 용융영 냉각재 해석능력 보강을 위하여， MARS-GCR 코드의 입력 

체계， 상태방정식과 수송특성 모델 관련 루틴을 개선하였다. 용융염의 열역학 특성은 

MS_Prop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용융엽 열역학 특성파일 tpfflibe 또는 tpffnab를 원어 들 

여 코드 내에서 내삽하여 계산하며， 수송특성은 functional fit로 코드 루틴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Environmental 루틴 7개， 10 루틴 6개， 3D 루틴 1개 퉁 총 147n 루틴을 개 

선하였으며， 표 3.1.5.2에 관련 루틴 및 개선내용을 요약하였다. 개선된 코드는 예제계산 

결과와 참조모델 결과를 1:1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코드 사용자는 MARS-GCR 코드의 120-129 카드에 계통유체로 flibe 또는 fnab을 

함으로써， 관련 계통의 냉각재로 용융염을 모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코드의 

directory에 열역학 특성파일인 tpfflibe 또는 tpffnab를 복사하여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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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 MARS-GCR 개선 루틴 - 용융염 모델 

Subroutine 구분 개선사항 

strph envíronment 용융염 유체 인식 및 열역학특성 내삽 
sσpu envíronment 용장염 유체 인식 및 내삽 
strpx envíronment 용용염 유체 인식 및 내삽 
strsat envíronment 용장영 유체 인식 및 내삽 
strtp envíronment 용장염 유체 인식 및 내삽 
strσ。 envíronment 용장염 유체 인식 및 내삽 
strx envíronment 용장염 유체 인식 및 내삽 

blkdta 1D rnole fraction 및 입출력 체계 
cornrnonfunctions 1D 표연장벽， 열전도， 정도 특성 모델 

hydrosolve 1D 가ι‘상수 

readne~roblernrn 1D 입출력 체계 
stcblk 1D 입출력 체계 

waJlheattransfer 1D 열전달 
rsttbl 3D 입출력 체계 

다. 중간루프 중간열교환기 모텔 

중간루프 열교환기 설계의 대상으로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X) 또는 

plate-fin heat exchanger (PFHX)를 틀 수 있다. PCHX는 영국의 Heatric사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열공정 계통에 제조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 분야에 적 

용된 사례는 없으나， 남아공의 PBMR, 미국 GA사의 GT-MHR, H2-νlHR에서 고용가스로 

전기생산계통의 복열기 (recuperator)와 중간열교환기의 대상설계로 고려하고 있다. PCHX 

는 1차계통이 He이고 중간루프 냉각재가 He인 He-He 계통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 

된다. PFHX는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가 개발 중에 있으며， He-용융영 조건에 척용 가능할 

것으로 명가된다. PCHX 셜계는 회사의 비밀이며 PCHX는 개발 단계이므로， 상세한 설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우선은 논문t 보고서 둥 기 발표자료를 근거로 PCHX에 대한 모텔 

령율 수행하였다. 

PCHX 열전대의 설계개념과 중간열교환기의 예비 설계개념올 그립 3.1.5.2에 제시하였 

다. PCHX는 평판에 최대 내경 5rnrn의 미세 corrugated 유로를 형성함으로써 열전달 계 

수 및 연적올 중가시키고， 각 평판올 diffusion bon버ng함으로써 1차-2차 간의 압력차이에 

의한 기기 건전성을 향상시킨 설계이다. 이는 동일용량의 u-형 열교환기에 비하여 기기를 

소형화 할 수 있으며， 특히， 액상유동에 비하여 열수송 능력이 떨어지는 가스유동에 적용 

성이 높다 PCHX의 한 모률의 크기는 제조 제한성으로 최대 폭 6Ocrn, 길이 150crn이며， 

한 모률당 약 15MWWt의 열제거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간열교환기의 예 

비 설계는 600MWt 대상으로 일본 Toshiba사가 제안한 설계로 40개의 PCHX 모률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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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PCHX 및 중간열교환기 설계개념 

그림 3.1 .5.2의 설계개념을 토대로， MARS-GCR 코드의 중칸열교환기의 예비 모델링을 

그림 3.1.5.3에 제시하였다， 중간열교환기는 1차 및 2차측 입 출구관， 입 출구 플레넘과 40 

개의 PCHX 모율로 구성하였다 PCHX는 과도상태 모의를 위하여 39개의 lumped 건전 
PCHX와 1개의 손상 PCHX로 모델렁하였다. PCHX 자료는 Heatric사의 성능자료를 기반 
으로 생산하였으며/ 중간열교환기의 입.출구 부품의 기하학적 제원은 공학적 판단으로 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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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3 중간열교환기 모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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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델링을 사용하여 정상상태 중간열교환기 열교환 성놓분석을 수행하였다

PCHX의 corrugated 유통 채널은 열전달 향상 효과가 크므로， 이에 적합한 열전달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PCHX의 열전달계수는 채널의 크기， corrugation 정도， 유체l 운 

전조건 동에 따라 상이하고， 기 발표모텔 중 적용성이 검중된 열전달 모델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Dittus-Boelter 열전달모텔에 fou!ing factor를 조절하여/ 

기 발표된 Heatric사의 참조 열전달 성능 및 효융에 성능올 맞추었다. 표 3.1 .5.3에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열전달 fouling factor로 2.3올 사용함으로써， 참조 열전달량 

598MWt와 93.4%의 효융올 모의할 수 있었다. 향후， 열전달 모텔에 대한 자료조사 및 가 

용한 실충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PCHX 열교환기에 적합안 열전달모텔올 개선할 예정이 

다. 

표 3.1.5.3 중간열교환기 성능분석 

“던~"ιi「- 참조값 
Fouling Factor Fouling Factor 

= 1.0 = 2.3 

Tota! Heat Transfer (MWt) 600MWt 564MWt 598MWt 

PCHX Effectiveness (%) 94% 88%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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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도/성능정보 평가기술 (PSA) 

가 고유 안전 계통 신뢰도 평가 기술 개발 

위험도/성능 정보 평가 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초고온가스로(VHTR)의 고유 

안전 계통의 신뢰도 평가 기술을 중심으로 초고온가스로 리스크 평가 체제의 기반을 구 

축하였다[양준언， 2006.12]. 초고용가스로는 기존 경/중수로와 전혀 다른 설계 및 툴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고옹가스로 고유 안전 계통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히 계통 자체의 신뢰도 평가 기술 개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초고온가스로 

리스크 명가 체계와 계통의 신뢰도 명가와의 연계 관계도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동 안전 계통의 신뢰도 평가 기술 개발: 초고온가스로에서 가장 주요한 안전 계통 

인 피동 안전 계통의 신뢰도 평가 기술의 개발 

초고온가스로 리스크 평가 기반 구축· 초고온가스로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개발· 초고옹가스로 특성을 반영한 예비 기기 신뢰도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 리스크 평가를 위한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 초고온가스로의 특성에 따라 경/ 

중수로에서 사용하는 노심손상빈도(Core Darnage Frequency: CDF) 개념올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올 

사고경위 종결 상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 도출. 

- 방사선원 방출변수 민감도 분석: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사고경위 종결 상태는 방사 

선 누출과 연계되므로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정의를 위해서 주요 방사선원 방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수행. 

- 사고경위 및 3단계 PSA 연계명가: 사고경위 종결 상태는 방사선원항으로 정의되 

는 경우/ 각 사고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기폰 사고 경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PSA를 수행. 이는 추후 리스크 명가의 결과가 소외 리스 

크로 정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3단계 PSA 분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 

업임. 

위의 각 분야별 상세 기술 개발 내용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1)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 기술 개발 

(가) 필요성 

피동안전계통은 차세대 원전 설계에서 안전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 도입되는 고 신 

뢰도 안전 계통이다. 즉/ 피동안전계통은 초고온가스로의 가장 중요한 고유 안진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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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폰의 리스크 평가는 주로 능동 기기의 고장만을 고려하여 왔으므로r 현재로 

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Burgazzi， 

2006.04]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명가는 차세대 원전 리스크 평가 분야의 주요한 기술적 현안으 

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피동 안전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본 결과는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형가를 위한 1차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나)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현황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의 문제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먼저 통계적 접근올 허용할 만큼 모집단이 크지 않다는 정이다 즉， 경험자료를 이 

용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동일 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척도 즉， 실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원전의 안전계 

통의 보수적인 설계 철학과도 관련 있는 문제이다. 

최근에 Gen-IV 원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됩에 따라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신 

뢰도 평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EA， 2002.1이. 근래에 들어 피동안전계통 신 

뢰도 평가 방법으로 피동안전계통의 물리적 특성올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분 

석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Kirchsteiger， 2005.12][Marquès, 2005.12]. 그러나 몰리적 

모델을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분석에 

많은 노력이 드는 단점이 있다-

• 몰려적 모델올 이용할 경우 물리적 특성 분석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상세 분석 코 

드(모델)가 필요하다. 

• 불확실성 변수를 정의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 

다. 

• 툴리적 모텔 즉/ 분석 코드를 이용해서 불확실성 전파를 분석할 때 많은 수의 분 

석을 수행해야하므로 코드의 규모에 따라서 분석 시간이 많이 든다. 

• 최종 단계에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피동안전계통의 실때 기준에 따라 최종적인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실패 기준의 적합성올 판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 

제 중의 하나이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와 같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피통안전계통의 신뢰도 분석에 복잡 

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상세한 몰리적 불확실성 분석올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 

념 설계 단계에서는 상세 설계 단계처럽 정확한 명가꾀다는 오히려 다양한 성계 조건 및 

옵션들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효융적 

인 신뢰도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다)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명가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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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의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에 유효한 효율적인 새로운 

신뢰도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와 연관된 세부 요소들을 분 

석하고 이를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개념을 개발하였다. 

Rps = TI R; 

lramet어c Uneertalnty 
-00‘ ign Cliterll 

COnMl'\lltlsm 
- Envlronn‘”“ C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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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모델의 세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완전성 (Completeness) 신뢰도 평가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신뢰도 평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평가에 고려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 

에 대한 개념적 접근법이 완전성이다 결국 이는 신뢰도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불완 

전성에 대한 수치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 

변수 붙확실성(Parametric uncert뻐따): 몰려적 불확실성 평가의 기본으로， 불확실성 

변수 전파에 의한 모델 불확실성 평가를 고려하기 위한 항목이다 

기기 신뢰도(Components reliability) 피동안전계통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 

형이 있지만 단일 기기로 신뢰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내부 구성 기기인 밸브나 신호/ 배 

관 퉁이 계통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기기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필 

요하다 

보수(Maintenance ): 피동안전계통은 농풍 기기와는 다른 유형의 유지 보수 전략이 필 

요하며/ 이에 대웅하는 보수에 따른 이용불능도(Unavai1ability)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는 시험/검사 퉁에 따른 이용불능 요소도 고려하였다. 

인적요인(Human Factor): 피동안전계통은 운전원의 조치를 최소화하여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는 안전 설계 개념이지만 유지보수시의 운전원 행위에 따른 영향 둥 인적요인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라) 시범 적용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초고온가스로의 유력한 피동안전계통으로 고려되고 있 

는 RCCS(Reactor Core Cooling System) 유형의 계통을 대상으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예비 평가 및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RCCS는 (1) 공기냉각 

계통， (2) Direct Vessel 냉각 계통에 의해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붕괴열 및 잔열을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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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제거할 수 있도록 개념화되어 있다 

예제 계산에서 RC<퍼 신뢰도 평가 모델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표 3.1.6.1). 현재의 평가 모텔에서는 피동 계통의 높은 신뢰도로 인하 

여 유지보수시의 신뢰도가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명가 

되었다 

표 3.1 .6.1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예제 

Estimation 
Factors (pro. per demand) Items Remarks 

Point E EF 

Completeness 0.999 10 Rare experience Conservative Design 

Parametric 0.999 3.5 DaneasIlygs1IS &safely Design &safet남y1o adnoalolygsyis 
Uncerlainty code and me 

Rce。Umapb。ilniteynts 0.999 10 Relia비lity assessment Des뽑n 뻐d spec 
P&l 

Maintenance 0.97 2 Tech. spec & 
expenence IMnsaplmgehn。ann&cetessttrategy 

Operator Action 1.00 2 Human factor 

System 2.94E-02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념 설계 단계에 적합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 

가 모델올 제안하였다 예제 분석올 통해서 제안된 방법이 실제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신 

뢰도 명가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본 .5!.텔의 적합성은 각 요소에 대한 신 

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명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상세한 신뢰도 명가를 위해서는 

각 요소에 대한 상세 분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모델의 장정중의 하나는 일관 

성올 유지하면서도 각 요소에 대한 명가의 정도에 따라 단순 명가 모텔에서 상세 평가 

모텔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정이다‘ 상세 명가 모텔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 

법에 의한 평가 결과 둥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펼 

요하다. 이는 향후 수행되어야할 업무의 하나이다. 

(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개발 

기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리스크 평가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에는 초고옹가스로의 기기 신뢰도와 관련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미국의 General Atomic사에서 구축한 GCR(Gas Cooled Reactor) 신뢰도 데이터와 독 

일의 ISF(Nuc1ear Safety Research Institute)의 고온가스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국내 초고온가스로의 예비 기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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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A사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분석 

본 연구에서는 1978년 General Atomic(GA)사에서 개발한 GCR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고서인 “ GCR Reliability Data Bank Status Report, GA-A14839[Hannaman, 1978]" 

를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였다. GCR 보 

고서에 나타난 GCR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은 그립 3.1 .6.1과 같으며， 각 과정별 수행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에 사용되는 신뢰도값을 산출하기 위해 총 65개의 자료원 확보 

• 분석 가능한 9개의 대표적인 자료원의 각 특성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 수행 

• 정성적 분석은 고장모드별 고장률， 공통원인고장률 및 보수시간 동의 데이터 취득이 

가농한 여부로 판단 

• GCR 기기 및 계통은 화력발전소 및 경수로에 설치된 기기 및 계통과 유사， 따라서 정 

성적 분석을 통해 가용하다고 판단된 4개 그룹의 자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합성 

GCR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기의 데이터는 Peach Bottom 1의 운전 경험 자료를 검토하 

여 사용하였으며， GCR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기는 circulator, gas isloation valve 및 

heat exchanger 퉁. 또한 여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다른 자료원과 비교 검토를 수행 

하여 타당성올 확보 

Review 01 currenlly avallabte 
rellability data 50urce 

에때tlve ranklng 
。f some currentty 

8 \1aileble dalð 
SOUfces 

c。π)parison 01 
dala ∞ω.CElS 

Synthe5is 01 componenl and 
system laiture rate dala 

Developmenl 01 specific GCR 
reliability data 110m 
operalinc experience 

Peach 6ollom I 
GCR component 

rellab川ty dala 

Data 
tabulations 

$elected 
European GCA 

。peratlng

ekpe때nce dala 

그립 3.1.6.1 GA에서의 DB 구축 절차 

본 연구에서는 그립 3.1.6.2와 같이 GCR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여 추후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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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행을 위한 엑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현재 정리된 GCR 데이터베이 

스에는 각 기기에 해당하는 고장모드별 고장률 및 보수시간이 포함되나， 각 기기의 공통 

원인고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GCR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정으로는 먼저 redundant systern 및 diverse systern에서의 

공통원인고장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보수시 

간이 주어졌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보수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 GCR 데이터베이스를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에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1, 2 

차 loop이 모두 기체로 구성된 초고온가스로의 중간 열교환기(Interrnediate Heat 

Exchanger)와 같은 기기의 데이터가 누락된 점이며， 따라서 추후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 

기의 신뢰도 자료를 생성할 계획이다 . 

.... 
u ‘ con-dlld for 

""" """"‘ 
냐* 

그림 3.1.6.2 GCR DB 자료 정리 예시 

(나) 독일 ISF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입수 및 구축 

독일의 ISF에서는 1987년도에 "Methodology of Cornprehensive Probabilistic Safety 

Analyses for Future HTR-Concept" 기술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제1권인 "Event Sequences, Systern Reliability and Release Frequencies[Hennings, 
1987]"라는 현황보고서를 입수/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황 보고서에는 고온가스로 안전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리스크 분석 방법론에 대한 

기술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된 리스크 분석 방법론에는 고장수목 분석 시 사용되 

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 처리/ 공통원인고장 확률값의 계산 방법 그리고 고온가스로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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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필요한 각 기기의 고장모드별 고장륜 퉁이 주어져 있다. 

공통원인고장률은 beta factor를 사용한 GCR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MGL(Multiple Greek Letter) 모델올 사용하여 각 기기 및 고장모드별 공통원인고장률을 

계산하였으며， 보수시간 역시 제공되었다‘ 상기 보고서에 나타낸 기기의 고장모드별 고장 

률값은 GRS라는 ’잃ciety for the Certainty of the Device and Reactor'에서， 공통원인고 

장률값은 LER(Licensee Event Reports)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립 3.1.6.3파 같이 독일의 고온가스로 PSA 수행 관련 현황보고서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여 추후 초고온 가스로 PSA 수행을 위한 엑셀 형태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ISF 데이터베이스를 수소생산용 초고용가스로에 적용할 때 문제정은 GCR 데이터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1, 2차 loop이 모두 기체로 구성된 초고온가스로의 중간 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와 같은 기기의 데이터가 누락된 점이다 

그립 3.1.6.3 독일 ISF DB 자료 정리 예시 

(다) 미국 GA사와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 공동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국 GA사와 초고온가스로 PSA용 기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올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즉， GA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초고온가스로 PSA 

용 신뢰도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부터 신뢰도베이스 개발 관련 공동연구를 착수하며/ 연구비용은 양 기관이 공동 부 

담 

본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 분장은 우선 GA사에서는 미국 내 가스로 관련 기기신뢰도 자 

료를 수집하며/ 원자력연구소에서는 GA사에서 받은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여 초고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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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SA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신뢰도베 이스흡 구축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구축된 신뢰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가능성 시험 (feasibiJity test) 
를 수행하며， GA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구축한 초고온가스로 PSA용 신뢰도데이터베이 

스 및 이를 이용한 가능성 시험 결과 퉁올 검토 

따라서 본 파제에서는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GA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예비 기 

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초고온가스로 PSA용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GA도 자체의 PSA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 검중 

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리스크 평가를 위한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 

2005년 연구에서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PSA의 유용성 및 필요성을 검중하기 위해 

서 엄의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개념을 이용하여 내부사건 리스크 예비 명가 빛 이에 필요 

한 방법론 적용을 시도하였다[한석중， 2006.04]. 이를 똥해서 초고온가스로 PSA를 수행하 

는 데 펼요한 기반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PSA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툴과 해결해야만 하 

는 기술적 이슈(Issue)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PSA의 중심 내용인 사고경위 분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PSA 

방법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초고온가스로의 고 

유의 셜계 및 안전 특성에 기인한다. 초고온가스로의 안전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은 경/중수로에서 예상되는 노심용융과 같은 대규모 노십손상(Core Damage) 상태가 없 
다는 정이다. 이러한 안전 특성은 노심손상빈도(CDF)라는 리스크 명가 척도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경수로의 PSA 방법올 초고온가스로 PSA에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 때문에 초 

고온가스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고온가스로의 안전 특성올 고려한 새로운 방법 

론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옹가스로 PSA를 수행하기 위한 ”리스크 명가 척도”의 제시와 더불 

어 이에 필요한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었다. 이는 초 

고옹가스로 셜계 기술 개발의 안전성 검중 분야인 PSA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리스크 명가 척도 및 사고경위 종결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에 따라서 PSA의 전반적인 방법론 및 수행절차가 달라진다.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초 

고온가스로 리스크 명가 및 PSA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다 

(가)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안전특성 및 원전의 거동 특성이 경/중수로의 그것과 현저한 차 

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중수로의 노심손상상태과 같은 사고경위 종결 상태를 사용 

할 수 없다 특히，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핵연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경/중수로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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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리스크 평가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초고온가스로의 리스크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정의 

가 필요하다. 

초고온가스로의 PSA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및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정의에 대한 

시도는 미국 General Atomic 사의 GTRo]나 독일에서 개발된 PBMR 동의 초고온가스로 

유형에 대한 PSA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방 

사선원항 방출 특성에 기초한 정의였다 초고온가스로의 사고경위 종결 상태에 정의가 대 

규모 노심손상에서 방사선원항 방출 특성으로 바뀐 것은 초고용가스로의 안전 특성상 경 

/중수로에서와 유사한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PSA 분석 방법론의 변경올 필요로 

한다 General Atomic 사에서 개발 중인 초고용가스로 유형이나 PBMR 유형의 원전에서 

는 PSA를 선원항누출범주(Source Term Release Categ。π)를 근거로 평가하고/ 사고결말 

(Consequence) 분석올 수행하는 2 단계 명가법을 제시하였다(그림 3.1.6씨[Fleming， 

2005.09]. 2 단계 명가법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그립 3.1.6.4에서와 같이 경/중수로 PSA에 

서는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1단계 PSA의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인 노심손 

상상태에 대한 빈도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Level I PSA 
Cαe OamaC8 State 

Frequency Estlmatlon 

Level 2 PSA 
Contalnment Performance 

Source T erm Release Catego f'Y 

Level 3 PSA 
COnS8QuenCe An외ysls 

LWR PSA 

g 

SeQuence Level PSA 
Source Term Aelease Catagory 

土
Consequence Level PSA 
CooseQuence Analysis 

VHTR PSA 

그림 3.1.6.4 초고온가스로 PSA 방법론 vs. 경/중수로 방법론 

(나) 선원항누출범주 사고경위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가스로 PSA의 방법론 제시하고 리스크 평가 척도 및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예비 정의를 제시하였다 사고경위 종결 상태를 선원항누출범주로 작성할 경 

우 사건수목(Event Tree)의 최종 상태가 선원항누출범주가 되도록 사건수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6.2파 같이 초고온가스로용 선원향누출범주 분류 기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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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은 총 5개 항목， 167H 상태로 정의되며 총 2567H 의 상 

태 중 하나로 사고경위 종결 상태가 분류된다. 

표 3.1.6.2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 

Ca tegory Class 5tatus Index Remark 

lntact 

Pr띠lary pressure boundary 5mall (detectab!e) S 

status Large L 

Disaster D 

Continuous 따ter initiating event C 

lnterrupted T 
Cooling 5ta tus 

Activation of passive c∞피19 system P 

Failed or unava i!ab!e F 

Air ingress (humid.ity) A 

Water ingress w 
다lemica! Reaction 5tatus 

Air and wa ter ingress M 

None N 

Filtration P 
Confinement 5tatus 

Bypass or fa i!ed B 

Tripped X 
Reactor Trip 5tatus 

Untripped U 

(다) 시범 적용 일반파도사건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이용하여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 예비 정의의 걱용성 

및 타당성올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2005년 예 

비 분석에서 일반과도사건에 대한 사고경위 모델을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에 따라 작 

성하였다(그림 3.1.6.5).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올 적용할 경우 일반과도사건은 총 8개 

사고경로에 대해서 8개 선원항누출범주 상태로 분류된다 이 경우 사고경위 종결 상태가 

경/중수로 PSA에서 노심손상상태와 정상상태 2 가지 경우로 분리되던 것보다 복잡한 상 
태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한 선원항누출범주 상태의 

분류는 사고결말 분석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제 

에서처럼 모든 사고경로에 대한 고유한 선원항누출범주 상태로 정의할 때는 각 사고경로 

의 중요도 및 사고경위들의 리스크 요인올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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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ÎIÎalor 
CoreC∞ling Resìdual Heat ReaclorTrip Confi’‘ment SEQIi Prob. System Removal S)'Slem s)'stem Status 

GT CCS RHRS RT CS lRy PI C FI A R 

2.0 0.999 0.9 1.8E+OO I1 C PI N x 

0.1 2 2.0E"이 I1 C 81 N x 

0 ‘ 001 0.9999 0.9 3 1.8E<J3 11 P PI N x 

0.1 4 2.0E-04 1 1 P 81 N x 

0.0001 0.9999 0.9 5 1.8E-01 J 1 F PI N x 

0.1 6 2.0E<J8 J 1 F 81 N x 

oαJOI 0.9 7 1.8&11 1 1 F PI N U 

0.1 8 2 .0ε12 1 1 F 81 N U 

그림 3.1.6.5 선원항누출범주 기준의 사고경위 분석 모델 예제 (일반파도사건) 

(라) 결론 

초고온가스로에 적합한 리스크 분석올 위한 사고경위 종결 상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올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로 제시하였다. 

일반과도사건수목에 대하여 시범 적용올 통해서 제안된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서 선원항누출범주 분류 기준은 사고 경위가 상세하게는 분류되 

어 사고결말 분석을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류 

의 경우 수가 너무 많아 각 사고 경로의 중요도 및 사고경위들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 

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도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의 실제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원항누출 

범주 기준 사고경위 종결 상태 정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정의 개선을 위하 

여 차기 연구에서는 단순화된 발전소손상상태(Plant Damage State) 분류 및 선원항누출범 

주에 대한 묶음(Binning) 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소손상상태 

의 정의 및 선원항누출범주에 대한 묶음과정은 기존의 경/중수로 PSA에서 2단계 PSA의 

다양한 사고경로들을 유사한 손상상태에 따라 묶어서 분석을 단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3단계 PSA률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사용되었던 기술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발전소손상상 

태 및 선원항누출범주의 묶음 과정은 초고용가스로의 리스크 명가를 위해서 유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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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원 방출변수 민갑도 분석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고옹가스로의 사고경위 종결 상태가 방사선항과 연계되므 

로 사고경위 종결 상태의 영확한 정의를 위해서 주요 방사선원 방출 변수에 대한 민강도 

분석올 수행하였다- 초고옹가스로의 사고로 인한 영향 평가 시 중요한 방사선원 거동과 

격납건물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원 방출변수 중 방출고도， 방출시간/ 방출 지속시 

간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수행올 위한 주요변수 중 노심재고량은 연구용 원자로인 HITR 원자로와 

국내 표준원전 UCN3&4의 노심재고량의 상대적인 비윤올 이용하였으며 열출력과 핵연료 

의 양이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예비개념 설계 중인 블록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열출력 

200MW 초고온가스로의 노섬재고량을 명가하였다. 원자로가 설치될 부지는 원자력연구소 

로 가정하였으며 부지자료인 기상자료는 원자력연구소 주변 기상탑에서 수집， 저장된 

2004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인구분포 자료는 원자력연구소 주변 반경 10 km 이내의 6 

개 동심원상의 인구분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계기준 사고 시 방출시나리오에 대한 방사 

성물질의 방출 분율은 미국 General Atomic 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방출시 

나리오별 방사성물질의 방출 분율율 이용하였다[Inamati， 1989]. 

방출 고도(Release Height)는 실제로 방출이 발생하는 지상으로부터의 고도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방출고도는 보수적인 결과률 얻기 위해서 지상 방출을 가정하기도 한다

방출고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그림 3.1.6.6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방출고도가 높아 

질수록 대기확산의 영향에 의혜 영향올 받는 지역은 넓어지지만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폭선량은 감소한다. 방출 시간(Release Time)은 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난 이 

후부터 환경으로의 방출이 시작되는 시정까지의 시간으로 이 방출시간에 대한 민갑도 분 

석 결과는 그립 3.1.6.7에 도시된 바와 같다 방출시간 3시간까지는 피폭선량이 갑소하며 

3시간 이후에는 방출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피폭선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방출 기간 

(Release Duration)은 환경으로의 방출 시작 시정과 종료 시정 사이의 시간으로 이는 격 

납건물의 특성에 의해 화우된다. 방출시간에 대한 민강도 분석 결과는 그림 3.1.6.8에 도 

시된 바와 같다. 방출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방사성 붕괴와 대기확산에 의해 피폭선량은 감 

소한다， 

방사선원 방출변수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영향올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방출고도를 높게 하고 3시간 이상의 방출시간을 확보하며 긴 방출 지속시간 

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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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경위 및 3단계 연A 연계명가 

사고경위 종결 상태가 선원항으로 정의되는 경우 각 사고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해 기폰 사고 경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PSA를 수행하였다 이는 추후 

리스크 형가의 결과가 소외 리스크로 정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3단계 PSA 분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블록형 및 페블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원자로인 MHTGR과 

PBMR 초고옹가스로의 가상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항으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안전 목표치 및 기존의 가압경수로의 가상사고시 

리스크와 서로 비교하였다. 

블록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참조 원자로로는 미국 General Atomic 사에서 개발한 

MHTGR올 선정하였다[Inamati， 1989]. 건강영향에 미치는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사고 

시나리오는 미국 General Atomic 사에서 수행한 Mlfl’'GR 발전소의 부지척합도 연구결과 

에 의한 대표적인 사고 및 이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출 시나리오와 그 특성을 이용하였 

는데 이는 표 3.1.6.3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1 .6.3 MHTGR 사고시 방출 시나리오 

Release Scenarios 
Frequ잉cy/Plant Applicable 

Year Criteria 

Small releases associated with RCC:S air and other Normal plant 10CFR50 

service system sources operation Appendix 1 

Small primary coolant leak with forced core cooling 10CFR50 
0.3 

(AOO-5) Appendix 1 

Moisture inleakage without forced core cooling (DBE-끼 5xl 0-5 10CFRl00 

Prim따y coolant leak with forced core cooling (DBE-l이 0.01 10CFRl00 

Prim값y coolant leak without forced core cooling 
3x10-4 10CFRl00 

(DBE-ll) 

Moisture inleakage with delayed steam generator Lower 
3x10-7 

isolation 뻐d without forced core cooling (EPBE-1) PAG(sheltering) 

Moisture inleakage with delayed steam generator Lower 
4xl0-6 

isolation withh forced core cooling (EPB타2) PAG(sheltering) 

Primary coolant leak in four modules without forced Lower 
7x10-7 

core cooling (EPBE-3) PAG(sheltering) 

페블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창조 원자로로는 남아공에서 건셜 예정인 PBMR올 선정하 

였다. 건강영향에 미치는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사고 시나리오는 남아공에서 수행한 

PBMR-PSA 보고서 [PBMκ 2006]에 기록된 대표척인 사고 및 이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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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와 그 특성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표 3.1.6.4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1.6.4 PBMR 사고시 방출 시나리오 

Release 
Desσiptíon Frequency / yr Source Term 

Category 

RC-1 Small leak, isolated, filtered vent 3.60 x 10-4 Circulating 

RCF-1 Small leak, not isolated, filtered vent 1.10 x 10-4 
Circulatíng 

and Fuel 

RCF-2 
Small leak, not isolated, without pump 

1.20 x 10-5 
Circulating 

down, filtered vent and Fuel 

RCP-1 
Medium and large breaks, isolated, unfiltered 

3.80 x 10-6 
Circula ting 

vent and Plate-out 

RCPF-1 
Medium break, not is이ated， unfiltered vent, 

6.90 x 10-3 
Circulating, 

vent reclosed Plate-out and Fuel 

RCPF-2 
Large break, not isolated, unfiltered vent, 

4.60 x 10-6 
Circulating, 

vent open Plat옹out 라ld Fuel 

블록형 및 패블형 원자로를 이용하는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MACCS2 코드를 이용하여 

명가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방출 시나리오별 조기사망으로 인한 리스크는 모두 “0"이 

다[Chanin， 199꺼. 이는 두 원자로의 경우 모두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 

한 피폭선량이 조기사망올 야기시킬 수 있는 문턱값(threshold value)올 넘지 않는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암사망으로 인한 리스크만 평가되는데 각 노형별 방출 시나리오에 대한 

암사망 리스크는 표 3.1.6.5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형 및 혜블형 

모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목표치 보다 훨씬 낮은 리스크 값을 보인다 비교를 

위하여 안전 목표치와 국내 가압경수로의 가상 중대사고시 조기사망 및 암사망 리스크를 

표 3.1.6.6에 요약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형 및 페블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초고 

온가스로의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사망 리스크는 안전 목표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가압경수로에 비해서 1/100 또는 1/1000 정도의 매우 낮은 값을 보 

인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암사망에 관한 리스크를 가압경수로의 사고로 인한 암사망 리 

스크를 CCDF 형태로 도시한 그립은 그립 3.1.6.9와 같다. 그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고 

온가스로의 사고로 인한 암사망 리스크는 가압경수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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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5 방출 시나리오멸 암사망 리스크 

MHTGR PBMR 

Release Scenarios Risk Release Scenarios Risk 

DBE-7 3 .72ε12 RC-1 3.74E-12 

DBE-I0 6.05E-12 RCF-l 2.06E-12 

DBE-ll 4.86E-12 RCF-2 2.62E-13 

EPBE-l 2.00E-14 RCP-l 1.23E-14 

EPBE-2 1.27E-12 RCPF-1 1.50E-10 

EPBE-3 6.59E-15 RCPF-2 1.00E-13 

표 3.1.6.7 노형별 리스크 비교 

Pl길「~~건밸얀ects Early Fatality Cancer Fatality 

MHTGR 0.0 1.59E-ll 

PBMR 0.0 1.53E-I0 

KSNP 3.75E-08 6.51E-08 

Safety Goal 5.0E-07 2.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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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ACCS2 코드의 특성상 삼중수소와 은에 의한 영향이 배제되어 있지만 이 두 

원소에 대한 개별평가에 의하면 이틀 원소의 방출로 인한 리스크 중가는 매우 미미하다 

[lAEA, 199꺼 그러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개념설계가 완료되고 발전이력에 따른 노심재고량 평가와 사고해 

석을 통한 방출시나리오별 방출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수 

행한 방법론과 입력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사고 경위를 고려한 평가가 수행되어야할 것이 

다. 

나. 수소폭발의 특정에 관한 연구 

(1) 수소폭발 안전성평가 체계 확립 

(가) 국내， 국외 사고사례 조사 및 분석 

수소사고의 결말로는 주로 화재와 폭발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문은 주로 폭 

발의 해석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폭발이 화재에 비해 발생빈도가 더욱 빈번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화재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수소제조 공정에서의 사고사례의 경우 수소가스의 사용량이 미비한 관계로 제조량 또 

한 많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수소가스의 제조 빛 이용에 관한 모든 사고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소제조 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도출하 

였다. 

수소사고는 대부분이 폭발과 화재 사고이며， 이는 누출된 수소가스에 기인한 것으로 

수소가스의 누출이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소의 이용 시에 발생되는 

사고인 수송사고와 실린더 충전사고， 애드벌룬 사고를 제외하면 수소제조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배관 및 용기의 재질선정 잘못으로 인한 수소의 누출이나， 안전장치의 

고장 및 안전밸브를 통한 수소의 누출이 제조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안 

전요소엄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사례를 통하여 수소제조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분류하고1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행되었다. 

(나) 안전성평가 방법론 검토 및 선정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수소폭발 안전성평가에 어떤 명가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을 평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 평가 방법론들은 그 특정에 따라 각각의 장접과 단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수소폭발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FfA/ETA, DMLD, Block Diagrams, DYLAM, 

lnfluence Diagrams, System Dynamics, 신뢰도 몰리 모텔 퉁을 검토하였다. 

수소폭발 안전성평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수소폭발로 인해 초고온가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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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압과 초고온가스로의 내압을 이용한 신뢰도몰려모델올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어져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수소폭발의 안전성평가방법으로 신뢰도물리 

모델을 선정하였다 

(다) 수소폭발 안전성평가 수행 체계 확립 

향후 건설 예정인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셜은 15 공정올 이용한 열화학적 

분해방법과 고온전기분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고온 및 부식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고온 및 부식 환경에서는 수소가 누출 

될 위험을 항상 지니고 있다 누출된 수소는 중기운을 형성하고， 형성된 중기훈이 정화되 

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일어난 폭발은 수소생산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올 

위한 열을 공급하는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수소폭발은 수소생산시설 자 

체에 주는 위험도 크지만 원자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초고옹가스로에 주는 위험이 대중 

의 안전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시설사이에 

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밴 안전거리는 열수력학적 관점에서 

초고용가스로에서 공급해주는 열을 이용하는데 효융올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한 안전거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시설 사이에서의 안전거리를 도출하는 방법론올 검토하고 선 

정된 방법론에 따라 예비적인 정량화과정올 거쳐 안전거리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방법론인 신뢰도몰려모델올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하중과 허용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설계되고 건설될 초고옹가스로와 수소생산시설 

사이에서의 안전거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데이터와 다른 가용한 

데이터툴 이용하여 신뢰도몰리모텔에 적용하였다. 하중과 허용량올 이용해 신뢰도몰리모 

델을 척용하여 초고온가스로 폭굉부피별， 거리별 구조물실패확률을 구하고 실패허용기준 

올 정하여 폭굉부피별 안전거리를 도출하였다 

(2) 수소폭발 안전성평가의 정량척 분석 

(가) 신뢰도 몰리모델을 이용한 안전성형가 

하중과 허용량에 대한 확률밀도함수(PDF)를 각각 하중이 l과 1+ dl 사이에 있올 확률， 

허용량이 c와 c+ dc 사이에 있올 확률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l )dl = P[Z ~ L ~ 1 + dl] 

κ(c)dc = P[c ~ C ~c+dc] 

이에 따라 유도된 신뢰도 툴리모텔의 신뢰도에 대한 기뱃값은 다음과 같다. 

R = f r(c);;(d)dc = f[r f，(l)d따(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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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올 이용하여 하중과 허용량이 정규분포를 가지는 경우 신뢰도 기뱃값은 다음과 같 

이 유도할 수 있다 

R=꿇Ee ividν’= <1>(β) 
또한， 하중과 허용량이 로그정규분포를 가지는 경우 고장률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 

다. 

j ln(ë/l) ì 
F= 1-R= 1- φ(β)=1- 왜 피.， 1 

-l(，ιg + μ;) 1/ 2 ) 

(나) 하중과 허용량 

1) 하중 

하중은 1994년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 서 수행 된 자료를 이 용하여 

필요한 거리에 대하여 폭핑부피(Detonation Volume)별 거리별 과압(Overpressure) 수치를 

사용하였다. Id하10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서 CMBWAT코드를 사용하여 과압 

올 산출했다. 

2) 허용량 

허용량은 울진 5&6호기 PSA보고서에서 제시한 격납건물극한내압을 사용하였다. 울진 

5，6호기 면A보고서에 제시한 극한내압치는 프로그랩 ABAQUS(version 5.8)의 축대칭요소 

를 사용하여 격납건물올 해석하였다 

(다) 신뢰도 몰리모텔을 이용한 정 량화 

1) 구조물 실패확률 

완전손상은 부분손상과 무관하게 하중에 의하여 확률 값이 결정된다， 부분손상은 특정 

하중에서 완전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고려된다 따라서 격납건물 압력 p에 

서의 완전손상확륜과 부분손상확률은 다음 수식으로 평가한다. 

PRUPTURE (p) = J
o
• f , ψ dp’ 

P LEAK (p) = [Jo' f ,(p’) 뻐[1 - Jo' f ,(p’) dp.] 

P NO CF (p) 1 - [PRUPTURE(P) + P LEAK(P)] 

위 식에 따라 5개의 폭핑부피별 구조물 실패확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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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8 3000scf에서의 구조불 실패확률 

거리 (ft) Laod P Le.k PRuPlure 구조물실패확플 

19 2.650E+02 O.OOOE+OO 9.990E-01 9.990E-01 

20 2.378E+02 3.984E-03 9.870E-01 9.910E-01 

21 2.208E+02 1.960E-02 9.510E-Ol 9.706E-01 

22 2.051E+02 6.338E-02 8.620E-Ol 9.254E-01 

23 1.905E+02 1.470E-01 6.980E-01 8.450E-Ol 

24 1.769E+02 2.310E-Ol 4.810E-01 7.120E-01 

25 1.644E+02 2.428E-01 2.700E-Ol 5.128E-01 

26 1 .527E+02 1.705E-Ol 1.190E-Ol 2.895E-01 

27 1.419E+02 8.108E-02 4.000E-02 l .211E-Ol 

28 1.318E+02 2.722E-02 1.000E-02 3.722E-02 

29 1.225E+02 6.635E-03 2.027E-03 8.662E-03 

30 1.139E+02 1.194E-03 2.941E-04 1.488E-æ 

31 1.059E+02 1.591E-04 3.167E-05 1.907E-04 

32 9.841E+01 1.584E-05 2.546E-06 1 .839E-05 

33 9.150E+Ol 1.173E-06 1.520E-07 1 .325E-06 

34 8.509E+01 6.459E-08 6.735E-09 7.132E-08 

35 7.914E+01 2.657E-09 2.230E-1O 2.880E-09 

36 7.362E+01 8.133E-ll 5.491E-12 8.682E-ll 

37 6.849E+Ol 1.853E-12 1.006E-13 1.954E-12 

38 6.374E+01 3.167E-14 1.383E-15 3.305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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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6.10. 3000scf에서의 구조물 손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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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6.11 폭팽 부피별 구조불실패확률 

안전거리 설정올 

1.174에서 제시하는 

으며 셜정된 Safety 

하였다 

도출된 안전거리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폭발이 발생하는 초기사건을 1로 놓고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폭발의 발생확률이 1보다 아주 작은 수치로 나올 것으 

로 예상되므로 보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중으로 설정한 극한내 

압치도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극한내압인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받는 압력에 

대한 값올 측정할 때 보다 보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립에서 보여주는 안전거리는 폭핑부피별 안전거리로 3000scf의 경우 실제 계 

획되고 건설되어질 수소생산시설의 용량에 비해 아주 작은 값으로 폭핑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거리도 더 늘어날 것이다. 

2) 폭핑 부피에 따른 안전거리 도출 

위해서 Safety Criteria를 1 xl0e-6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Reg. Gruide 

작은 변화가 있을 때 허용하는 기준인 lx10e-6을 기준으로 설정하였 

Criteria에 따라 폭핑부피별 안전거리를 도출하여 그림 3.1.6.12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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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2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시설사이의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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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가. 고온 구조설계 Cod퍼cation 체계 분석 및 적용성 명가 

VHTR 원자로 구조물의 고온구조설계 및 해석은 850 'C 이상의 고온 환경 적용올 목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코드와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r 프랑스， 영국， 일본 둥과 같은 이 분야 기술 선진국들에서는 고온 환경에 적합한 재 

료선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동 평가방법/ 설계코드 개발 동에 활발한 노력올 기울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ASME 코드[ASME， 2004], 프랑스의 RCC-MR 코드 

[AFCEN, 2002], 영국의 R5 코드[BE， 2003] 및 일본의 BOS 코드[JNC，l984]와 HfSDG 코 

드UAERI， 1989]를 중심으로 고온 구조설계 코드 체계를 분석하고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1) 미국의 ASME 코드 체계 

미국의 ASME B&PV Code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설계에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고 

또한 프랑스와 일본처럽 자국의 독자적인 설계코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초기 개발시에 

거의 ASME 코드를 기반으로 상은 바 있다 371 'c를 넘는 페리틱 강 구조물파 427'C를 

넘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 구조물의 설계해석에 대해 Section III, Subsection NH 

(이하 ASME-NH)가 1995년에 처옴 발간되어 개정되고 있는데 이는 고온 원자로구조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액체금속로 운전환경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서 이보다 높은 온도 조건올 갖는 VHTR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ASME-NH에 수록된 재 

료 목록과 적용온도 한계는 표 3.1.7.1에 보인 것과 같은데 이 중에서 VHTR 원자로용기 

와 고용구조물의 후보재료인 Mod.9Cr-1Mo 강은 2004년에 새로이 둥재되었고 650'C까지 

설계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기계적 불성값틀올 고려하면 적합한 설계온도는 550"(;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ASME-NH 코드의 주요 특정들을 표 3.1.7.2에 나타내었고 다른 나라의 셜계코드들과 

개략적으로 비교하였다[김종범， 2006.05]. 고온 설계에서의 주요 특정은 웅력의 분류/ 고옹 

비탄성변형률 평가방법/ 라체팅 요건l 크립-피로 손상 평가 및 요건/ 화굴 요건 퉁인데 

ASME-NH는 그림 3.1.7.1에 보인 것과 같은 0 ’Oonnel Porowski가 제안했던 수정 Bree 

선도를 사용하여 라체팅 요건올 제시하고 있다 구조물의 하중 상태에 따라 결정된 일차 

웅력과 이차옹력올 알면 그림 3.1.7.1에 적용하여 라체팅의 발생 유무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효크립계수 Z를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효크립웅력 0，를 (3.1.7.1)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유효크립웅력을 퉁시 웅력-변형륜 선도에 적용하면 수명 동안의 비탄성 

변형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o"c = Z. SvL' lsochronous curve with 1.250"c (3.1.7.1) 

비탄성 변형률의 제한값으로는 막변형률에 1%, 굽힘과 악변형률의 합에 2%, 국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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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에 5%의 한계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국부 변형륜 요건은 채택하 

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같은 값올 사용하고 있다 웅력의 제한값은 가압 경수로 설계에서 

는 허용웅력강도 5m만 고려하연 되었지만 고온 구조설계에서는 크립으로 인한 허용웅력 

강도 5t까지 고려해야 하고 5m과 5t의 하한값으로 결정되는 5mt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여기서 5t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값으로 결정한다 

- 크럽 파단옹력의 2/3 

- 3차 크립 유발웅력의 80% 

- 1%의 총변형률을 유발하는 용력 

표 3.1.7.1 고용설계코드의 사용재료 및 적용온도 한계 

ASME-NH RCC-MR Japan UK 

(VH재) 

304SS 800"C 650"C 

316SS 800"C 650.C 

2.25Cr-IMo 650"C 550.C 550.C 

Mod9Cr-IMo 650.C 600.C 

Alloy 800H 750.C 600"C 

SUS32 1 650"C 

Hastelloy XR IOOO.C 

Alloy 617 (CC) 980"C‘ 

(주 : ‘는 Draft Code Case에서 제시) 

고옹 구조설계 명가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크립-피로 손상 평가에서는 

A5ME-NH는 시간분률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프랑스와 일본도 같온 방법올 사 

용하고 있고 영국만 연성소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립-피로 손상평가 방법 

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 중에서 고온에서 비탄성 거동이 심할 때 연성소모방법 

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방법올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립 연성값 

둥의 실험값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문제가 있다 

ASME-NH가 제시하고 크립-피로 손상 연계 명가식은 (3.1.7.2) 식과 같고 화변의 첫 번째 

항은 Miner 법칙에 따른 피로손상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이 시간분률에 따른 크립손상올 

나타낸다 

t(굽)/홍(뭘l "， D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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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2 각국의 고온구조 설계묘드 주요 특정 비교 

ASME NH RCC-MR Japan UKR5 
(BDSIDDS) 

Application General High LMFBR LMFBR General High 
Temp Structure Temperature 

Ratcheting O'Donnel Efficiency Special Rule Residual Stress Field, 
(Shakedown) Porowski Diagram Including t{cr" + RSF)의(say 

Sodium Level 

lnelastic Strain r、leuber Rule and Neuber Rule, Neuber Rule, 
Limits Poisson’s Effect Multiaxial 티astic Follow-

(1%,2%,5%) (1%,2%) up (1%,2%) 

Creep-Fatigue Time Fraction Time Fraction Time Fraction, Ductility Exhaustion 
Damage Rule, Envelop Rule, EF, Von 티astic FoUow- Method and Elastic 

Method Mises up (EF) Follow-up 

Creep-Fatigue Bi-Linear Bi-Linear Bi-Linear Linear Summation 
Damage Summation Rule Summation Summation Rule 
lnteraction Rule Rule 

1‘ ’ 

u 

” 

‘ i ‘ i 

ω 

。

.. ., .. “ ’.。

’ ...... ’·π‘I 

r.IJ32.1 [fF‘çTJV(. CR[[P STlI“‘ ’AltAIrIIETE It .1 Al lt 51101’ unuI IHELASTI!: AN‘ lYSlS I,ISl“ 
TESf ÞIO$. ' -1 A뻐 ι， 

CFIII' U>> 0"’ ‘…” ‘M A_ Id ÌMII .1 T.ln1W far Tt5l “ 8-1 "t “". 

그립 3.1.7.1 유효크립웅력 계수(Z) 평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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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코드에서는 Subsection NH 외에 고온 노섬까지구조물의 설계코드로써 Sec. TII, 

Code Case N-201-4를 제 시 하고 있는데 이 는 ASME Sec. III, NG를 고온 영 역 으로 확장한 

것이라 보연 된다 Code Case N-201-4는 Part A 및 Part B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Part A는 크립과 웅력파단의 명백한 고려 없이 고온에서 제한된 환경에 대한 ASME 

Sec. II1, NG의 제작규정을 확장하고 있고 Part B는 크립 및 웅력파단 영향을 고려하여 

고온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인 고온해식 절차는 그림 3.1.7.2에 보인 것과 

같다[김석훈， 2007.03] 

노심지지 구조물파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의 후보재료는 alloy 617파 9Cr-1Mo-V 강인 

데 이들은 Code Case N-201-4에는 퉁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4년에 개정된 ASME-NH 

에는 9Cr-1Mc←V강이 포함되었고 RCC-MR code에서도 이 재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ode Case N-201도 9Cr-1Mo-V강에 대한 설계규정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Subsection 

NH는 ASME 코드의 본 내용이기 때문에 3년마다 개정이 되고 있어서 2004년에 

9Cr-1Mo-V강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되었지만 Code Olse들은 3년마다 개정되지 않기 때 

문에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ode Case N-201-4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특별한 지칩을 제공하지 않으나 재료물성 

치에 대하여 고온노출/ 접촉유체 및 방사화에 대한 종합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 재료 물성치에 관한 헬륭 냉각재 및 방사화에 대한 영향이 평 

가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이 두가지 재료에 대한 크립 및 크립피로 거동에 대한 헬 

륨 냉각재의 영향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 •• ’-’‘~-““~ 

g f戀잎潤한겨| 찮4흙뚫 
> CC N-ZOI-4동얼 

- p j,: (보수적 용'1) 

…ç I 態11 X 〈쥬〉 | ’ ψ- If￥ 
디 AIJo, .. ble Ume 

I r':껴* ·날t i 헬tf·1 j 
duraUon ’i ‘ i ---** r:、 ! 

> K(보수O.혀67 영(NI가”) 
)' 1( '- 0.9 ‘CCN.ZOl-4) 

o R"vlsIGO state 
>Mf 

- I5UlJU1Ct date 
(20043.OlI)4 ‘----‘akp- --~ ‘.'-‘ 

ii@·t·‘ i *·’엉·-il-’i!-” ---‘-Vt-V-,-*i-”*l‘ )> CCN.Z ‘ ’ .... 
- Ap l'fGVal ".le 

(1994.lZ.1Z) %’” 
‘-- ., 

그림 3.1.7.2 노심 지지구조물의 고온해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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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원자로내부구조물 재료 후보 중 하나인 Alloy 617에 대해서는 Draft Code 

Case[ASME, 1992]가 제시되어 있는데 최근 VHTR 개발 추세에 맞추어 이의 개량과 재료 

물성 데이터 생산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HrR 원자로용기를 설계할 때 고온용기로 설계하는 방법과 저온용기로 설계하는 방 

법이 있는데 저온용기로 설계하는 것은 기존 가압경수로 원자로용기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에 맞는 설계코드인 ASME Sec.III Subsection NB를 적용하고 정상운전 온도가 이 영역 

에 맞도록 별도의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건에서 Subsection NB의 

한계옹도인 371 't를 단시간 동안 넘어서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ubsection NB를 제한된 고옹 영역까지 확장하여 제시된 설계코드인 Code case 

N-499[ASME, 1994]를 사용하면 된다 Code Case N-499는 운전조건 B, C, D 동안 371 't 

를 초과하는 SA5083퉁급 단조물과 용접부 및 SA533 Grade B 1퉁급 판재로 제조된 1퉁 

급 기기에 대해 다음 조건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 371 't를 초과하는 금속옹도가 운전조건 B, C, D에 대하여 허용 

- 운전조건 B에서 427't의 최대온도/ 운전조건 C 및 D에서 최대옹도 538 't 허용 

- 371 't - 427 't 사이의 온도에서 3000 시간의 최대 누적시간 허용 

- 427 't - 538 't의 온도에서는 1000 시간 허용 

- ASME Sec. III, Div. 1, NB-3000의 설계규정은 온도가 371 't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와 

운전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VHrR의 정상운전온도를 371 't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터빈으로부터 돌 

아오는 저용헬륨으로 압력용기를 냉각하거나 단열시키면 된다. 그리고 사고조건에서 제한 

된 시간동안 고옹 환경에 노출될 경우 Code Case N-499를 적용하여 설계요건을 만족시 

키면 된다. Code case에서는 압력용기 재료의 헬륨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개선 사항으로는 538't보다 높은 사고온도에 적용 

성을 확장하고 주어진 온도조건과 사고조건 횟수에 대하여 최대 허용시간올 늘일 수 있 

는 가능성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전조건 C와 D에 대하여 각각 다른 설계 제한 

값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옹 헬륨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2) 프랑스의 RCC-MR 코드 체계 

프랑스의 고용 원자로 설계코드인 RCC-MR은 가압경수로 설계 코드인 RCC-M을 고온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발된 것으로 1985년 초판이 발행된 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 

다. 개발 초기 ASME-NH를 기초로 하였지만 미국이 90년대 이후 원자력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프랑스는 액체금속로 개발 퉁 활발한 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했었고 그에 

따라 RCC-ν1R의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은 코드의 완성도가 ASME-NH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7.2에 보인 것과 같이 주요 설계방법의 특정은 라체팅 명 

가 방법이 Efficiency Diagram을 사용하는 특정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요소들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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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항들이 차이가 많다. Efficiency Diagram은 다양한 형상과 하중을 적용한 많은 실험 

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방법인데 각각의 실험들은 Efficiency Index V와 SR(Secondary 

Ratio) 값으로 특정지어지고 이들은 (3.1 .7.3) 식과 같다. 

v=~ gR= AQ =- SR= -~ 

삶 P+AQ (3.1.7.3) 

실험 결과들올 그립 3.1.7.3과 같이 SR 값을 x-축， Efficiency Index를 y-축I으로 나타내 

면 이를 Efficiency Diagram 이라 하고 (3.1.7.4) 식으로 표현된다. 

p 

P'jf 

(AQì -'- = fu Df I .=,. I 
p.., \PJ 
￠ \ / 

(잃Q) 
그립 3.1.7.3 RCC-MR의 Efficiency 

Diagram 

β1.7.4) 

Appendix A3는 설계규정 적용에 필요한 재료 불성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 3.1.7.3에 

이들 재료 목록을 나타내고 ASME-NH 보다 광범위한 17종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었다 RCC-MR의 특정 증 하나는 고용 파단전누설(LBB)과 결함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록 A16을 200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A16의 적용재료는 31655강과 

Mod.9앙-1M。강으로써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고온 결함명가에 사용할 수 

있는 셜계코드로는 가장 앞서 있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RCC-MR은 액체금속로 고옹구조 설계에 적합하도확 작성되어 있어 ASME-NH와 마찬 

가지로 VHTR의 고온 영역까지 적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프랑스도 최근 RCC-MR을 

VHTR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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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7.3 RCC-MR 코드의 사용재료 및 온도한계 

No Properties Material List ofRCC-:M:R Appendix A3 Tempernture Remark 
G<oup ( 'C) 

15 316 l.N -700 

2 25 304 l.N -700 

3 35 316L -700 

4 45 304L -650 

3 55 ~800 -600 

6 65 Particular austcD1tic stamleS5 sleel with W addition -550 

7 105 C없"bon steel between grade 50 했d grade 55 -350 

8 115 Carbon 5ttcl grade 60 -350 

g 125 Carbon 5te야 gr.de 70 -350 

10 135 Low 허loy steel with 0.3 Mo -600 

11 145 2 . 25C~- lMo annea1ed grade (grade 22 class 1) -550 

12 155 Iι。walloy 싸el with O.85Cr O.45M。 -500 

13 165 2.25Cr-lMo quencbed and tempered gradc (용radc 22 class 2) -550 

14 175 9CdMo l:!b V -600 

’5 
185 M。이fi.d 9Cr.IMo (1"9 1) -600 

16 lB Gr.de 660 -700 

17 
L 

IIB Different grade of low al‘。y stecl for b야ting -350 

(3) 일본의 고옹 원자로 설계 코드 체계 

일본은 액체금속로 Joyo와 Monju 및 고온가스로 HπR을 보유하고 있고 고온 원자로 

셜계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ASME 코드에 기초하 

여 BDS 코드를 개발하고 Monju 설계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향후 DFBR올 개발하면서 

DDS 코드로， JSFR을 개발하면서 FDS 코드로 개 정되 어 왔다. 표 3.1. 7.2에 BDSjDDS 코드 

의 특정올 기술하였는데 세부 사항들에서 ASJ\ιE나 RCC-MR과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비탄성 변형률 평가시 탄성추종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탄성추종의 평가는 

β.1.7.5) 식과 같이 Core Stre55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G2 -o2 

BEC = L { Bo (O'o ) }; + L ':"-=-숭 o 

. ‘ ’ l ‘JVo비탄생 변형플의 제한 요건에서 막변형률은 EEC + EMR + EMEF ~ 1.0%를 만족하도록 하 
고 굽힘변형률올 포함할 경우에는 2.0% 제한값올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MEF가 

탄성추종에 의한 변형률올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코드에서는 다양한 탄성추종계수를 사 

용하고 있고 이 값이 0.5%를 념을 경우에는 웅력의 분류를 다시 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JAEA는 1990년에 HπR을 설계할 때 BDS 코드에 기반하여 HTSDF(High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Guideline)을 만들어서 적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액체금속 

로 적용 재료였던 2.25Cr-1Mo강의 헬륨 환경과 중성자조사 효과를 포항시켜서 원자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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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고온 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로써 Hastelloy XR올 추 

가하여 설계 허용값들을 제시한 점이 특정적이다 하지만 이 코드 역시 초고온 가스로 환 

경까지 적용하기엔 부족하고 수록된 고온 재료 후보기. Hastelloy XR 밖에 없고 일부 설 

계 데이터가 10만 시간에 한정되는 점 퉁은 앞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4) 영국의 R5 코드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고온 가스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써 BE(British Energy) 
사는 이들 고온가스로의 건전성명가에 적용하기 위해 고온구조몰 건전성평가 지침인 R5 

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 코드의 개발에는 Serco Assurance와 

Imperial College 둥 여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R5 코드는 성계코드가 아닌 건전성평가 

코드이기 때문에 설계여유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표 3.1.7.2에 보인 것과 같이 비탄성 

변형률 제한값이 없다. 다른 고온구조 셜계코드와 현지히 다른 정은 크립-피로 손상 평가 

시 시간분률 방법올 사용하지 않고 연성소모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성소모 

방법에서는 창조웅력법을 사용하므로 구조물의 손상 명가시 복잡하게 옹력을 일차 및 이 

차웅력 둥으로 분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크립 손상올 보다 실제에 가 

깝게 평가할 수 있는데 피로사용계수(u)는 (3.1.7.6) 식파 같이 평가된다. 

「ι dt p 
U = Jo 낀줍펴， 짜=한ι β.1.7.6) 

여기서 If 는 파단시간이며 T는 용도이고 m는 고온 유지시간이다 또한 O짜은 크립파 
단에 대한 참조웅력으로써 한계하중(limit load) PL올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여기에 연성 

소모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R5 코드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물성 데이터가 R66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 

는 영국 밖으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R66 데이터될 적용할 수 없고 평가절차는 R5를 

따르면서도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률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R5에서는 결합이 없는 구조물에 크립-피로 손상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는 것 

과， 결함올 갖고 있는 구조물에서 결함이 크립-피로 하중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잘 제시되어 있어서 고온구조 건전성 명가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중요 

한 자료로써 인정받고 있다. 

(5) 적용성 및 향후 파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의 고온구조 설계코드와 건전성 평가코드의 현 

황올 살펴보고 사용 가능 재료들과 코드의 특정을 개딱적으로 비교해보았다. 각 코드틀은 

서로의 장단점들을 갖고 있지만 온도의 한계와 재료 데이터의 부족 및 설계방법의 부재 

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느 코드도 초고온가스로의 고온구조물 설계에 적용활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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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VHTR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온 설계코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ASME에서는 ASME ST-LLC를 설립하여 GEN IV VHTR에 적용할 재료들을 개 

발하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설계코드를 개선하는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였는 

데 다음 12가지 프로젝트가 중심 내용이다. 

-Verification of allowable stresses 

-Regulatory safety issues in structural design criteria for ASME NH 

-Improvernent of ASME NH rules for negligible creep & creep-fatigue of G91 

-Updating of ASME CC N-201 

-Creep-fatigue procedures for G91 and Hastelloy XR 

-Graphite and cerarnic code developrnent 

-NH evaluation 뻐d sirnplified rnethods 

-Identification of testing needed to validate ETD procedures for the VHfR 

-Environrnental and neuσon fluence effects 

-ASME code rules for IHX 

-Flaw assessment and LBB 

-Irnproved NDE methods for metals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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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04 and 316 51떠띠ess Steels 

/ 、/ 、‘ 、ιK R5 
、
、
、

2-114Cr팩때d Ni-Fe-Cr AII빼OOH 
、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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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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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8 

、
、
、

1.0 

그림 3.1 .7.4 크립-피로 손상 연계 명가선도 비교 

0, 

VHTR에 적용할 새로운 재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외에도 고온 환경에서 적합 

한 설계와 해석기술 개발도 펼요한데 예를 들어 현재 미국/ 프랑스 및 영국의 크립-피로 

손상 평가선도는 그림 3 .1 . 7.4에 보인 것과 같이 같은 재료라도 서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Mod9Cr-1Mo 강에 대해서 영국은 크립과 피로의 연계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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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는 연계작용올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 RCC-νm은 Mod.9Cr-1Mo 강의 크립

피로 손상 허용 영역을 그림 3.1.7.4에서 꼭지점이 (0.3, 0.3)의 이직선 영역을 제시하고 있 

는데 비해 미국의 ASME-NH는 Mod.9Cr-1Mo 강의 크럽-피로 손상 허용 영역올 그림 

3.1.7.4에서 꼭지점이 (0.1, 0.01)의 핑장히 작은 이직선 영역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들의 차 

임점에 대한 연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VHTR 운전 영역의 고옴에서는 크립의 영향 

이 무척 높기 때문에 비탄성해석에 일반 탄소성 구조해석 모델보다는 통합형 점소성 구 

성식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고 헬륨과 중성자 조사 영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Sh따L 

2003]. 그리고 IHX나 노심지지구조물과 같이 VHTR에서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코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ASME Sec.III Code case N-499-1 평 가 프로그랭 개 발 

앞 절에서 셜명한 것과 같이 싫，ME III, Code case N-499-1은 SA-533 Grade ß, Oass 

1의 판재 및 SA-508 Oass 3의 단조재와 용접재가 371 't(7oo"F) - 538 '(; (1α)()"F)의 운전조 

건에 대하여 한정된 시간동안 사용되는 설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Code Case N-499-4에 

서 온도에 따른 해당재료의 Smt 값올 그림 3.1.7.3에 나타내었는데 여기서 운전용도와 용 

력을 알연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운전시간올 얄 수 있다. 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운전온도와 용력올 업력으로 제공하면 사용 가능한 허용운전시간을 출력해주는 

평가프로그랩 I최우석， 2006.09]을 MS Excel 프로그랩 [MS， 2003]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1) 시간에 따른 설계허용용력 강도(Smt) 분석 

그립 3.1.7.3에서 주어진 입의의 온도에서 Sm. 값은 &、 값과 s 값 가운데 낮은 값올 의 
미한다. 예를 들연，5"、이 S보다 작은 371 '(;에서 약 480'(; 의 범위에서는 sm이 Sm.가 되고， 

s‘가 sm보다 작은 480'(; 에서 538'(; 의 범위에서는 S가 Sm.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사용시간에 대한 Sm.값은 표 3.1.7.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사용시간에 대한 s.는 표 3.1.7.5 

에 나타나었다 

(2) 허용운전시간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그립 3.1.7.5에서 운전옹도와 용력을 알연 운전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운전시간 

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프로그랭올 MS Excel올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운전온 

도와 옹력올 입력으로 제공받아 사용 가능한 허용운전시간올 출력한다 프로그랩의 구성 

화면은 그림 3.1.7.6과 같고 프로그랩에는 허용웅력강도 Sm， St의 데이터가 사전 입력되어 

있다 해당화면에서 노란색 바탕의 셀에 운전온도와 옹력을 입력하연 네모 박스 안에 결 

과값과 설명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프로그램으로 운전온도와 웅력을 입력하면 허용운전시간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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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쉽게 평가할 수 있어서 개엽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허용 

운전시간 3000 시간에 대한 5，는 한정된 구간에서만 정의되므로 한정된 구간이외에서는 

평가과정에서 제외하여 오류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현재 프로그햄은 입력웅력보다 큰 

s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5, 값의 허용운전시간을 출력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업력용력에 

상웅하는 허용운전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1.7.3에서 표시된 허용운전시간의 간격이 일관성이 없어 보간함수(interpolation function) 

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접이 있는데 향후 구간별로 적절한 보간합수를 개발할 수 있다연 

입력웅력에 상용하는 허용운전시간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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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for SA-533 

Grade B Class 1 and SA-508 Class 3 

표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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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전성 입증 평가 기술 개발 

1. 주요 사고 안전성 평가 

가 참조 원자력수소계통 모델링 및 정상상태 민감도 관석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 대한 노심열수력 해석의 일환으로서， GT-MHR[GA, 1996.07] 

을 참조 원전(reference plant)으로 하는 블록형 원자로(Prismatic Modular Reactor, PMR) 

와 PBMR-4oo[PBMR, 2005]올 참조 원전으로 하는 페블형 원자로(pebble Bed Reactor, 

PBR)를 대상으로 하여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정상상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다. 본 민 

강도 분석의 목적은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의 출구온도 증가에 따른 정상운전 상태 

에서의 핵연료 최고옹도의 열적 여유도(thermai margin)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정상운전에서의 핵연료 최고용도 제한치는 1250 'c이므로 냉각재 입구옹도 조건 별 정상 

상태 해석올 통해 핵연료 최고온도 제한치를 위배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 

자력 수소생산올 위해서는 원자로 출구온도 950 'c 이상이 요구되는데 냉각재 입구온도 

는 490 'c로 참조 원전의 490 "C (GT-MHR)와 500 "C (PBMR-400)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 

만 출구온도는 PMR의 경우 참조 원전인 GT-MHR에 비해 100 "C, PBR의 경우 창조 원 

전인 PBMR-400에 비해 50 "C가 중가하게 된다. 이러한 출구온도 일정조건에서 핵연료 

온도의 열적 여유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냉각재 유량이 요구되며 이는 냉각재 

입구온도를 중가시키면 가능하다. 그러나 냉각재 유량 및 업구온도의 중가는 순환기의 일 

량을 중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계통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냉각재 

입구온도의 중가는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에 영향올 주므로 원자로압력용기 재질 선택 

에 있어서 중요한 계통인자가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냉각재 입구온도 선정은 전체 

계통의 효율 및 원자로 용기 재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를 위해 각 노형별 

냉각재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민갑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민감도 분석에서는 각 노형 별 창조 원자로를 기본으로 하여， 입구 온도 조건올 변 

화시켜 정상상태 계산올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계통 압력 및 입출구 온도 조건 

을 표 3.2.1.1에 나타내었다. 

표 3.2.1.1 민갑도 분석을 위한 냉각재 계통 맙력 및 업출구 온도 조건 

계통 압력 (bar) 입구 온도 ("C) 출구 온도 ("C) 비고 

원형로 70 490 / 500 850 / 900 GT-MHR / PBMR-400 
Case 1 70 400 950 냉각재 유량 조절 
Case 2 70 490 950 상동 
Case 3 70 540 950 상동 
Case 4 70 590 95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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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노형 원자로 계통 모렐 

(가) 참조 노형 원자로 계통 기술 

민감도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블록형 원자로(PMR)의 창조 노형은 GT-MHR이다. 

GT-MHR은 Brayton 직접 사이클 (direct Brayton cycle) 형태의 헬륨 냉각 원자로로서， 노 

심과 혹연반사체로 구성된 원자로 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터빈 및 압축기로 구 

성된 동력변환계통(Power Conversion System, PCS)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계통은 별도의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며 각 압력용기는 Cross-vessel로 연결되어 있다 노심 출력 600 

MWt이며 원자로 입출구 헬륨 냉각재 은도는 각각 490과 850 "c이다. 노심 및 반사체 영 

역은 10 개의 충으로 구성된 육각형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면에는 102 개의 

핵연료 블록이 있다. 노심의 안쪽 및 바깥쪽에는 혹연 블록 형태의 반사체(reflector) 영역 

이 존재한다. PMR은 GT-MHR의 설계와 거의 비슷하지만 냉각재 입구 온도에 따라 노심 

냉각재 유량올 변화시켜 노심출구 온도가 950 "c에 이르도록 하였다 원자로공동 냉각계 

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은 사고시 노심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원자 

로압력용기를 공기 자연순환으로 냉각시키는 역할올 한다 그림 3.2.1.1은 GT-MHR의 원 

자로압력용기 축방향 단면도를 보여주는데 반사체 영역에 툴러싸인 붉은 색 영역이 핵연 

료블록이다 

페블형 원자로(PBR)의 참조 노형인 PBMR-400은 Brayton 직접 사이클 형태의 헬륨 냉 

각 원자로로서r 그림 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계통/ 터빈 및 압축기로 구성된 

동력변환계통으로 구성되며 저온관 2개와 고옹관 1개로 연결되어 있다 노심 출력은 400 

MWt이며 원자로 입출구 헬륨 냉각재 온도는 각각 500 및 900 "c이다. 본 민감도 분석에 

서는 PMR과 마찬가지로 냉각재 출구용도가 950 "c가 되도록 입구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 

재 유량올 변화시켰다. 노심은 직경 6crn의 페블 핵연료가 적충되어 있으며 유효 노심 

높이는 약 11m에 이른다. PBMR-4oo의 노심의 안쪽 및 바깥쪽에는 혹연 블록 형태의 반 

사체 영역이 폰재하며 바깥쪽 반사체 하부에는 연소된 페블의 배출올 위한 핵연료 방출 

관(defuel-chute hole)이 존재한다. 원자로압력용기의 재질로는 탄소 합금강이 사용되는데 

500 "c 에 달하는 뜨거운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자로용기냉각계통 

(Core Barrel Conditioning System, CBCS)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온인 300 "c의 헬륨 

기체를 노심용기 (core baπel)과 원자로압력용기 사이의 간극(gap)올 통해 흐르게 하여 원 

자로압력용기를 냉각시킨다. 원자로 계통으로 유입된 냉각재는 측면 반사체 (side 

reflector) 영역의 36 개 냉각재 유로를 통하여 상부 플레념으로 이동한 후 노심 상부 영 

역으로 들어간다 노심 상부 영역에서 중앙 반사체 (central reflector)에 존재하는 8 개의 

보조정지계통(Reserve Shutdown Systern, RSS) 통로와 측면 반사체 영역에 폰재하는 제 

어봉 통로를 통해 노심 우회 유량이 형성되며 이밖에도 노심용기와 측면 반사체 영역 사 

이의 간극올 통하여 우회 유량이 형성된다 원자로공동 냉각계통은 사고 조건에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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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기 외벽을 냉각시켜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는 역할올 하는데 PBMR-400에서는 수냉 

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을 사용한다 

D‘JCt 

그립 3.2.1.1 GT-MHR (화) / PBMR (우) 원자로 

(나) 계홍 안전해석 코드용 참조 원전 모텔령 

PMR의 모텔링 범위는 원자로 계통 및 RCC:S에 한하며 Cross-vessel올 정계 체적으로 

한다. Cross-vessel의 안쪽은 노섬 출구에서 나오는 고온의 냉각재가 지나며 바깔쪽 환형 

통로를 통하여 저온의 냉각재가 흐르게 된다. 냉각재 출구온도는 향상 950 t:가 되도록 

냉각재 유량을 조절한다. 원자로 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입구， 환형 냉각재 상향유로 및 

상부 헤드/ 상부 플레념， 3 개의 노심 냉각재 유로， 2 개의 노십 냉각재 우회 유로， 하부 

플레념으로 나쥔다- 이중에서 노심 냉각재 유로와 우회 유로 사이에는 cross-flow가 없다 

고 가정한다- 원자로 노심은 육각형 블록이 쌓인 형태이므로 미세한 틈새를 통해 어느 정 

도 σoss-flow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유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는 힘들기 때문에 노심 우회 유량 목표값은 전체 냉각재 유량의 10 %로 가정하여 우회유 

로 면적올 결정하였다 측면 반사체에서의 냉각재 우회 유로도 마찬가지로 반사체 블록 

사이의 틈새 이외에도 측면 반사체에 있는 제어봉 통코를 하나로 묶어서 모델링한다. 

본 입력에서는 원자로 공동을 MARS-GCR[이원재， 2005.12]의 다차원유통해석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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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로 모텔령 하여 원자로 공동에서 의 대류 유통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원자로 계통 상하부 플레넘 영역 또한 다차원유동해석모률로 모델하여 고압열전도 

냉각사고(High Pressure Conduction Cooldown, HPCC)에서의 냉각재 자연대류 현상과 

열성충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된 MARS-GCR의 다차원유동해석모률을 반 

영한 PMR 계통 모텔을 그립 3.2.1.2에 나타내었다 

출구온도 950 "c인 참조 원전올 대상으로 상하부 플레념에서의 다차원유통해석모률 정 

상상태 온도분포를 그림 3.2.1.3에 나타내고 있다 그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 플레념 

의 온도는 반경 및 축방향으로 거의 온도 변화가 없는 반면/ 하부플레념에서는 최상부 영 

역의 온도가 반경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노심 우회유로와 연결된 1-4 번 셀 (cell) 

에서는 온도가 낮게 나오는 반면/ 노심 출구와 직접 연결된 5-6 번 cell의 옹도는 최고 

1000 "c에 근접한다- 최외각 7 번은 외부 핵연료블록 출구와 측면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 

로와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핵연료 출구 영역에 비해 낮은 냉각재 온도를 나타 

낸다‘ 전체적으로 MARS-GCR의 다차원유동해석모률은 실제와 유사한 노심 출구 영역의 

용도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PMR과 마찬가지로 PBR 입력의 모텔링 범위는 원자로 계통 및 RCCS에 한하며 저온 

관 및 고온관올 경계 체적으로 한다. 냉각재 유량은 입출구 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통압력은 창조원전인 PBMR-4oo(계통압력 90 bar)올 제외하고 70 bar의 입구 압력을 가 

정한다. CBCS의 냉각 기체는 헬륨을 사용하는데 입구 온도는 300 "c이며 계통 압력은 

70bar(pBMR-4oo은 90 bar)로 가정 한다. 

원자로 계통은 크게 냉각재 입구 플레념， 냉각재 상향 유로 및 상부 플레념， 패블로 구 

성된 노심 냉각재 유로， 4개(중앙반사체， 측면 반사체의 제어봉 통로， 반사체와 노심용기 

사이의 간극 및 직접 우회유로)의 노심 냉각재 우회 유로， 하부 플레념 그리고 노심용기 

와 원자로압력용기 사이의 CBCS 냉각 기체 유로 퉁으로 나쥔다. 노심우회유량은 정격 

(nominal) 우회 유량올 가정하는데 전체 냉각재 유량의 21%에 해당한다[PBMR， 2005]. 

노심 및 상하부 플레념은 일정한 기공율 (porosity)을 갖는 다차원유통해석모률로 모델 

랭한다. 각각 5r-18-11z와 7r-18-1z의 기하구조 형태를 갖는데 왜블노심에서의 압력강하 

모텔은 독일 압력강하 상관식을 사용한다. 노십 및 상하부 플레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은 일차원 유통모텔로써 모델랭한다. 

PBMR-400의 RCCS는 수냉식 형태이며 원자로 공동 내부에 설치된 냉각 파이프를 통 

해 냉각수를 흐르게 함으로써 원자로압력용기를 냉각시킨다 하지만 수냉식 RO그S 폐회로 

를 구성하는 상세 설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RCCS 냉각유로에서의 유통은 모사하지 않고， 

냉각 파이프의 내부 경계변에 25 "C의 퉁온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텔링한다. 또한 

원자로공동을 다차원유통해석모률 (5r-18-16z)로 모텔링하여 원자로 공동에서의 유동 양 

상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PBR의 원자로 계통 및 원자로공동 모델령은 그림 3.2.1 .4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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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원자로 계통 모델 그림 3.2.1.2 MARS-GCR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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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Multid Plenum 모델의 정싱상태 온도 분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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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4 MARS-GCR 코드의 PBR 원자로 계통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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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 출력 분포 자료 

노싱 출력 분포 자료는 각 운전 조건에 대하여 노심 코드 VSOP파 계통 열유체 코드 

GAMMA의 반복계산을 통하여 수령된 결과를 사용하였다[조창근， 2006.03]. 노심 출력분 

포 자료 중에서 PMR과 PBR의 Case-1에 대한 청두출럭 분포를 그림 3.2.1.5에 나타내었으 

며 나머지 경우에 대한 청두출력 자료는 참고문헌 I이숭욱， 2006.11; 이숭욱， 2007.01]에 자 

세히 기술하였다. 

PMR의 경우에는 주기별로 출력분포가 달라지는데 본 해석에서는 주기초 (BOC)와 주 

기말 (EO디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이숭욱， 2006.11]에 의하면 주 

기별 청두출력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Case-1 σ;，，=49 

o t:)에 대한 주기별 첨두출력 만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BOC에서 가장 높은 첨 

두출력(-1.35)을 나타내지만 주기말로 갈수록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는 명탄해지기 

때문에 청두출력이 낮아진다(’1.15). 

PMR과 달리 PBR의 경우에는 운전중 재장전 형태뜰 취하므로 노심 연소도에 따른 출 

력분포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명형상태의 노심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맨 안쪽 령 영역의 청두출력이 가장 크며 핵연료 최고옹도 또한 

이 영역의 중간 아래 부분에서 발생하게 된다 PBR의 청두출력은 2.14 - 2.32 정도의 값으 

로 PMR의 BOC 첨두출력에 비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축방향 출력분포가 상당히 상부쪽 

에 치우쳐 있는 형태이므로 최고온도가 발생하는 노심 하부 영역의 출력밀도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노형별 핵연료 최고온도 상숭은 첨두출력 크기 차이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 

다.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각 링별 청두 출력은 입구온도 조건 

변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이 비슷한 양상올 나타낸다. 

PMR 및 PBR 정상상태 민감도 해석에 필요한 기티 상세한 MARS-GCR 코드 입력 관 

련 자료는 설계문서[이숭욱， 2oo6.10a; 이숭욱， 2006.10b]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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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PMR(좌) 및 PBR(우)의 청두출력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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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상태 민감도 분석 결과 

(가) 냉각재 유량 및 우회유량 비교 

PMR 및 PBR 참조원전의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냉각재 유량 분포를 각각 표 3.2.1.2-

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개 노형 모두 입구온도 중가에 따라서 냉각재 

업출구 온도 차이가 감소하므로 냉각재 유량은 중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냉각재 유량 변 

화는 노심 주기와 무관하다 냉각재 입구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냉각재 유량에 의해 

각 노심 핵연료 빛 우회유로의 영역별 압력 손실값이 차이가 나므로 각 노형 별 우회유 

량 비율 또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 냉각재 유량과는 달리 PMR의 각 핵연료 령별 유량은 주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기 변화에 따른 반경 방향의 노심 출력 분포 변화에 기인한다- 주 

기말의 반경방향 노심 출력은 주기초에 비해 평탄해지므로 가운데 령의 출력밀도가 상대 

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주기초에 비해 가운데 링의 핵연료 용도 및 냉각재 온도가 

상숭하게 되는데， 압력 강하에 영향을 미치는 헬륨의 접성(띠scosity)은 옹도에 따라 중가 

하게 되므로 가운데 링에서의 압력강하가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운데 링에서의 냉각 

재 유량은 감소하게 되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유량옹 조금씩 중가한다. 이러한 유량분포의 

변화는 핵연료 최고온도에도 영향올 미치게 된다 

PMR과 마찬가지로 PBR에서도 입구온도 증가에 따라서 전체 냉각재 유량은 중가하게 

되지만 우회유량 비율은 20.9 %를 기준으로 하여 약 0.3 -1.2 %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데 

냉각재 입구 옹도가 낮을수록 우회유량 비율은 조금 중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재 

입구 온도가 감소할수록 페블 노심에서의 냉각재 명균온도가 중가하여 냉각재 정성이 중 

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우회 유량 비율의 중가는 페블 노성에서의 냉각재 유량의 상대적 

인 감소를 의미하므로 핵연료 최고온도에도 영향올 미치게 된다. 

(나) 원자로 계통 압력 손실 

원자로 계통에서의 압력손실은 냉각재 체적에서의 마찰 손실과 인접한 냉각재 체적의 

평균유로 연적에 따른 형상 손실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해석 결과， 원자로 용기 내 

부의 압력손실은 노심 주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개 노형 모두 냉각재 업구 

유량이 가장 큰 Case-4 σ'n=590 "C)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가장 크고 냉각재 입구온도가 

가장 작은 Case-1 (T in =400 "C)의 경우 압력손실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PMR 및 PBR 2 

개 노형에서의 각 경우 별 압력손실 값을 표 3.2.1 .4에 정리하였다 

결과표에도 나와 있듯이 원자로 계통 내부에서의 압력손실은 0.25 - 0.6 bar 수준인데 

이는 GT-MHR에서 제시한 노심 블록에서의 압력손실 제한치인 0.7 bar[GA, 1996.07] 이 

내이다 PMR에 비해 PBR의 압력손실은 상당히 크며 Case-4 π"，=590 "C)의 경우에는 압 

력손실(3.8 bar)에 이르고 냉각재 입구온도가 가장 작은 Case-1 (T'n=400 "C)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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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손실이 1.6 bar 정도로서 PMR의 가장 큰 경우보디도 더 크게 나타났다 

(다) 핵연료 및 원자로 용기 최고용도 비교 

표 3.2.1 .5는 노심 주기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 용기 최고온도에 대한 민갑도 분석결 

과를 보여준다. 냉각재 입구온도에 따른 핵연료 최고옹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냉각재 유 

량 변화에 기인한다 통일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냉각재 유로에서 냉각재 유량이 감소 

하면 열전달 계수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핵연료 최고용도는 중가하게 된다 따라서 2 

개 노형 모두 냉각재 유량이 가장 작은 Case-1(T;n=400 "C)의 경우에 핵연료 최고옹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는 출력분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냉 

각재 입구온도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주기별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는 변화가 없고 냉 

각재 입구 온도가 가장 큰 Case-4(f ;,,=590 "C)의 경우에 원자로압력용기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PBR윤 정상운전시 원자로압력용기 냉각올 위해 CBCS 계통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냉각재 용도 변화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의 변화가 PMR에 비해 크지 않 

다. CBCS는 300 "C의 상대적으로 낮은 헬륨 기체를 사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를 냉각하므 

로， 냉각재 입구온도가 가장 높은 Case-4의 경우에도 원자로 용기 온도는 302 "C 에 불과 

하다 

PMR에서 주기초의 노심 출력분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두출력이 주기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며 top-skewed 형태의 출력분포를 갖는다. 정상상태에서 PMR 및 

PBR형 고옹가스로는 노심 냉각재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핵연료 최고온도는 노심 하부 

에서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이 출력분포가 top-skewed 되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통일 

한 노심 출력에서 핵연료 최고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주기말과 같이 하부에서의 

출력밀도가 커지는 경우에는 핵연료 최고온도가 중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기초에 

비해 주기말에서 핵연료 최고옹도는 중가하게 된다. 또한 반정방향 출력분포도 명탄화되 

어서 노심 중간 핵연료 영역의 출력밀도가 상대적으로 중가하므로 핵연료 최고온도가 발 

생하는 영역이 노심 내부 령의 하부 영역에서 중간 링 하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그 

립 3.2. 1.6-끼 

PBR은 PMR보다 더 큰 top-skewed 형태의 출력분포를 가지며 노심 안쪽의 페블 영역 

에서 출력밀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이 영역의 축방향 중간 부분에서 최고 핵연료온 

도가 발생하게 된다(그림 3.2.1.8-9). 

(라) RCCS 열손실융 비교 

원자로압력용기에서 RCCS로 전달되는 열의 85-90% 정도는 복사열전달에 의하며 

나머지 10 - 15 % 정도는 원자로 공동 영역의 공기 자연대류 열전달에 의해 전달된다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은 입구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므로 원자로압력용기 외벽 온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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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짓는 요인은 냉각재 입구온도 및 유량이다- 냉각재 입구온도가 높을수록I 그리고 냉각 

재 유량이 클수록 원자로압력용기 외벽 온도는 중가하게 되며 RCCS로의 열제거량도 그 

만큼 커지게 된다‘ 노심 연소 주기에 따른 핵연료 온도의 변화는 원자로압력용기 외벽 온 

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심 연소 주기와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무관하다. 표 

3.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냉각재 입구 온도 50 't 증가에 따라 열손실은 전체 열 

출력 (600 MWt) 대비 0.1 %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냉식 RCCS를 채돼하고 있는 PBR에서는 냉각재 유로가 측면 반사체 영역에 셜치되 

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압력용기가 입구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또한 CBCS에 의해 

냉각되므로 PMR에 비해 입구용도 변화에 따른 RCCS 열손실의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 

만 결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r 열손실 변화의 경향은 PMR과 마찬가지로 냉각재 입구옹 

도 및 유량이 중가함에 따라 조금씩 중가하는 경향올 가진다 

(마) 순환기 일량 및 열교환기 크기 

순환기 일량 및 중간 열교환기 크기에 대한 분석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 

으나 전년도 연구결과를 준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장종화， 2006.05]. 

• 냉각재 입구옹도가 낮고 계통압력이 높올수록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낮아지며 압 

력강하도 작아지므로， 순환기 일량과 압력용기 열손실 퉁이 감소하므로 전체 계통 

효율이 중가 

• 냉각재 입구온도가 낮으연， 냉각재 요구유량이 감소하여 열전달이 저하되므로 최대 

핵연료온도 및 중간열교환기의 크기가 중가 

(3) 결론 및 향후 연구개발 내용 

PMR 및 PBR 참조노형에 대해서 MARS-GCR올 이용하여 입구옹도 조건에 따른 민갑 

도 분석올 수행하였으며 최대 핵연료온도 및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그립 3.2.1.10-11에 도시하였다. 

PMR의 경우， 핵연료 최고온도는 냉각재 유량이 작은 경우에/ 그리고 노심 운전 주기 

말(EO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주기초(BOC)에는 내부 핵연료 령 하부에서 최고용도가 

나타났으며 주기말(EOC)에서는 중간 링의 하부에서 최고옹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노심연소도에 따라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출력분포가 I영탄해지기 때문이며 

특히 해연료 최고온도의 중가는 축방향 온포분포의 명탄화에 있다 주기초와 주기말의 핵 

연료 최고용도의 차이는 입구온도가 낮을수록 커지는데 400 't 입구온도 조건에서는 주 

기 간의 온도 차이가 95 't에 이른다. PBR의 핵연료 최고온도도 PMR과 마찬가지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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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유량이 가장 작은 경우인 입구용도 400 "C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203 "C) 

약 47 "C 정도의 운전 여유도를 가진다- 반경방향 출럭밀도가 가장 큰 최내각 페블 노심 

의 중간 영역에서 최고온도가 발생하였다-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온도가 가장 높은 Case-1 σin=400 "C)의 경우에도 2개 노형 모 

두 정상상태 온도 제한치인 1250 "C는 위배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노심 영역 별 평균출력 

밀도를 사용한 결과이므로 더욱 세분화된 출력분포 자료를 사용한 국부 핵연료 최고온도 

(local hot spot)는 제한치를 위배할 수도 있다[인왕기， 2006.05]. 

PMR의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는 주기와 무관하게 냉각재 입구옹도 조건에만 의폰 

한다. 냉각재 입구온도가 높은 540 및 590 "C 조건에서 각각 527 및 577 "C 정도이며 이 

는 PMR의 원자로 용기 재질인 9Cr-1Mc←1V의 정상상태 온도 제한치인 495 "C [GA, 

1996.07] 보다 높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계통을 도입하거나 냉각재 유로를 측면 반사체 영 

역으로 이통시키는 냉각압력용기 ( cooled-vessel) 개념 둥의 설계변경이 펼요하다 경수로 

(PWR) 둥에서 사용하는 SA-508 또는 SA-533 퉁파 같은 기존 탄소합금강을 사용할 경우 

에도 이러한 설계변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은 3.1.2절에서 다룬다 

PBR에서의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에 대한 냉각재 입구온도의 영향은 PMR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도 PMR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별 

도의 원자로압력용기 냉각계통인 CB<그S의 영향이다 정상운전중에는 원자로압력용기가 

CBCS 계통에 의해 냉각되므로 냉각재 입구옹도가 가장 높은 경우(Case-4)에도 302 "C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옹도는 PBR의 원자로압력용기 재질인 PWR용 탄 

소합금강의 정상상태 옹도 제한치인 371 "C [김석훈， 2006.09]를 모두 만족시킨다. 

PMR 및 PBR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손실은 냉각재 유량에 비례하는데 2 개 노 

형 모두 냉각재 입구온도가 가장 높은 590 "C 조건애서 가장 큰 압력손실을 나타냈다. 

PBR의 압력손실은 떼블 노심 유로의 특성에 의해 PMR의 경우보다 약 6 배 이상 크며 

이는 순환기 용량의 충가에 의해 전체적인 계통 효율올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노형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RCCS로의 열손실은 원자로압력용기 표연 옹도에 t’l 례하기 때문에 노심 연소 주기 및 

출력분포의 변화와는 무관하며 냉각재 입구온도 및 유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PMR의 경 

우/ 열손실은 냉각재 업구온도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업구온도 50 "C 중가 

에 따라 RCCS로의 열손실은 전체 열출력 대비 0.1 % 정도 중가하게 된다. PBR의 경우에 

도 PMR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CBCS 계통올 채택함으로써 PMR에 비해 입구용도에 

따른 열손실 변화는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추후 설계개선올 통하여/ 현재 후보 노1청으로 제시된 블록형 및 페블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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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모두 초고용가스로의 대상 노형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계통 운전조건은 안전성， 계통효 

율 및 제조성 및 기기 수급성올 고려하여 선정 필요가 있다-

표 3.2.1.2 PMR의 입구용도 조건에 따른 주기별 냉각재 유량 분포 

노심 주기 (kgjs) Ori망1al Case 1 Case 2 Case 3 Case4 

BOC Total 319.4 209.4 249.9 280.1 318.7 

Channel1 82.7 53.4 64.3 72.4 82.7 

Channel 2 102.9 66.6 80.2 90.2 103.0 

Channel 3 102.3 67.1 80.1 89.8 102.1 

bypass 1 9.5 6.7 7.6 8.4 9.4 

bypass 2 22.0 15.6 17.8 19.4 21.6 

bypass (%) 9.9 10.7 10.2 9.9 9.7 

EOC Total 319.4 209.4 249.9 280.1 318.7 

Channel 1 83.7 54.5 65.2 73.3 83.5 

Channel 2 101.7 65.3 79.0 89.1 1ill .9 

Channel 3 102.7 67.6 80.5 90.2 102.5 

bypass 1 9.5 6.6 7.6 8.3 9.3 

bypass 2 21.8 15.5 17.6 19.3 21.5 

bypass (%) 9.8 10.6 10.1 9.9 9.7 

표 3.2.1.3 PBR의 냉각재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냉각재 유량 분포 

냉각재 유량 (kgjs) 。riginal Case--1 Case-2 Case-3 Case-4 

원자로 용기 입구 전에 191.7 139.8 166.7 186.8 낀2.5 

ring 1 31.5 22.5 27.1 30.7 35.1 

ring 2 29.8 21.3 25.6 29.0 33.2 

유효유량 ring 3 29.8 21.3 25.6 29.0 33.2 

ring 4 29.8 21.3 25.6 29.0 33.2 

ring 5 31.4 22.5 27.0 30.6 35.1 

우회 유량 direct 7.4 5.9 6.9 7.2 7.9 

RSS 2.4 1.8 2.2 2.4 2.7 

RCS 24.1 18.9 21 .5 23.5 26.1 

barrel gap 5.5 4.3 5.2 5.4 6.0 

우회 유량 비율 (%) 20.6 22.1 21.4 20.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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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1.4 노형별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윈자로 계통의 압력손실 

노형 노심 주기 ori망nal Case1 Case2 Case3 Case4 

PMR BOC 0.55 bar 0.26 bar 0.37 bar 0.47 bar 0.61 bar 

EOC 0.54 bar 0.25 bar 0.36 bar 0.46 bar 0.60 bar 

PBR 2‘3 1.6 2.6 2.9 3.8 

표 3.2.1 .5 PMR의 입구옹도 조건에 따른 주기별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노심 주기 온도 (t) 。rigin.꾀 Case1 Case2 Case3 Case4 

핵연료 987.7 1132.1 1113.3 1100.8 10잃.6 
BOC 

원자로압력용기 479.8 390.4 478.0 527.0 576.4 

핵연료 1049.1 1227.3 1182.7 1162.4 1143.1 
EOC 

원자로압력용기 479.8 390.4 478.0 527.0 576.4 

주기옐 차이 핵연료 +61.4 +95.2 +69.4 +61.6 +54.5 

(EOC-∞Q 원자로압력용기 0 0 0 0 0 

표 3.2.1.6 PBR의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페블 중심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온도 (t) 。rigin떠 Case 1 Case2 Case3 Case4 

때용중심 1094.9 1203.2 1167.7 1147.0 1131.0 

원자로용기 283.2 268.3 281.0 292.4 301.8 

CBCS 흩구 냉각재 306.1 295.3 304.5 뻐8.3 313.7 

표 3.2.1.7 노형별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열손실량 (단위: MWt) 

노형 열제거 계룡 Original Case 1 Case2 Case 3 Case4 

PBR CBCS 0.57 -0.44* 0.42 0‘78. 1.28 

RCCS 1.79 1‘ 62 1.76 1.88 2.0 

PMR RCCS 3.33 2.30 3.30 3.91 4.56 

* T;n=400 'C의 경우에는 냉각재 온도가 낮기 때문에 CBCS 계통에 의한 냉각효과가 없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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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최내각 떼블 노심 영역에서의 냉각재 및 핵연료 중심 온도 

12 

10 

8 

8 

4 

2 

(gg 

g 
E

。
￡
。a
)-
@
〉
@
」
g

。
。-m-x

<

Core ring 5 
-PBMR 
-톨- T-400 

• T-490 
---T- T-540 

• T-590 

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Temperature (K) 

그림 3.2.1.9 최외각 떼블 노섬 영역에서의 냉각재 및 핵연료 중심 용도 

- 136 -



1250 , 
。

Temp. Limit = 1250 Oc 
1200 1-

a~~~」」」〕9~~~~s( 

묘 1150 

룹q」j 1100 
口 ~~~」g

口--

‘ 
-口~

qCjL 
-口

밍~ 1050 
PMR 

l GT-MHR (BOC) • 
.", 

-다- Case 1-4 (BOC) 

￡‘。 1000 • GT-MHR (EOC) 
。 Case 1-4 (EOC) 

• 
ιq그) PBR 

950 
‘ PBMR400 

-→~ Case 1-4 

900 ’ 
390 440 490 540 590 

Inlet Temperalure tC) 

그림 3.2.1.10 정상상태 민감도 분석 결과 (핵연료 최고온도) 

600 

575 

550 

525 

묘 500 
띤 475 

‘그연qI;L， 45O 
425 

gE 400 

움αqj 375 
350 

운 325 
α 300 

275 

250 

z 
j 

// 

-
” m /

파
 

뼈
뼈
때
때

씌
 

R
4
R
」
액…
 
…M
」
액
 

매
 앉ι
w
 했
 
뻐
 웠
 

하
C
하
C

…
 
매
C
 

빼
 

l 

+ 

·
。

…빼
‘
 

+ 

。

Temp.Umit = 371 ' c (PBR) 

"'-
•- '" '" - ",---

390 440 490 540 590 

Inlel Temperature tC) 

그림 3.2.1.11 정상상태 민감도 분석 결과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 

- 137 



나 제한사고 해석 : HPCC 

정상상태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것과 통일한 민감도 매트릭스에 대하여， MARS-GCR 

코드를 이용하여 고압열전도냉각사고(HPCC)의 원자로계통 모델링 및 사고해석올 수행 

하였다. 분석의 주안점은 최대 핵연료 및 압력용기 온도의 안전여유도를 확인하는데 있 

다. 

(1) 사고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표 3.2.1.1에 제시된 민감도 매트릭스에 대하여， M ARS-GCR 코드를 이용하여 블록형 

및 페블형 참조원전의 고압열전도냉각사고 (HPC디 원자로계통 모텔랭 및 사고해석올 수 

행하였다. 사고 분석은 최대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용도의 안전여유도 확인에 주안정 

을 두어 수행되었으며 해석올 위한 계통 모텔 및 경계조건은 표 3.2.1.9과 같다 

표 3.2.1.8 고압열전도냉각사고 분석을 위한 계통 모렐 및 경계조건 

Parameter PMR PBR Remark 

Power Decay heat Decay heat RX scram at 0 sec 

Equilibrium Fuel Cycle BOC N/A Largest Power Peaking 

。utlet Pressure (bar) 70.0 • 50.30 
90.0 ~ 64.70 

Decreasing for 8 hrs 
70.0 • 50.30 

Inlet Flow rate 0 0 Coast down for 60 sec 

RCCS Temp ("C) 25 • 100 Increasing for 14 hrs 

CBCS Flow N/A 0 Coast down for 60 sec 

고압열전도냉각사고의 초기사건은 냉각재 강제순환 상실과 같은 열제거원 완전상실로 

서 사고에서 최대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청 

두출력이 다. PMR의 경우/ 첨두출력이 가장 큰 주기초 (BOC) 노심출력훈포를 사용하여 

사고해석올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노심 용괴열 (decay heat) 자료는 2 개 노형 모두 동일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HPCC 사고시의 명형압력은 초기 계통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 

조원전의 계통압력인 70 bar를 기준으로 50.3 bru'를 평형압력으로 가정하였다[GA， 

1996.07]. PBMR-400은 계통압력이 90 bar이므로 70 bar의 경우와 통일한 감소율을 적용하 

여 64.7 bar의 평형압력올 가정하였다. 냉각재 유량은 사고초기 60 초 통안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60 초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재 유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A, 1996.0꺼 PMR의 RC<퍼는 별도의 경계조건이 펼요하지 않지만 수냉식 RCCS 형태의 

PBR에서는 냉각관 내부 경계의 옹도 조건을 시간에 따라 부여하는데 여기서는 사고초기 

부터 14 시간 동안 25 "C에서 100 "c로 상숭한다고 가정하였으며 100 "c 온도 (냉각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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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건은 사고해석 종료시점까지 계속 유효하다 PBR형 참조원전의 CBCS 계통은 비안 
전 동급이므로 사고 초기에 상실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CBCS 유입유량은 냉각재유량 
과 마찬가지로 60 초간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사고해석 결과 

(가)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거동 

그림 3.2.1.12와 13은 PMR 및 PBR 노형에 대한 최대 핵연료 옹도 및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초기에 순환기의 구동력 상실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의 

강제순환이 상실되며 이와 동시에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에 따라 원자로 출력은 

수 초 이내에 정상출력에서 붕괴열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비해 냉각재의 감소는 60 초간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고 초기에는 노심 하부 (PMR) 또는 중하부 (PBR)에 위치하 
고 있던 최대 핵연료 옹도가 급속히 갑소하게 된다 이 시기의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참 

조 노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PBR은 정상상태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냉각 역할올 

하던 CBCS 계통이 사고 초기에 상실되므로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사고초기부터 서서히 
상숭하는 경향을 보인다. PMR의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와 냉각재가 직접 접촉하는 형 

태이므로 강제순환 상실로 인해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연 원자로압력용기로 공급 

되던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도 감소하는데 반해 RCCS에서의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제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유량이 감소하여 완전히 멈추연 노심 영역 전반에 걸쳐 온도 차이에 따른 자연 

대류 및 고체 열전도에 의해 열 재분배가 시작되는데 출력 분포가 상부에 치우쳐 있으므 

로 노심의 고온부가 상부로 서서히 이통하게 된다. 반경 방향으로는 내부 핵연료 영역의 

출력이 가장 크지만 중간 핵연료 영역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옹도 증가는 중간 핵 

연료 영역에 비해 천천히 이루어진다. 외부 핵연료 영역은 출력밀도가 가장 낮고 측면 반 

사체로의 열전달 및 RCCS에서 지속적으로 열제거가 이루어지므로 온도 상숭률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초기에는 중간 핵연료 영역의 온도 상숭이 가장 크지만 중앙 반사체 

온도가 상숭함에 따라 출력 밀도가 가장 높은 내부 핵연료 온도도 같이 중가하여 핵연료 

최고 온도가 발생하는 시정에는 내부 핵연료 영역의 옹도가 가장 크게 된다.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추이를 살펴보면 PMR의 경우는 핵연료 온도 상숭 초기에도 계 

속 감소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 대류 상실에 의한 열손실이 주요 원인 

이다. 이후 외각 반사체 영역에서의 온도 재분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반사체 외각 온도가 

천천히 중가하며 이에 따라 노심용기에서 원자로압력용기로의 복사 열전달에 의해 원자 

로압력용기 온도도 중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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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으로 노심 온도가 상숭함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도 서서히 상숭되어 

RCCS 열제거 능력이 노심 붕괴열보다 커지연 핵연료 최고온도는 서서히 갑소하게 된다 

PMR은 원자로 계통의 열구조물의 열용량이 PBR에 비해 크고 공냉식 RCCS 계통이므로 

수냉식 RCCS인 PBR에 비해 핵연료 옹도가 천천히 갑소한다.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핵 

연료 온도 감소 시접까지도 계속 중가하지만 RCCS에서의 지속적인 열제거에 의해 결국 

감소하게 된다. 

(나) 냉각재 입구온도 민갑도 분석 

- 핵연료 용도 민갑도 분석 

그림 3.2.1.14-15 및 표 3.2.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노형 모두， 입구 옹도가 중가 

할수록 핵연료 최고용도 및 원자로압력용기 옹도가 중가함을 알 수 있다. 냉각재 입구 옹 

도의 중가는 원자로 용기 내부의 초기 저장열(initial stored energy)의 중가를 의미하므로 

초기 에너지 중가에 따라 핵연료 최고 온도가 상숭하게 된다 

초기 처장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핵연료 최고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3 

가지로 구본할 수 있다 첫째， 냉각재 자연대류에 의한 노심 붕괴열 제거 능력이며 둘째 

는 노심의 청두출력비， 세 번째로 핵연료와 반사체 영역에서의 열전도도 및 열용량이다. 

노형별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 능력은 노심 내에서의 압력 강하가 큰 PBR이 PMR에 비 

해 떨어지지만 출력 밀도가 작으므로 노형에 따른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PBR은 축방향 출력 분포가 PMR에 비해 상당히 상부에 치우쳐 있으며 첨두 출력비도 높 

기 때문에 국부적인 열속은 PBR이 커진다 또한 사고시 노심 흉괴열올 홉수하는 역할올 

하는 혹연 반사체량이 PBR의 경우， PMR에 비해 작기 때문에 사고 초기의 핵연료 온도 

상숭이 급격하다. PBMR-400의 경우에는 최대 핵연료 온도가 다른 PBR 경우에 비해 상당 

히 낮게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계통압력 (90 bar)에 의해 자연대류 효과 

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14로부터 Case-2πψ~490 "C)와 Case-3π;n~540 "C) 

사이에서는 다른 온도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도 상숭률이 척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구 온도에 따른 노심 출력분포에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노형 별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최대 핵연료 온도는 PBR이 PMR에 비해 높 

게 나온다 하지만 여러 가지 셜계 자료에 대한 불확설성을 고려하면 두 노형 모두 최대 

핵연료 온도 측면에서 충분한 안전여유도(최소 210 "C)를 가지기 때문에 안전성 측연에서 

는 두 가지 노형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민갑도 분석 

HPCC 사고시 핵연료 최고옹도 제한치는 1600 oc 이며 원자로압력용기는 사용 재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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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계통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SA-508j533의 경우에는 50 bar의 평형압력을 가정할 

경우에 371 'c 를 초과하는 시간이 1000 시간으로 제한되며 제한 온도는 538 'C이다 

[ASME, 2004]. 9Cr-1Mo-V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560 'C의 제한치를 가 

지며 허용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고압열전도냉각 사고시의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거동은 노형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 

는데 이는 PMR과 PBR의 유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냉각재 상향유로의 위치와 더 

불어 노형별 우회유로의 차이에 따라 사고시 냉각재의 자연순환이 노형별로 다르게 나타 

난다. 

PMR의 자연순환 유로를 살펴보면 중앙 반사체 영역， 내부 핵연료 영역과 중간 핵연료 

영역에서는 노섬에 의해 가열된 냉각재가 상향 유동(upward flow)을 형성하는 반면， 외 

각 핵연료 영역과 측면 반사체 영역에서는 RCCS에서의 열제거로 인해 하향 유동 

(downward flow)을 형성한다. 그러나 원자로압력용기와 접한 냉각재 입구유로와 노심 출 
구 공동은 노심용기에 의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재 입구유로에서는 자연순환 유량 

이 없다. 따라서 사고 전 기간 동안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는 측면 반사체 영역과 RCCS 

와의 복사 열전달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PBR에서는 측면 반사체와 노심용기 사이의 간극(gap)에 의한 우회 유로 

가 냉각재 입구유로와 노심 출구 공동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냉각재 입구유로에서도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된다- 이렇듯 PBR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의 거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자연순환 유로가 형성되므로 노심 붕괴열의 재분배가 PMR에 비해 효과적으로 진 

행된다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원형로인 PBMR-4oo의 온도가 가 

장 높게 나온다. 이는 높은 계통압력에 의한 자연순환 효파로 설명되며 다른 조건들에서 

는 대부분 냉각재 입구온도 순서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가 결정된다 하지만 

CBCS의 영향으로 인해 파도상태에서의 각 참조노형별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의 차이는 

PMR에 비해 크지 않다(그림 3.2.1.15). 

표 3.2.1.9에 제시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계산값을 살펴보면 과도상태에서의 각 

노형별 원자로압력용기의 안전여유도를 판단할 수 있다.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PMR 

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안전제한치 (560 'C)를 만족시킨다 하지만 PBR은 모든 경우에 있 

어 정상상태 온도 제한치인 371 'C를 훨씬 초파하는데 과도상태 온도제한치인 538 'C는 

만족한다 그림 3.2.1.13에 나타난 원자로압력용기 온도 거동으로 유추해볼 때， 371 'C 이 

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회당 150-200 시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전소 수영 60년 

을 기준으로 HPCC 발생 빈도수를 10년당 1회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3) 사고해석 결론 

냉각재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참조노형별 고압열전도냉각사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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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올 구성하는 핵연료 영역과 반사체 영역의 혹연 재고량 차이에 의해 최대 핵연료 

옹도는 PMR이 낮으며，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는 PBR이 낮게 나타는데 이는 초기 원자 

로압력용기의 온도가 CBCS 계통에 의해 냉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고 기간 동안의 

온도 상숭플은 오히려 PBR이 PMR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냉각재 입구온도가 

낮올수록 초기 저장열이 감소하여 사고시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가 낮아지 

므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민갑도 매트릭스에서 고려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PMR의 핵연료 및 재질에 따른 워자 

로 압력용기 최고온도는 모두 안전제한치를 만족한다. PBR의 경우에도 핵연료 최고온도 

는 안전제한치를 만족하나， 원자로압력용기의 경우에는 SA-508/533의 안전제한치를 만족 

시키기 위해 사고 발생빈도수를 10년당 1회 꼴로 낮춰야만 한다 따라서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의 상숭올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PBR의 경우 자동 갑압계통이나 능통형 원자로공 

동냉각 계통 퉁 추가적인 안전계통의 도입이 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안전계통은 비단 PBR 뿐만 아니라 기존의 탄소합금강을 이용한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판 

단에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표 3.2.1.9 핵연료 중심 및 원자로압력용기의 최고용도 

PMR (BOC) GT-MHR Case 0 Case 1 Case 2 Case 3 

RCS Tin/Tou• CC) 490/850 400/950 490/950 540/950 590/950 

R CS P;n (bar) 70.0 70.0 70.0 70.0 70.0 

T FUEL ('C, < 1600) 1242.3 1233.6 1264.4 1283.0 1302.4 

TPRV ('C, <59이 487.6 482.5 495.5 504.1 513.9 

PEQ φar)* 50.3 50.3 50.3 50.3 50.3 

PBR PBMR Case 0 Case 1 Case 2 Case 3 

RCS T;n/Tou• ("C) 500/900 400/950 490/950 540/950 590/950 

RCS Pω (b따) 90.0 70.0 70.0 70.0 70.0 

T FUEL ('C) 1266.3 1336.5 1369.1 1370.2 1386.4 

TPRV ('C) 492.6 482.5 486.8 487.3 490.0 

PEQ φar)* 64.7 50.3 50.3 50.3 50.3 

* PEQ: HPCC 사고 발생후 계홍 명형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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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사고해석 LPCC/공기유입 

참조원자로에 대한 LPCC/공기유입사고는 설계기준사고(DBA)중 사고시 핵연료온도가 

가장 높게 상숭하는 경우로서 핵연료 손상관점에서 제한사고로 선정되었다. LPCC/공기 

유입사고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된 배관에서의 파단에 기인한다. 소형배관의 완전파단 

이나 대형배관의 부분파단의 경우/ 공기유엽은 파단연적에 의해 제한되므로 심각한 흑연 

산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파단 범위에 속하는 사고는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며， 

보통 공기유업에 의한 흑연산화를 고려하지 않고 저압조건에서의 열전도 냉각에 의한 노 

심 및 계통 거동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고를 저압열전도냉각(LPC디 사고라 칭한다. 원자 

로압력용기에 연결된 대형배관의 완전파단의 경우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설계기준 

초과사고(BDBA)로 분류된다. 사고시 강압 및 분자확산 단계를 거쳐 자연순환이 발생하는 

데， 이때의 자연순환유량이 상당히 커서 대량의 공기를 원자로공통에서 원자로용기내로 

유입시킨다 노심으로 유입된 공기는 흑연구조물과 산화 반웅하여 혹연구조물을 부식시키 

고/ 이때 발생한 열은 혹연구조물 및 핵연료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사고를 공기유 

업사고라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LPCC사고에 대해 참조원자로 입구온도 조건에 따른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기유입사고에 대해서는 원자로공동 설계 조건에 따른 영향 

을 명가하였다 

(1) 참조원자로에 대한 LPCC 민감도 분석 

참조원자로는 블록형 (PMR) 및 페블형 (PBR) 초고온가스로 모두를 고려하며/ 참조설 

계로 미국 GA사의 GT-MHR 600MWth [GA, 1996.07] 과 남아공의 PBMR 400MWth 

[PBMR, 2005] 설계를 선정하여 원자로 출구온도를 950 "c로 충가시킨 것이다. 표 3.2.1.10 

은 LPCC사고에 대한 노형 비교평가를 위한 메트릭스로， 원래의 GT-MHR과 PBMR 운전 

조건 및 원자로 입구온도를 변화시킨 분석 경우를 보여 준다. 

표 3.2.1.10 PMR/PBR 비교평가를 위한 민감도 메트릭스 

PMR GT-MHR I Case 0 Case 1 Case 2 Case 3 
Power (MW) 600.0 

RCS Tin/Tout ('C) 4901850 4001'앉ïO 4901950 닮0κl50 590/9잉 

RCS Pin. bar 70.0 
RCCS Tin ('C) 43 
RCCS Pin. bar 1.0 

PBR PBMR Case 0 Case 1 Case 2 Case 3 
Power (MW) 400.0 

RCS Tin/Tout ('C) 500/900 400.재50 490/950 540.기15O 댔0/950 

RCS Pin , bar 90.0 70.0 
RCCS T ('C) 25 

CBCS Tin ('C) 300 
CBCS flow (kg/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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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C 제한사고 분석에는 공기유업사고 분석 코드인 GAMMA[임흥식， 2006.01)를 이용 

한다 그립 3.2.1.16과 3.2.1.17은 PMR/PBR LPCC 사고분석을 위한 GAMMA 계통 모델들 

로서[임홍식， 2006.10; 입홍식， 2005.06),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되는 업 · 출구 배관올 경계 

로 한다 모든 고체 영역에는 다차원 열전도 모텔올 적용하고/ 특히 노심의 경우에는 개 

발된 핵연료/다차원 열전도 연계 모텔올 적용한다. 구조물로 둘러 쌓인 공동에서는 복사 

열전달이 추가로 고려된다. 원자로공통내의 복사열전달의 경우 RCCS 냉각관올 원주방향 

으로 세부 분할한 3차원 모텔을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 외면과 원자로공동 내벽사이에 

서의 열교환올 계산한다. 유체 영역의 경우 원자로용기내 영역은 일차원 유통 모텔로/ 원 

자로공동은 다차원 유통 모텔올 이용한다 그림 3.2.1.16의 PMR 계통모텔에서 노심 핵연 

료블록 영역은 개발된 접촉 열전도 모델을 이용하여 각 블록들 간의 상호 열교환올 고려 

한다. 이러한 방식은 2차원 실린더 링 모텔에 비해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 장 

정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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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LPCC 분석용 GAMMA PMR 계통모델 및 노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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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17 LPCC 분석용 GAMMA PBR 계통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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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압력용기 연결배관 파단후 계통 압력이 급속히 갑소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원자 

로가 정지된다. LPCC 사고 분석을 위한 분석 가정 및 경계조건은 표 3.2.1.11에 기술한다

수냉각 RCCS를 채택하는 PBR의 경우 14시간 후에 포화온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 

며， 원자로용기 냉각계통(CBCS)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3.2.1.11 LPCC 사고 분석시 가정 및 경계 조건 

Parameter PMR PBR Remarks 

Initial condition BOC NjA Laprgeeashtn cgore 

Decay heat GA curve German curve Rx Trip at 0 sec 
Svstem pressure pressure down to 1 bar in 10 sec LOCA 
Inlet flow rate stop at 0 sec LOCA 

Air-cooled Water-cooled with 

RCCS Calculated constant Twall Modeling difference 
(25℃ too 1u0r0s℃l m (Tin,air=43 "C) 14 h 

CBCS N/A Stop at 0 sec LOCA 
Fuel temp. limit 1600 "C 1600 "C 

538 "C in 1000 hrs ASME Section III, 
RPV temp. limit 590 "C (9Cr1Mo) (SA508) Subsection NH 

[ASM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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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8와 3.2.1.19는 LPCC 사고시 PMR/PBR의 핵연료 최고 온도 거동을 보여 

준다. LPCC 사고후 계통 압력은 급속히 대기압으로 각소하고 냉각재 강제순환이 정지함 

에 따라/ 원자로용기내 대류 열전달은 없어져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은 RC(죄에 의해서만 

제거된다. 따라서 노심 열생성과 RCCS 열제거량의 불일치로 핵연료 온도가 상숭하고/ 

RCCS 열제거량이 노심 열생성보다 커진 이후에는 핵연료 용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때 노섬에서 RCCS로의 열전달은 열전도와 복사 열전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3.2.1.18 

와 3.2.1.19에서 PMR의 경우에 핵연료 온도 상숭 속도가 느리고 최고정 온도도 PBR보다 

작은데/ 이는 PMR의 노심 기공율(약 20%)이 PBR의 절반에 달하고 출력 첨두값도 낮기 

때문이다. 민강도분석에서 고려된 모든 경우에 핵연료 최고 옹도는 온도제한치를 초파하 

지 않으며/ 정상운전중 냉각재 입구온도가 클수록 초기 저장열이 커서 핵연료 최고 온도 

가 약간씩 높아진다. 

그립 3.2.1.20파 3.2.1.21은 LPCC 사고시 PMR/PBR의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거동 

올 보여 준다. LPCC 사고후 냉각재 강제순환이 정지함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 내면에서 

의 대류 열전달은 없어져 원자로압력용기 온도는 RCCS로의 복사 열전달에 의해 감소한 

다 그 후 노심 구조물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압력용기 온도는 상숭하기 시작하여 노심 

열생성과 RCCS 열제거량의 불균형 거동을 따른다 정상운전중 냉각재 입구온도가 작은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원자로압력용기 온도가 급속히 중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류 

열전달 상실에 의해 원자로압력용기 냉각효과가 사라지므로 노심용기로부터 받는 복사 

열전달량이 RCCS로 주는 복사 열전달량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동은 PBR에서 보 

다 명확히 나타난다 PBR에서는 원자로용기 냉각계통(CBCS)에 의해 정상운전중 원자로압 

력용기 용도가 약 300 't에서 유지되다가， LPCC 사고시 CBCS 유량이 정지되면 원자로 

용기로부터의 복사 열전달에 의해 원자로압력용기 온또가 급속히 중가한다. 그림 3.2.1 .20 

과 3.2.1.21에서 PBR의 경우에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판도가 PMR보다 작은데/ 이는 보다 

적은 노심출력과 수냉각 RCCS에 의한 큰 열제거 때문이다. 민강도분석에서 고려된 모든 

경우에 압력용기 최고 용도는 옹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상운전중 냉각재 입구온 

도가 클수록 초기 저장열이 커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가 약간씩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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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8 PMR LPCC 사고시 핵연료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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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 PBR LPCC 사고시 핵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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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0 PMR LPCC 사고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용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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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21 PBR LPCC 사고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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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공기유입사고 특성 분석 

공기유입사고는 고온가스로의 고유 안전성 관점에서 주요 안전 쟁점중 하나로서y 흑연 

산화에 의한 발열량은 핵연료 온도를 상숭시키고 또한 흑연 부식은 노심 구조물의 붕괴 

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순수 공기유입만을 가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공통 설계에 기초한 최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기유입사고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성 분석은 PMR 민감도 경우중 Case 1을 대상으로 하여 

원자로공동 체적 및 원자로공동 방출밸브의 영향을 고려한다. 표 3.2.1.은 분석시 가정된 

원자로공동 체적과 GT-MHR의 방출밸브 압력 설정치를 보여준다 그립 3.2.1.22은 공기유 

입사고 분석을 위한 PMR 계통모델로 사고모의시 냉각재 입 · 출구 유로가 원자로공동 하 

부 체적(F350)으로 연결된다. 사고후 수 십초 내에 압력평형이 이루진 후 원자로공통내의 

공기가 원자로용기 내부로 분자 확산이 일어난다. 원자로용기내 노심 고용측으로의 분자 

확산이 저온측보다 커서 점진적으로 밀도차가 중가하여/ 종국에는 원자로용기내 전역에 

걸쳐 자연순환 유통이 발생한다. 이 시접올 자연순환개시점(0π-IC)이라 하며 원자로용기 

내 열적 및 수력적 특성과 원자로공동 설계조건에 매우 민강하게 의존한다 

그립 3.2.1.23은 원자로공동 체적에 따른 자연순환개시점 계산 결과로， 순수공기 조건에 

서 자연순환은 250 시간에 발생한다 원자로공동 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순환 개시점 

은 중가하는데/ 이는 원자로공동 압력의 중가로 분자확산계수가 갑소하기 때문이다- 원자 

로공동 체적이 매우 작아지연 원자로공동내 헬륭-공기 혼합기체중 공기농도도 작아져서 

자연순환 개시점이 급속히 감소한다. 원자로공동 압력방출밸브가 작동하는 경우 원자로공 

동 압력이 1.7 bar로 조절되어 압력의 영향은 거의 사라진다. 

표 3.2.1.12 공기유업사고 분석시 가정 및 경계 조건 

Pararneters Value 

Core therrnal power, MW, 600 

Helium pressure at reactor vessel inlet, bar 70 

Helium flow rate through the core, kg/ s 250 

Heliurn ternperatures at reactor inlet/outlet, 'c 490/950 

Core bypass flow fraction, % 10 

Heat rernoval by RCCS rnodeling 

Reactor cavity free volume, rn3 2000, 3000, 5000, 10000, 25000 
50000, 100000, infinite 

Reactor cavity relief valve opeing setpoint, bar 1.7 

Fuel failure ternperature, 'C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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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3 공기유입사고시 원자로공동 체적에 따른 자연순환 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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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24는 순수공기를 가정하였을 경우 혹연산화반웅을 고려한 계산 결과로/ 자연 

순환은 250 시간에 발생하고 공기유입유량은 약 0.3 kgjs이다 대량의 공기가 노심으로 

유입됨에 따라 활발한 혹연산화반응으로 인해 큰 발열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하부반사체 

와 노심 하부영역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후 일정 온도 수위에서 안정화되는데 이 

는 흑연산화에서 발생한 열과 노십 붕괴열의 합이 자연순환 대류 열제거량과 RCCS로의 

열제거량과의 합파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림 3.2.1.25와 3.2.1.26는 원자로공동 체적이 

10,000 rnJ인 경우의 계산 결과로 원자로공동 압력이 방출밸브에 의해 대기압보다 약간 

큰 1.7 bar에서 유지되므로 자연순환은 다소 늦은 350 시간에 발생한다. 또한 낮은 압력 

과 더불어 적은 체적 그리고 방출밸브를 통한 공기 제거에 의한 공기 놓도감소로 자연순 

환유량은 0.07 kgjs로 매우 작다 따라서 그림 3.2.1.25에서와 같이 혹연산화에 의한 온도 

상숭이 매우 적으며/ 그림 3.2.1.26에서와 같이 원자로공동의 공기는 흑연산화과정에서 

멸하여 급격히 감소한다. 

λ‘ -'-

공기유입사고 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계기준초파사고로 분류될 수 있는 공기유입 

사고에서 순수공기 가정은 매우 보수적이다 원자로공동 설계를 고려한 최적 분석의 결 

과I 자연순환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고후 2주로 사고 완화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히 긴 여 

유 기간을 가진다 또한 작은 자연순환유량으로 공기유입속도가 작아 대부분의 공기는 노 

심 하부반사체에서 소멸된다 결론적으로 공기유업사고 특성은 순수공기를 가정하였을 경 

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매우 다르다‘ 설계에 기초한 최적 분석에 따르면 원자로공동 설 

계가 공기유입사고의 경과를 상당히 완화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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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공기유입사고시 주요 흑연구조물 온도 거동(V air=infini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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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흑연구조물 용도 거동(Vair=10，OOOm3) 그림 3.2.1.25 공기유입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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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26 공기유입사고시 원자로공동내 화학풍 놓도 거동 (Vair=1O,OO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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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 MWth급 실증로 후보노심 모델링 및 예비 안전성 평가 

200 MW버급 실중로 노형으로 제시된 페블형과 블럭형 각각 2개씩 총 4개의 후보노심 

중， 환형노심 형태를 갖는 PMR200-CD1과 PBR200-CD1에 대한 정상상태와 고압열전도냉 

각사고 및 저압열전도냉각사고의 예비분석올 수행하였다 두 노형 모두 공기냉각 RCCS 

를， 압력용기 재질로 내고온강인 9Cr-1Mo-V 재료를 가정하였으며 GAιa‘A 코드를 사용 

하여/ 정상상태 및 HPCC와 LPCC 대표사고시의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용도의 

안전여유도를 확인하였다. 냉각압력용기 개념과 수냉식 RCCS의 적용성 명가는 향후 연구 

로 계획하고 있다 

(1) PMR 200 MWth CD1 

PMR-600 참조 원자로I임홍식， 2006.10]에 대비하여 200 MWth 용량으로 축소 

(scale-down)된 PMR2oo-CD1 실중로 후보 노심 [조창근， 2oo7.æb]에 대한 HPCC 및 

LPCC 사고해석 수행 내용올 기술한다[전지수， 2oo7.02a]. 사고해석올 통해 핵연료 및 원 

자로압력용기의 온도 거동을 조사하고 최고 옹도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가) 계통 모텔 및 사고해석 조건 

PMR-600 참조 원자로와 비교하여 PMR2oo-CD1 계통은 노심의 크기 및 용량이 다르 

지만 동일한 계통 모양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출구 온도만 기폰 85O"C 에서 950 "c 

로 높게 설정하였다. 입구 옹도 490 "c의 헬륨 냉각재가 Cross Vessel의 환형관을 통해 

원자로용기내로 유입되어 노심열을 전달받아 950 "c의 고온으로 된 다음 Cross Vessel의 

내관올 거쳐 원자로용기를 떠난다 원자로용기내 냉각재 유로는 상향 냉각재유로를 거쳐 

프리즘 노심의 핵연료 냉각재채널과 우회유로들로 분리된 다음 출구 플레념에서 합쳐진 

다. 프리즘 노심은 환형으로 3 개의 링에 총 48 (기존 102) 개의 fuel assernbly로 구성되 

며 l 각 fuel assernbly는 축방향으로 7 (기존 10) 개의 핵연료 블록을 가진다. 환형 노심은 

안쪽의 내부 혹연 반사체y 상부 및 하부의 혹연 반사체들 그리고 바깥쪽의 외부 혹연 반 

사체에 의해 둘러싸여진다. 다시 혹연 반사체는 노심용기에 의해/ 그리고 노심용기는 원 

자로압력용기에 의해 둘러싸여진다 원자로압력용기 외부의 원자로 공동내에는 219 (기폰 

292) 개의 RCCS 튜브가 설치되어 있고， 튜브내부의 공기 자연순환냉각에 의해 사고시 노 

심잔열올 제거한다 PMR2oo-CD1 계통에 대한 GAMMA 계산모텔은 LPCCj공기유입사고 

민감도 분석을 위한 계통모텔파 동일하다[전지수， 2007.02b]. 

정상상태에 대한 주요 변수 자료로서 헬륭 냉각재 유량은 950 "c의 냉각재 출구온도를 

얻기 위해 82.985 kgjs로 조절하였다. 핵연료 최고용도는 1165 "c로 정상운전 제한치 

1250 "c를 만족한다[전지수， 200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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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PCC 및 LPCC 사고해석 결과 

HPCC 및 LPCC 사고 발생후 입구 유량 및 압력 변화 조건으로서 HPCC인 경우 60초 
후에 zero 유량이 되며 8시간 후부터 5.03 MPa 압력을 유지한다. LPCC인 경우 초기부터 
유량은 zero 로 설정하며 10초 후부터 0.1 MPa 압력웰 유지한다. 사고 발생후 원자로가 

정지되고 노심에 발생되는 붕괴열은 자연순환에 의해 부분적으로 냉각되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로 노심 부품의 열전도로 전달된 열올 RC<건가 제거하게 된다 본 사고해석의 목적은 

노십 핵연료 및 원자로 주요 부풍의 온도 거동올 조사하고 최고 옹도가 원자로 안전 제 

한치를 만족하는지 보는 것이다 

중앙/ 측면/ 하부 및 상부 혹연 반사체에서 최고 온도의 변화를 보연/ 하부 흑연 반사 

체는 과도 상태 발생후 노심 하부의 고온 헬륨 냉각재가 상부로 역류하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초기부터 갑소한다. 반면에/ 내부/ 외부 및 상부 흑연 반사체에서는 과도 상태 발 

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최고 온도에 도달하고 서서히 최고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올 

보여주고 었다. 최고 온도가 가장 늦게 발생하는 곳은 측면 혹연 반사체로서 LPCC의 경 

우 43 시간 후에 최고온도 1018 'c에， HPCC의 경우에는 37 시간 후에 최고온도 871 'c 

에 각각 도달한다. 최고 온도가 가장 큰 곳은 중앙 혹연 반사체이며 LPCC의 경우 33 시 
간 후에 최고옹도 1432 'C, HPCC의 경우 25 시간 후에 최고용도 1장3 'c에 각각 도달한 

다. 이는 사고 초기 용괴열이 RCCS 열제거량보다 커서 핵연료 블록에 인접한 반사체의 
온도를 계속 상숭시키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RCCS 열제거량이 붕괴열보다 충분히 커지 
연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그립 3.2.1.27의 핵연료 최고온도 거동올 보면 과도 상태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에 최고 옹도에 도달하고 서서히 최고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올 알 수 있다， 내부 핵연료 

블록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LPCC의 경우 31 시간 후에 최고온도 1440 'c에/ 

HPCC의 경우 23 시간 후에 최고온도 1242 'c에 각각 도달하였는데 이는 과도상태 핵연 
료 온도 한계치 1600 'c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다. 이러한 큰 안전여유도는 PMR-600 참조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 대 출력비에 기인한다. 표연적 대 출력비가 클수록 

RCCS에 의해 제거되는 열이 커서 사고시 온도 중가가 작아진다.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는 그립 3.2.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CC의 경우 3.9 시간 
후에 최고온도 484 'C에， HPCC의 경우 1.4 시간 후에 최고용도 477 'c 에 각각 도달하였 

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최고온도에 도달하는 이유는 노심 용괴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올 갖는 원자로용기 특성에 기인한다 출력 대 표연적이 클수록 RCCS에서의 열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는 정상운전시와 비슷한 최고온도 

를 보여준다. 

(다) 결론 

• PMR200-CD1의 정상상태 최고 핵연료 온도는 1165 'c로서 핵연료 운전제한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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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낮게 나타났다 

• HPCC 및 LPCC 사고시 핵연료 최고 온도는 각각 1228 "c 및 1440 "c 이며 이는 핵 

연료 안전제한치 1600 "c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정상상태， HPCC 및 LPCC 사고해석 결과에 의하면 PMR200-CD1의 실중 노형은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운전 및 안전 요건을 만족하며 축소된 PMR 원자 

로의 한 실중로 후보 노심 model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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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BR 200 MWth CD1 

페블형 참조노형인 PBMR-400 oJ] 대비하여 200 MWth 용량으로 축소된 노형으로 제시 

된 "PBR 200 MWth CD1" (이하 PBR200-CD1) 실중로 후보 노심[조창근， 2007.03a]에 대 

하여 GAMMA 코드 입력을 작성하여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이숭욱， 2007.03], 이 

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고압열전도냉각사고 (HPCC) 및 저압열전도냉각사고 (LPCC) 해석 

을 수행하였다 2개의 제한사고 분석을 통해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의 최고온도 거동 

을 조사하고 최고용도가 원자로 안전 기준올 만족하는지 명가하고자 한다 

(가) PBR200-CD1 계통 모텔 및 정상상태 해석 

참조노형인 PBMR-400과 비교하여 PBR200-CD1 계통은 원자로용기 전반에 걸쳐 대부 

분 창조노형과 유사한 계통 모양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열출력 및 계통 크기 

를 제외한 냉각재 노심 및 우회유로 모텔은 PBMR-400과 거의 유사하지만 냉각재 유로 

및 반웅도제어봉 삽입통로 개수가 감소되었고 유회유로도 기존 4개에서 2개로 통합하였 

다. 원자로압력용기 재질은 PMR과 같은 9Cr-1Mo-V를 사용하여 CBCS 계통을 제거하였 

다. 냉각재 입출구 온도는 각각 490 / 950 'c로 변경하였으며 요구되는 냉각재 유량도 83 

kg/s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원자로공동 내에는 GT-MHR파 유사한 형태의 219 개의 

RCCS 튜브가 설치되어 있고， 튜브내부의 공기는 외부 대기와 연결된 형태의 자연순환냉 

각에 의해 사고시 노심잔열올 제거한다. 

PBR200-CD1 계통에 대한 유체 및 고체 부분의 GAMMA 계산모텔은 그립 3.2.1 .29에 

서 보여주는데 그립에서 좌측은 고체 영역(페블 노심/ 반사체， 노심용기l 원자로압력용기， 

RC<경 튜브， RCCS 하향유로 벽연/ 원자로공동 벽면)과 원자로 공동에 대한 계산모델을 

보여 주고， 우측은 유체영역(페블 노심의 냉각재채널， 우회유로 채널들/ 입구와 상부 그리 

고 출구 플레념， 상향유로， 하부와 상부 헤드 및 원자로용기와 외각 반사체 사이의 간극 

틀)과 유로에 대한 계산모렐을 보여 준다 PBR200-CD1에 대한 GAMMA 코드용 유체 블 

록 및 유로 그리고 고체 블록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은 참고문헌[이숭욱， 2007.03]에 기술 

하였다 

PBR200-CD1 실중로 후보모텔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 결과를 표 3.2.1.13에 나타내었다. 

결과표에서 보듯이 950 'c의 냉각재 출구용도를 얻기 위한 헬륨 냉각재 유량은 83.25 

kg/s로 계산되었으며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최고옹도는 1156 'c으로 나타났다 정상운 

전시 핵연료 용도 제한치는 1250 'c 이므로 약 9O'C 이상의 운전여유도를 가진다. 원자 

로용기 최고온도는 387 'c 정도로 나타났는데 9Cr-1Mo-V 재질의 정상운전 제한치인 495 

℃보다 100 'c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인다. 노심 우회 유량올 보면， PBMR-400의 20.9 %에 

비해 낮은 14.2 % 수준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우회유량의 감소는 우회유로 개수 갑소 

에 따른 우회유로 면적 감소에 기인한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으로의 열손실은 약 1.2 

MW 정도로서 전체 열출력의 0.6 %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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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BR200-CD1 과도상태 해석 

계산된 초기 조건을 사용하여 HPCC 및 LPCC 파도 상태 계산올 각각 수행하였다 본 

과도상태 해석에서 사용된 경계조건은 앞서 셜명한 PMR200-CD1의 경우와 통일한 조건 

을 부여하였다. 각 과도상태에서의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결과를 각각 그림 

3.2.1.30-31에 도시하였다 HPCC 사고시의 핵연료 최고온도는 정상상태에서의 최고옹도 

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여주며 LPCC 사고에서도 1264 "c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참조노형 

인 PBRM-400과 비교할 때， 노심 크기 및 노심 용괴열에 비해 반사체 용량이 상대척으로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심 붕괴열은 노심 출력에 비혜하므로 PBR-200-CD1에서 생성 

되는 용괴열의 경우， PBMR의 50 % 정도이다. 하지만 상하부 반사체를 포함한 원자로용 

기 내부의 전체 반사체의 용량은 65 % 수준으로 중가하므로 사고시 핵연료 온도 상숭올 

상당량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출력 대비 측면 반사체와 핵연료 영역 간 접촉 면적비가 중 

가하고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도 활발히 이루어지므보 중앙 및 측면 반사체로의 열전달 

도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도상태에서의 핵연료 온도는 참조 

노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온도를 보인다 반연 핵연료 영역에서의 열제거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는 만큼 반사체 영역의 온도도 증가하므로 노심용기 및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도 

빠르게 중가한다 따라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는 핵연료 최고옹도와 비교할 때 상당 

히 큰 폭으로 상숭한다. 

(다) PBR 200MWth CD1 노형 안전성 평가 결론 

떼블형 실중로 후보 노형중 하나인 PBR 200 MWth CD1에 대한 안전생 평가 해석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내렬 수 있다. 

PBR 200 MWth CD1의 쟁상상태 핵연료 최고온도와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는 

운전제한치인 1250 "c 빛 495 "c보다 낮은 1156 "c와 387 "c로 나타났으며 정상상 

태에서의 운전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HPCC 및 LPCC 사고에서의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는 각각의 안전제 

한치보다 훨씬 낮은 1264 "c 및 460 "c 이하로 나타녔으므로 과도상태에서의 안전 

여유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BR 200 MWth CD1의 실풍 노형은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운전 및 안전 요건을 만족하므로 PBR 원자로의 실중로 후보 노형으로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160 -



”쟁 '1' -

_ r T A'/lS 

홉홈 

길굶L 

Ae.aclor 
cavity 

F300 

W540 

W51 0c 

F: f l비d parts 
W: solld parts 

그립 3.2.1.29 PBR200-CD1의 GAMMA 계산 모텔 

표 3.2.1.13 PBR200-CD1 정상상태 해석결과 

계통 인자 정상상태 계산값 비고 

냉각재 출구온도 ("C ) 950.0 입구온도 490 "C 

냉각재 입출구 압력 (bar) 70.0 / 68.7 

냉각재 유량 (kg/s) 83.25 

우회 유량 (kg/s) 11.82 총 유량 대비 14.2 % 

RC<공 열제거율 ”ηVt) 1.20 

핵연료 최고온도 ("C ) 1156 < 1250 "C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옹도 ("C ) 387 < 49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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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것 성능평가 기술 

고온가스로는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전되더라도 TRISO 피복핵연료 사용/ 저 출력밀도/ 

큰 열용량과 늦은 열반웅 거통 및 고온안정성이 있는 흑연반사체 사용， 불활성/단상의 헬 

륨가스 냉각재 사용 동 원자로 노심의 고유한 안전설계 특성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고온 

가스로에서는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을 채택하여 사고 시 노심 잔열올 

순수한 자연현상 열전달 방식인 복사， 전도， 자연대류의 잔열제거 과정올 통해 대기로 방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가스로에서 RCCS는 필수적으로 피동 작동되도록 

셜계된다. 이러한 피동형 RCCS의 채택은 고온가스로가 기본적으로 노심 출력밀도가 낮 

고y 노심의 표연 대 부피의 비가 커 원자로 용기가 가늘고 긴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원 

자로 용기 외면에 열 차폐체가 없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연구소가 개발 추 

진하고 있는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출구온도 950'(; 이상의 노심 출구온도를 요구하여 기폰 

의 고온가스로에 비해 노심의 내부에너지가 중가하기 때문에 사고 조건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려면 RCCS의 노심 잔열제거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장종화， 2006.05] 그러나 이러 

한 사고 시 냉각능력의 향상은 정상상태 운전 시에는 열손실올 중가시켜 경제성에 영향 

을 주게 되므로/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화된 RCCS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초고용가스로의 안전성 업중올 위해서는 반드시 RC<퍼의 성능평가 기술 확보가 펼요 

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기폰의 고온가스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RCCS의 설계 

개념을 검토하고 기폰의 몰냉각 또는 공기냉각 방식의 장/ 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 

며 그 결과를 계산서[조봉현， 2006.10]로 정리하였다. 원자로공동에서의 열전달 즉， 원자로 

용기 외벽으로부터 RCCS 냉각판넬로의 열전달은 주로 복사열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임홍식， 2004.10] 따라서 정확한 RCCS의 성능명가를 위해서는 원자로공 

동 및 냉각판넬 내의 열전달올 지배하고 있는 복사열전달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 

게 된다. 이률 위해 단순한 육면체 형상의 공동을 모의하여 상용 αD 코드인 FLUENT의 

복사열전달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계산서 I조봉현， 2007.02]로 발행하였 

다. 원자로 공통에서의 열전달 현상은 전체 RC<경 열전달 성능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 

자가 되는데 특히， 공동지역에서의 대류 열전달은 복사열전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임홍식， ~αJ4.1이 이 대류열전달이 전체 열전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이것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 

해석을 위해서는 냉각판넬 내부에서의 열 제거 과정， 즉 공기냉각기의 자연대류가 정확히 

구동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한 공기냉각 방식 RCCS의 열제거 놓력올 

전산해석 방법을 통해 모텔링하여 계산서 [조용현， 2007.03]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열 

제거 능력이 크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고유의 RCCS 설계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앞으 

로 수행될 설계 선정 및 정상상태 및 사고에 대한 성능평가 및 최적화 해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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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CCS 설계 및 설계요건 검토 

초고온가스로에서 요구하는 RCCS의 기능요건과 설계요건을 정립하였고/ 기폰의 고용 

가스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RCCS의 설계개념을 검토하고 물냉각 또는 공기냉각 방식의 

특정 및 장， 단점을 살펴보았다. 

(1) RCCS의 기농 정립 

초고온가스로 RCCS의 주요 안전 기능은 다음과 같다. 

RC<경는 중간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와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피19 System, SCS)둥 정상적인 노심 옐제거 계통이 작몽하지 않을 때 노 
심 잔열제거 수단올 제공한다 

- 고압 열전도냉각사고(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HPO디 또는 저압 열전도 
냉각사고(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PCC) 시 원자로 용기가 설계 안전 제한치 

를 넘 지 않도록 보호한다. 

- 모든 운전조건에서 원자로 공동 영역의 콘크리트 벽 구조물이 온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RCCS의 설계요건 정립 

초고용가스로 RCCS의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RCCS는 유일한 안전관련(safety-related) 노심 잔열계통으로 설계된다 RC<펴는 능동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의 자연순환 둥과 같은 피동 잔열제거가 보장되는 계통으로 

성계된다. RCCS는 원자로 용기와 이 용기를 둘러싼 공동 사이에 설치된다. 

- RCCS는 원자로 용기 온도가 설계 안전 제한치될 넘지 않도록 설계된다(예. 사고시 

원자로용기 허용온도 427"C이하 둥). Rc<조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원자로 공동 영역의 콘 

크리트 벽 구조물이 온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셜계원다(예: 갱상운전 중의 콘크리트 벽 

구조물 허용온도 65"C이하 퉁). 

- RCCS의 열제거 능력은 HPCC 및 LPCC 시 정격출력의 약 0.3 - 0.6%에 해당하는 

열올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 RCCS는 원자로공동에서 열 제거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냉각판넬(또는 냉각판) 구 

조로 셜계된다. 

(3) 각국의 RCCS 설계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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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용가스로에는 표 3.2.2.1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RCCS가 설계되고 있다 RCCS의 원자로공동 열 제거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공기냉각 

방식과 수냉각 방식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의 HTIR, 중국의 HTR-10 및 남아공 

의 PBMR에서는 수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GA와 러시아 RDIPE가 공동으로 개 

발하고 있는 GT-MHR(Russia)에서도 수냉각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에는 또 다시 

이차 냉각계통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HTIR 및 GT-MHR은 강제 수냉각 방식올 채용하고 

HTR-lO 및 PBMR은 자연대류 공기냉각 방식올 채용하고 있다. 반연， 미국의 GA가 각각 

개발 또는 개발하고 있는 MHTGR과 GT-MHR(GA)에서는 공냉식이 사용되고 있다. 공기 

냉각 방식에서는 별도의 이차 냉각계통은 불필요하다 또한 표에서 보면 RCCS의 열제거 

능력은 보통 공기냉각 방식인 경우 정격출력의 약 0.3 - 0.6%에 해당하는 열올 제거하도 

록 용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냉각 방식인 경우에는 이보다 큰 열 

제거 능력을 갖도록 셜계됨올 알 수 있다-

표 3.2.2.1 각국의 고온가스로 RCCS 설계개념 비교 

Normal Reactor Cavity Secondary heat 1055 Remarks 
(MWt) cooling type cooling type 

(M뼈 

HnR_~혹>an Water Water Max.0.6 2% 
(30) (FC) (FC) Mín. 0.3 1'" 

HTR.10 Ch~、. Water Air 
0.25 2.50..{, 

(10) (NC) (NC) 
PBMR S.AπIco Water 에r 

3.39 0.65% 
(400) (NC) (NC) 

GT.MHR aA 깨r 
None 3.3 0.55% 

(600) (NC) 
GT.MHR Russl. Water Water 4 0.67% 

(600) (NC) (FC) 
MHTGR aA 써r 

(450) (NC) None 1.1 0.24‘ 

-HπR-30 (일본) 

일본 JAERIOAEA)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고옹고압실험용 고온가스로 HTTR-30에서 

는 그림 3.2.2.1파 같이 VCSαessel Cooling System)라고 하는 2계열의 강제냉각 RCCS를 

채택하고 있다 각 계열에는 2대의 펌프와 한 개의 수 냉각기가 있으며， 이차 기기냉각수 

계통에 의해 냉각탑에 설치된 팬(fan)으로 최종적으로 대기로 열이 방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계통은 최대온도 90 "C, 최대압력 0.98 MPa로 설계되어 있다. VCS의 열제거 용 

량은 감압냉각사고 시 최소 O.3MWt(정격출력의 약 1 %), 그리고 정상운전 중 최대 

0.6MWt(정격출력의 약 2%)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차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의 허용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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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5't이하로 제한하여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 공동에서는 원자로용기의 측면과 상/ 하 

부 외측에 설치된 냉각판넬에 의해 노심의 열을 VCS포 전달받게 되는데 이 판넬에 냉각 

수 관올 용접하였다 측면 냉각판넬에 설치되는 냉각관의 수는 계열 당 108개 이며， 냉각 

수는 입구온도 25 't, 그리고 유량은 72tfhr로 설계되었다.[닮ikusa， 2005] 

그림 3.2.2.2와 같이 강제냉각 VCS외에도 피동형 VCS를 검토하기도 하였다[Saikusa， 

1995] 피통형 VCS는 계통에서 펌프를 제거하고 관내 물의 밀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으로 

원자로 공동의 열을 제거하는 것이며 최종 열제거원은 냉각탑이다. 원자로 공동의 냉각판 

넬의 구조는 강제냉각 VCS와 유사하며 냉각판넬 하부 온도를 90't이하가 되도록 설계한 

다. 이 밖에도 JAEA가 상업용으로 개발하는 GTHTR300에서는 자연대류 공기냉각 방식 

RCCS를 고려하고 있다， 

Parametert 
"‘ 

Rx Power (MWt) 

RCCS Confi gur메on 

P(braimr>ary helium pressur--

Core InI。이 Temp. (OC) 

Primary heUum f10w 
rat. (kgls) 

Power Density 0Nlcc) 

Core Helght (m) 

Cor를 Oiameter (m) 

Rx Vessel Diameter (m) 

Normal Heat Loss (M'Nt) 
(Water VCS) 

이‘lJl뻐u’ ‘ 
30 

2-1oop VCS (water 

ger@n·Irr‘9ge brtacyk Pu@p% 써rl)h 

40 

3951850 

12.4 

빼x. 0.6 (2%) 
Min. 0.3 (1‘) 

• optton: Pa‘’v.wùerVCS 
.. GTKTR300: N. C 잉r 

1뼈 coolk엔 ‘ •. 8lCllvllys삐e.Ooop 
.Water 써ettemp.: 25 'C 
• Press.: 0.18 wa 

그림 3.2.2.1 HITR-30의 능동형 VCS에서의 RPV 및 냉각판넬 구조 

.2 loop system (108 tube. ’n 
wat.r coollng panel) 
.No pump 
- Keeop the low.r wawr cooling 
pan,llow.r than 90 't 

PasslveVCS 
[A. S허kusa/JAERI.， 1잊15] 

그림 3.2.2.2 피동형 VCS의 개념 및 냉각판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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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R-10 (중국) 

중국의 떼블형 고온가스로 HTR-lO에서는 그림 3.2.2.3과 같이 2계열의 수냉각 방식 

RCCS를 채택하고 있다 RCCS의 정상운전 열제거 능력은 O.25MWt((정격출력의 약 2.5%) 

설계되었다.[Gao， 1992] RCCS는 각 계열에 원자로공동 내측에 명행으로 성치된 85개의 

관으로 구성된 cavity water cooler와 이차 최종 열제거원으로 chimney channel에 설치된 

fin형 air cooler로 구성된다. RCCS 관로의 물 순환은 상/ 하 밀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이며 

굴뚝 내에 설치된 air cooler도 약 2이n의 굴묵 높이에 의한 공기의 자연순환에 의해 작통 

되므로 HTR-10에서의 RC<조는 완전 피동형이다. Air cooler의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설 

비와 공기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공기주입구에 스크린이 설치된다. 

Parameters., ’“‘강 DesllJlllOl빼 “ 
Rx Power (M'A끼) 10 .96tu“ I In wat.r c.vlty e。이" 

RCCS Configuratlon 
2-lndepen앙ent & 

parallel water RCCS 

Primary helium pressure 
30 

(bar) 

Core InlOut Temp. (OC) 25α700 

Primary h하ium 1)αw 
4.3 

rate (kg/s) 

Power Density (WI야) 

Core Height (m) 1.97 
Cor，훌 Diameler (m) 1.8 

Rx Vessel Diameler (m) 4.88 

Normal Heat Loss (M\J\It) 0.25 
αVaterRCCS) (2.5%) Dla. of Rx c‘wtty. 7 A m 

Cavltywaærcoo‘r. 85 ‘,bes 

그림 3.2.2.3 HTR-10의 원자로 및 수냉각 방식 RCCS 

- PBMR (남아공) 

남아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PBλ，ffi에는 그립 3.2.2.4와 같이 3종류의 원자로에 대해 각 

각 서로 다른 RCCS가 있는데 모두 수냉각 방식 RCCS를 채택하고 있다. 초기의 220MWt 

급 PBMR에서는 부분 비둥올 허용하는 냉각관형 개념올 사용하였고t 이후 265MWt급 

PBMR에서는 원자로 공동 주위에 여러 개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개념을 고려하였다가/ 최 

근의 400MWt급 PBMR에서는 공기냉각 방식의 냉각판넬과 유사한 2중의 standpipe 개념 

의 RCCS로 설계하고 있다.[B값net， 1996; Magugumela, 2002; www.flownex.com] 이 모든 

경우에 있어 물의 비둥중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3 - 4일 동안의 피동 열제거 능력까지 갖 

도록 하고 있다 정상운전 중의 열제거 능력은 초기의 원자로 2개형에 대해서는 정격출력 

의 0.35 - 0.36%, 그리고 최근의 400MWt급 원자로에서는 약 0.85%의 용량을 갖도록 셜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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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slgn value 

Rx Power (MWt) 220 265 400 • 

Partial 
3.1∞p 1 tMk4 

RCCS Configuration boilì이g 
tanks sam。얘llp-。‘p，fes 

tubes (ψ3o d”iW.。Sr) 4 days) 

Primary helium pressure 
70 90.0 

φar) 

Core Inf。‘ Temp. ("C) 
604/90 

50α900 
o 

Primary hetium fk>w 
130 192.7 

rate (kgis) 

Power Oensity (W/cc) 4 4.8 

Core Height (m) -9 8.5 ‘ 11.0 

Core Diameter (m) 3.6 3.5 3.6 

Rx Vessel Oiameter (m) 6.44 6.56 

N여mal Heat Loss (M바뼈 0.8 0.93 3.39 
(Water RCCS+CBCS) (0.36%) (0.35%) (0.85%) 

그림 3.2.2.4 PBMR 원자로 및 수냉각 방식 RC<경 

- GT-MHR (미국 GA사 및 러시애 

600 MWt급 GT-MHR에서는 그립 3.2.2.5와 같이 2가지 형태의 RCCS 개념이 있 
다 [GA, 1996.07; IAEA, 2001] 미국의 GA사에서는 기촌의 MHfGR파 유사한 공기냉각 방 
식 RCCS를 검토하였고， GAjOKBM(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GT-MHR(러시아) 

에서는 수냉각 방식 RCCS가 검토되고 있다. 수냉각 방식 RC<경에는 이차의 최종 냉각계 

통으로 자연대류 공기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피통적으보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냉각 

방식 RCCS의 열제거 능력은 정격출력의 0.55%, 그리고 수냉각 방식 RCCS는 이보다 조 
금 큰 0.67%의 용량올 갖도록 셜계하고 있다 

Parameters 어심~ ‘ 

Rx Power (MW!) 600 (GA) 600 (Russia). 

RCCS Confi guration Nrp ca。%。i|ng We、aate。r。r2at lm∞sp 
Primary helium pressur 

70.0 70.7 
e (bar) 

Core IN'Out Temp. (DC) 490 1850 490 1850 

P껴mary helîum fIow 
320 316 

rate (때s) 

Power Oensity αVlcc) 6.6 6.5 

Core Height (m) 7.93 a 

Core Diameter (00/10) 
4.8312.96 4.8412 .96 

(m) 
Rx Vessel Diameter 

7.66f7 .23 7.66f7.23 
(00110) (m) 

Normal Heat Loss 
3.3 4 

(MW!) {에 (0r R 55C%C)Sl nNa (0te 8r7%) 
RCCS) 

v 

그림 3.2.2.5 GT-MHR 원자로에서의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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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TGR (미국 GA사) 

그림 2.2.2.6은 대표적인 공기냉각 방식 RCCS인 미국 GA사의 MHTGR 원자로와 냉각 

판넬올 보여준다 [Dilling， 1992] 공기냉각 방식 RCCS는 원자로용기 둘레에 수직으로 설치 

된 냉각판넬과 대기 냉각용 공기의 통로인 두개의 입/출구 구조물r 그리고 냉각판넬의 공 

기와 입/출구 구조물의 공기를 서로 연결해 주는 동심의 고온/저온덕트로 구성되는 

once-through 자연대류 loop이다 MHTGR의 공기냉각 방식 RCCS의 열제거 능력은 정격 

출력의 0.24%로 하고 있다-

Parameters 

Rx Power(M아~) 

RCCS Configuration 

Pri mary helium pressure 
(bar) 

Core InlOut Temp. ("C) 

Primary helium fJow 
며1. (kgls) 

Power Density rN/cc) 

Core Height (m) 

Core[껴ameter (m) 

Rx Vessel Oiameter (m) 

Normal Heat loss (M써) 
(써r RCCS) 

Designv히빼 

450 

써r cooling panel 
(。ncelhl。r。。이ugh N.C 

70 

2881704 

209.6 

6.0 

1.1 
(0.24%) 

~ C::I 
;;;;-= 

= g 

--걷 

그립 3.2.2.6 MHTGR 원자로에서의 RCCS 

(4) 공기냉각 방식 RCCS와 수냉각 방식 RCCS 

- 공기냉각 방식 RCCS 

그립 3.2.2.7은 대표적인 공기냉각 방식 RCCS인 GA사의 MHTGR과 GT-MHR에 있어 

서의 냉각판넬을 보여준다.[D피ing， 1992) 원자로용기 둘레에 균일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 

치된 RCCS 냉각판넬은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하향유로(cold downcomer), 상향유로 

로 공기를 분배해 주는 하부 플레넙r 원자로공동의 열을 전달받는 300여개의 상향유로관 

(hot riser tube) 및 이 여러 개의 상향유로관올 모아주는 상부 플레념으로 구성된다. 이 

냉각판넬의 입， 출구부는 각각 동심의 고온/저온 덕트와 연결되고 업/출구 구조물올 통 

해 최종적으로는 대기로 공기가 출입하도록 구성된다. 하향유로를 통해 내려온 찬 공기는 

상향유로판에서 원자로용기 옥 벽면을 통해 가열되고 하향유로와 상향유로의 옹도차에 

의한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되어 RCCS가 작동하게 된다. 상향유로관에서는 주로 원자로용 

기 표연은도에 의한 복사열로 열을 전달받는다 상향유로관 배후의 벽면에는 이곳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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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복사열 차단 반사체(reflector)가 설치된다 하향유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판을 덧댄 형태로 설계되며/ 하향유로와 상향유로관 사이에는 열전달이 일어 

나지 않도록 열차폐(insulation) 구조로 설계된다. 공기의 입구 온도는 43 "c이고 압력은 

O.lMPa로 본다 αùrnney는 공기의 자연대류가 잘 일어나도록 약 30m의 높이로 설치된 

다 

292 hot rlslr coollng tubes 
(panels) 

Rlser helght: 19.2 m 
Ch’mney helght: 27.4 m 
Alr Inlettemp. : 43 't 
Pre.sure: 0.1 MÞa 

InsulatJon 

:1l'T"-

Hot rlsertube -

그림 3.2.2.7 공기냉각 방식 RCCS 구조 

Cold downcomer 

이 공기냉각 방식 RCCS는 노심으로부터 원자로용기로 전달되는 열이 냉각판넬에 도 

달하면 냉각판넬 내에서 자연대류가 일어나게 되므로 항상 피동 모드의 냉각운전이 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공기냉각 방식 RCCS는 고장이 거의 없고 상시 작동(피동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기냉각 방식 RCCS는 별도의 이차냉각이 불필요하므로 수냉각 방식 

RCCS에 비해 훨씬 단순한 구조가 되어 비용올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약점은 

열제거 효율이 떨어지고 반웅속도가 늦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립 3.2.2.8과 같이 냉각능력이 획기적으로 중가된 새로운 개념의 공기냉각 

방식 RC<경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3.2.2.8의 (a)는 ORNL에서 소개한 2400 -

4000MWt급의 고용량 고온가스로가 구현 가능한 Advanced High Temperature 

Reactor(값ITR)의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이다 [Forsberg， 2006] 이 형태는 GE의 소륨고속 

로의 S-PRISM 개념으로부터 온 것으로 원자로 용기 하부에 망lard vessel올 설치하고 여 

기에 아르곤 가스를 채워 노심으로부터 원자로용기 밖으로 빠져 나오는 열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 특정이 있다 그림 3.2.2.8의 (b)는 연구소익 심윤섭 박사팀이 제안한 것으로 

헬륨 냉각 고용가스로에서 원자로 용기 하부에 액체금속을 채운 guard vessel을 성치하는 

개념이다.[심윤섭， 2006a] 예비계산에 의하면 액체금속으로 납을 사용한 경우와 주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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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 기존의 공기냉각 방식 RCCS에 비해 열제거 능력이 각각 1.13배 및 1.91배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New Concepts 

Fu‘ 
R_~톨i허 

-’-‘ .... 뼈，"'"‘ ~Il.‘ ... ""‘d ’laII 
r .. ‘”“ 
벼녀u .. 
C-.I 

HOtAlrOUl 

프)~ 

2400 -4∞O~κ 
sareguard veslel nlled wlth 
argon 

Passlve Decay-He.t System for AHTR 
[C.W. Forsberg/ORNL, ICAPP '06) 

GE S.pRISM(SFR) c‘)ncept 

(a) 

Lead: 1.13 
T1n: 1.91 

-
a e r 

Rcv !?"ζp R 

LFDRS (Llqukl metaJ Fllled Decay heat 
RemovaJ System) 

[Y.S. 앙，lmIKAE때， 2야에 

(b) 

그립 3.2.2.8 새로운 개념의 공기냉각 방식 RCCS 

- 수냉각 방식 RCCS 

수냉각 방식 RCCS는 남아공의 PBMR이 대표적이며 여러 가지 개념이 제시되었다 그 

림 3.2.2.9는 220MWt급 PBMR-GT에서 검토하였던 피동 수냉형 RCCS의 개념이다[B값net， 

1996]. 그림에서 (1)은 열전달 판넬 루프에서 상변화 없는 물의 자연순환으로 RC<죄를 피 

동적으로 작동시키는 개념이다 예비설계를 통해 루프의 상단 내압을 5.5bar로 하여 전 

유로에서 비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회로 내에서 자연대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상r 

하 표고차를 충분히 크게 (12m 이상) 하였다. 유로 단연은 가능한 크게하여 압력손실이 작 

도록 하며， 입구의 창물 온도는 1 (){) t:, raiser panel에서 온도상숭이 20K일 때 RCCS 순환 

유량은 12kg/s가 된다. 그립 에서 (지는 루프 내에서 물의 부분 비둥과 웅축을 통해 대기 

로 열을 방출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상변화를 허용하여 raiser panel에서의 부력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또한 증기웅축 열 교환이 일어나므로 전열연적올 작게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예비설계를 통해 raser panel의 상， 하 표고차를 11m, 계통 압력 1bar, 온도 10 

O t: 가 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찬 물이 raser panel을 따라 상숭함에 따라 압력이 자연스럽 

게 감소하여 부분비퉁이 일어나도록 설계된다. RCCS 순환수 유량은 27kg/s, 중기유량은 

0.35kg/s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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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MR-GT(220) _s.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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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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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e: 5.5 bar 
-Flow : 12 kg/s 
-T .... : loo "t: 
- t;. T: 20K ~ rals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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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UaI bolllng' 
- PresSU"e: 1.5 bar 

Upp.rcoUector: 1 bar,100 't 
Lower coUector: 2 bar 

- Waler nOW : 27 kg/s 
- Sleam now: 0.35 kg/s 

그립 3.2.2.9 PBMR-GT(220MWt)의 수냉각 방식 RCCS 

그림 3.2.2.10은 2651\‘Wt급 PBMR과 400MWt급 PBMR에서 검토하였던 피동 수냉각형 

RCCS의 개념이다[Magugumela， 2002니 Www.flownex.com]. 두 가지 모두 노심잔열 제거는 

강제냉각 및 피동냉각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는데 그림은 피동냉각 개념만올 보 

여준다. 그림 3.2.2.10의 (a)인 265MWt급 PBMR에서는 원자로용기 주위 공동에 45개의 물 

탱크를 설치한다 이 피동냉각 계통은 각 50%의 부하뜰 갑당하는 3개의 독립적인 loop으 

로 구성되는데 정상운전 중 원자로 공동 냉각은 RC(그S 수관을 통해 일어나며 탱크 상부 

에 설치된 anti-syphoning device를 소량의 자연대류 유량이 순환되면서 일어난다- 사고 

시에는 비퉁중발을 통해 약 5일 동안 열 제거가 가능토록 설계하였으며 파열판올 통해 

대기로 중기를 방출하게 된다 

그림 3.2.2.10의 (b)는 400MWt급 PBMR에서 사용하는 피동냉각 개염을 보여주는데 원 

자로공동 냉각을 위해 중심에는 하향유로관(downcomer)이 있고 바깥에는 가열부인 상향 

nser가 있는 ann버ar 구조의 standpipe를 사용한다. 순환 loop는 standpipe와 연결된 

manifold를 통해 탱크로 연결되는데 1 t떠1k - 4 standpipes system으로 구성되며 전체 

standpipe 수는 72개 이다. 피동냉각 운전모드에서는 뀔의 자연대류 순환이 일어난다 물 

탱크의 용량은 사고 시 비퉁중발올 통해 약 95시간 동안 열 제거가 가능토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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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MR(265) _5. Africa 

irI1I영‘a뻐.야‘ma.lr 

p 
• 3-lndependent coollng loops(5O% heat 
remoy허no。이 

.15tank‘ loop 
• Passlve mode 

Natural draft: water c。이Ing (towft。‘씨 
B이IIng 0", operatJon(5 days’ 
RupbJr. dlsc open the vapor path to the 빼끼 

(a) 

’·’‘ -’ .. ~’i 

PBMR(400) _5. Africa 

(b) 

I tank.4 ‘ tandplpes system 
(tot피 72 standplpes) 

• Actl 'ie operatlon by pump 
(18 1::‘ 135 kg/s) 

• Passlvl mode: Natural draft: 
water coollng 

• Water tlnks: allows 95 hrs 
boiling off 

그림 3.2.2.10 PBMR(265 MW야 및 PBMR(400 MWt)의 수냉각 방식 RCCS 

그림 3.2.2.11은 GT-MHR(러시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피동 수냉각 방 

식 RC<퍼를 보여준다. [IAEA, 2001] 이 RO영는 2개의 독립계열로 구성되고 각 계열에 표 

면냉각기 (surface coole다 및 중발열교환기가 각각 1개씩 었다. 표연냉각기는 원자로 공통 

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원자로 용기 표변의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정상운전 중 표연냉 

각기 입， 출구의 용도는 27"C 및 90't로 설계되어있으며， 원자로 공동의 콘크리트 온도는 

80't이하이다. 사고 시에는 원자로 용기 표변온도 및 콘크리트 용도 제한치를 각각 540 't 

와 150't로 하고 있다 이때에는 증발 열교환기 내에 있는 물의 중발을 이용하여 열 제거 

하며 48시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계통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림 3.2.2.11과 

같이 중발 열교환기 대신 히트파이프를 설치하고 이차 열침원(heat sink)으로 공기 덕트 

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수냉각 방식 RCCS의 일반적인 장접은 열제거 반웅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반면， 단 

정으로는 피동비퉁 운전모드에서 2상유동 또는 강제냉각 모드에서 피동비둥 모드로 천이 

되는 과정에서의 운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수냉각 방식 RCCS 

는 이차적인 냉각이 필요하므로 공기냉각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기냉각 방식 RCCS와 수냉각 방식 

RCCS의 장/ 단접을 정리한 것이 표 3.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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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HR Russia 

口 Passive RCCS 

21 RCCS surface cooler 
22 Alr duct 
23 Hx with heat pipes 

2-loop system 
RCCS surface cooler inletlout 
let temp.: 27/90 t 

Concrete temp limit: 80 t 

그림 3.2.2.11 PBMR(265MWt) 및 PBMR(400MWt)의 수냉각 방식 RCCS 

표 3.2.2.2 공기냉각 방식 RCCS와 수냉각 방식 RCCS의 장/ 단점 

Air Cooled RCCS Water Cooled RCCS 

- Simple and always working - More complex and costly 
system 

- Fewer failure modes and more - Passive boiling m여e wherein heat r히ected by 
passive venting steam (stored water volume could last 

for several days) 
- Sign~icant uncertainty and complexity in 
。peration

(1) 2-phase ftow in the boiling mode (poten!ial 
restart problem after boiling mode operation) 

(2) Transition between the active and passive mode 
- Less effective for heat removal - Fast heat removal response 
- Leaks provide possible air ingress - Account for water leaks into cavity 

accidents - Fouling. corrosion concerns 

나 공기냉각 RCCS 2차원 CFD 해석 

(1) FLUENT의 복사열전달 계산 정확도 형가 

- 계산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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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원자로공동이나 냉각판넬 형상은 단순하지 않지만 복사열전달 해석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주 단순한 육연체 밀폐공간을 가정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복사모델 만 

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통해석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RCCS의 공기는 복사 홉수계수가 

0.01 정도로 매우 작아 이 공기가 복사 전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경우 복사 모델의 정확성 검증이 어렵게 

되므로 본 계산에서는 복사 홉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 및 산란계수(scattering 

coefficient)를 모두 0으로 가정하여 참여 유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또한 모든 벽 

은 확산( diffusion), 방사(emission) 및 반사(reflection)하는 회체(gray body)로 가정하였다. 

[박래영， 2006] 사용되는 각 복사모델은 격자수/ 광선수의 셜정에 따라 계산 결과에 영향 

올 미칠 수 있다. 기본형상올 설정하여 각 복사모텔의 계산 분해놓과 정확도를 펑가하였 

다 원자로공동에서의 자연대류 계산에는 벽면 밀집격자가 요구되므로 비균일 격자에 대 

한 복사모델의 민감도 평가도 수행하였다. RC(경의 복사 열전달은 대부분 표면 사이의 열 

전달로 일어나므로 기본형상 외에 기하형상의 변화(형상의 중횡비)에 따른 민갑도와 실조 

건과 유사한 형상에 대한 각 모텔의 계산 민감도를 아울러 평가하였다. FLUENT에서는 

DTRM(Decrete Transfer Radiation Model), Rosseland, P-1, S2S(Surface-to-Surface 

radiation model) 및 DOM(Disσete Ordinate radiation Model)의 총 5개 복사모텔을 제공 

한다. [FLUENT, 2005] RCCS의 내부 공기와 같이 광학두께가 앓은 경우(광학두께<1)에 적 

용 가능한 모텔은 DTRM, DOM 및 S2S 모델이며 본 계산에서는 이들을 조사 대상 복사 

모텔로 선정하였다. 

경계조건에 따라 고온인 변(w1)에서 복사열이 방사되어 이 연에 평행인 저온 면(w2)으 

로 투사되는 복사열속(incident radiation flux)의 분포는 대칭형상이 되어야 하므로 각 복 

사모텔의 성놓 평가를 위해 w2 연의 투사 복사열속 분포의 균일성과 대청성을 비교/ 평 

가하였다， 복사모델 해석결과의 정확도 또는 신뢰성 평가는 직육면체 밀폐공간에서 복사 

열전달을 정확히 계산해 주는 RadRec 프로그랩을 활용하였다 RadRec 프로그램은 전산 

코드의 복사해석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기준코드로 사용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 

고 있으며 관련 해석 방법 및 이론적인 설명은 참고문헌 [심윤섭， 2006b]에 자세히 제시 

되어 있다 RadRec 계산 값을 기준으로 각 복사모텔의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상대오차를 구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li연전열량RtJdRec - 1.연전열량사용오갱| 
1면 상대오차 [%] = 1- - - - ~ .~(u:~"rd~)' - - ~ 'T?Y~-" Ix 100 

i연 전열량lffidRe c 
(3.2.2.1) 

계산 속도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 방정식 계산의 residual이 10-13 이하로 떨어지연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이때까지(iteration 약 13회) 계산에 걸린 시간을 서로 

비교하였다-

- 기본 형상에 대한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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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2 및 표 3.2.2.3은 기본 형상에 대해 이상의 3개 복사모델 계산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여준다 그림 3.2.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모텔의 계산 해상도는 서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다만， 계산의 정확도는 표 3.2.2.3에서와 같이 S2S, DTRM 그리고 DOM의 

순으로 떨어지는 것올 볼 수 있었다 계산시간은 S2S와 DOM이 비슷한 반연 DTRM은 상 

대적으로 오래 걸렀다 

L 

'1 :1....03 

’ ... -‘ .... 영 
’ ••• ‘n 
•. -∞ 
.’‘ .... ........ 
..... ‘g 
.. ‘껴a 
，-‘~ ,
’ ...... 
•. -∞ .. “‘* 
“’·‘a ........ 
uo .... 

‘’‘·셔~ 
‘，..，，~ y 

‘ ...... ,..., 
".1'0.얘 

DTRM 때x(4) DOM (3x3) S2S- Adoptive method 

그림 3.2.2.12 각 복사모텔에 대한 저온면에 투사되는 복사열속 분포 

표 3.2.2.3 비 균일격자에 대한 각 복사모텔의 역연 복사 열전달율[w] 

Non‘Jnlfonn grld 

l，.나 l~ G.l‘’‘’ 
1‘-‘.lf..l，“얘‘ 

11
- ’A ‘ 

Unlforml Rel Compu. Hotw혀1 
Case Non. Error'" T1me 

untform rlI>lI!!‘2 I히 w1 

RAodRlOc +1461 .3 

DTRM U 0.12 32 

124x2‘’ N 0.07 23.1 

U 0.1 6 3.1 
DOMβ.3) ‘ 1451 .26 

N 1.1 3 8.8 

U 0.0 2.9 
S2S 

N o 4.5 

영고: tt lot‘ - co(T서 T.'rArea- ’‘"lwl 
" Relëttiw .rntr I써 - IHTR",.,‘ .. - HTR .. )It’l~II..，"'OO 

w2 

.a41.D6 

-840.Ð9 

-840.60 

-839.68 

~.55 

용41 .D4 

.a41.D6 

Coldwan 

WJ 

-152.66 

-153.70 

-1 51 .68 

.151.66 

-149.14 

.152.66 

.152.66 

w4 WI5 

• • 

• • 

• • 

• .154.15 

• -151.21 

• • 

• • 

~:Em“vø Ra dlatlon 

‘ Inclden’ Rldlatl‘’” 

’‘’ 1 

• l 

• 1 

• l 

• 
• 1 

-+ 

표 3.2.2.3은 벽면 근처의 격자를 밀집시킨 비균일 격자인 경우에 대해 복사모텔 계산 

결파를 보여준다 다른 모텔에 비해 S2S 모텔은 비균일 격자일 때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산을 함올 알수 있다 

- 종횡비에 따른 형상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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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3과 표 3.2.2.4는 가장 안정된 계산을 보이는 S2S 모텔에 대해 종횡비에 따 

른 영향을 확인해 본 것이다. 종횡비 (μ/μ)는 0.3, 1, 3, 및 5인 경우를 시험하였다. 그림 

3.2.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횡비에 따라 각 저온 변에 투사되는 복사열속의 분포는 서 

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열전달 계산은 표 3.2.2.4에서와 같이 RadRec의 계산과 일치함을 

알수 있다‘ 

L 

”‘ ... .• “’ 
’~..， .-
""""" ......" 

,-’ . ....., 
“@ 
‘g 
~ 

‘ι@ ,,- κ t ,...., 
i용 .- AR"0.3 AR-1 AR-3 AR-5 
’‘찌 . ..., 
”‘@ L ’“ ... ‘--

그림 3.2.2.13 S2S - 종횡비에 따른 저온 변에 투사되는 복사열속 분포 

.. , 

표 3.2.2.4 S2S - 종횡비에 따른 벽면 복사 열전달율[w] 

1‘，-400κr，..o K 

"‘1‘-00 

Ho!wall 
Case 

w1 w2 

0.3.1x• RadRec 용41.05 

(AR"0.3) S2S .841.05 

1.1.• RadRec -290.0 

(AR"1) S2S -290.0 
+145126 

3.1.1 RadRec 47.85 

(AR"3) S2S 47.85 

5.1.1 RadRec -18.∞ 

어R=5) S2S -18.02 

침고 q tOhI- EO(Tt>'‘ Te 41-Araa - 14511wJ 

w3 

-152.55 

-152.55 

-290.32 

-290.32 

-350.85 

-350.86 

-358.32 

-358.32 

Coldwall 

w4 

• 

--> 

--> 

• 

--> 

• 

• 

--> 

w5 w5 

• --> 

-’ • 

--> -+-•· 

-’ • 

-• --> 

• • 

--> --> 

-+ -’ 
+ : Emissive Rad섭tlon 

. : Inddent Rad‘!lItion 
• Relative error 1%1- (H TRRadR.,- HTR~)lHTRRadRK '"100 

- 실 조건의 형상에 대한 계산 결과 

그림 3.2.2.14와 표 3.2.2.5은 실 조건의 형상에 대해 3개 복사모델 계산 결과를 서로 비 

교해 보여준다 그림 3.2.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온 변에 투사되는 복사열속 분포는 3 

모텔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대칭성은 S2S와 DTRM이 유사하다. 표 3.2.2.5에서 고온 

변에서 방사되는 복사열전달은 앞에서와 달리 3모델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확도 

는 DTRM, S2S, DOM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용 변에 투사되는 복사열전달의 정확도 

는 S2S, D꺼~M， DOM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r 계산 안정성 퉁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실 조건의 형상에서도 S2S 모델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모텔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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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 
2n..m 

““。'M_ 
’-,-‘, ,.‘ .... ,-
u ‘@‘ 
,.’·‘·‘ 
”’·쩌 
’‘·‘’ .. “ g ....... 
’-,-’ ..... ,- 니 , ....... 
‘,,- DTRM (24x24) DOM (3x3) S2S-Adoptlve method 

그립 3.2.2.14 S2S - 형상에 대한 복사모델의 저온연에 투사되는 복사열속 분포 

표 3.2.2.5 형상에 대한 각 복사모댈의 벽연 복사 열전달윷[w] 

악원1 

1“lIIOι t ,..’00< 
T,‘",-t50C 

L 

Case 
Compu. TIme Hotwall 

[oJ w1 

RadRoc +2α얘4.0 

DTRM +20045.6 
(24.24) 189.9 (292) 

(0.09) 

DOM 
17.5 (2.7) 

+20018.7 

(3 .3) φ23) 

S2S 6.5 (1) 
+20042.7 
φ11) 

앙고‘ '1 td‘ - rð (Th4.To"l-Aru - 24571.J1wI 

w2 

.43eo.5 
4372.4 
(0.18) 

.;3702.1 
(15.49) 
4 :375.0 

t ’.13) 

.. Rolatlve error I‘J- 뻐TRR~Rac' HTRt:OII뻐TRIQdR깅00 

(2) 공기냉각식 RCCS 열전달 모텔링 계산 

- 계산 및 명가 방법 

w3 

-6790.0 

-6750.3 

(0.68) 

-7173.7 

(5.65) 
-6782.4 

(0.11) 

Coldwall 
w4 

• 

• 

... 

.... 

”‘s 
>'16 

-1061.8 ... 
-1030.9 

(1 .99) 
... 

-984 .6 
(6.39) 

... 

-1060.4 
• 

(0.1히 

+: En’ιsl‘e Radlatlon 

. : Incldent Radla’10. 

대표적인 공기냉각식 RCCS인 GA사의 GT-MHR을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참조 

원자로용기의 상/ 하부 형상은 반구형상이나 원자로용기의 상하부 양단에서 냉각판넬로 

전열되는 복사 분율은 용기의 셀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 

로 원자로용기를 원통 기둥의 모양으로 형상올 단순화하여 모의하였다. 또한 많은 냉각판 

넬이 퉁간격으로 원자로용기 둘레를 둘러싸고 있고 각 냉각판넬에는 동일한 유량의 공기 

가 흐르며 열 및 복사 특성이 서로 통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냉각판넬을 한 개 

의 원통형 유로(뻐nulus)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3.2.2.15와 같이 원자로 공동과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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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을 원형으로 모사하고 축 대칭으로 가정하여 단순화 하였다- 냉각판넬 내부로 흐르는 

공기는 하부에서 들어와 상부로 흘러 나가는 것으로 단순화 하였다. 

-_._---*_ . ., 
같끌룰三검 

‘ i --‘_ .. 醫짧 --

1<<'>1 
~깅 

_. 

Reactor vessel 
-Assume c:ylindric:al shell 

Reactor cavlty: 
Assume annulus 
.Toplbottom: insulated 

이r cooler‘ 
~Assume alr ducts as 
。ne annulus 
ε Forced air cootìng 

Calcu lational 
domain 

"""" .. 

。

그립 3.2.2.15 계산에 사용된 단순화한 공기냉각 방식 RCCS 

그립 3.2.2.16과 같이 대기압 하의 온도변화가 큰 영역에서 공기의 물성치의 변화가 상 

당하므로 보다 정확한 유동해석을 위해 공기의 물성치 데이터를 FLUENT에서 사용자 

sub-routine으로 제공하였다 사용된 물성치는 NIST의 data-base를 사용하였다 사용자 

sub-routine은 공기 압력 O.lMPa에 대해 온도 273 - 772K 구간을 1K 간격으로 하여 총 

500개의 불성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주었고 중간 값은 보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FLUENT에서는 수렴성 문제로 Cp 값을 사용자 sub-routine으로 넣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산 온도범위를 30구간으로 나누어 각 온도 점에 대한 Cp 값을 

지정하여 주었고 계산에서 선형보간(linear fitting)하여 중간 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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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대기압 조건에서 공기의 불성치 

그립 3.2.2.17과 같이 계산영역은 20 축대칭(20-axisyrnmetric)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경계조건으로는 공동의 상， 하단 벽은 단열조건으로 가정하였고r 열원이 되는 고온의 원 

자로용기 표연은 일정용도(양O "C 사용)를 주었다 원자로용기의 원통부 길이는 12m로 가 

정하였고 원자로용기와 냉각판넬 표연의 방사융(emissivi ty)은 0.8율 사용하였다. 냉각판넬 

내 공기냉각기(air cooler)의 유동은 강제 대류 및 자연대류 모두를 모의하여 계산하였다. 

강제대류의 경계조건은 입구를 질량유속 14.2kgjs로 허고 출구는 압력경계로 설정하였다. 

이 질량유속 값은 아래와 같이 참조 공기냉각 방식 RC<그S의 공기냉각기 냉각용량 3.3MW 

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구하였다 단， 이때의 공기냉각기 입， 출구의 용도는 각각 43"C와 

274 "C로 가정하였다 

(3.2.2.긴 
o 3.3 X 106 

q=mCpL1 T, m=행T= 1007X(274-… '" 14.2 αgjs) 

자연대류인 경우에는 입， 출구를 모두 압력경계로 셜정하였다. 즉， 입구 온도(43 "C)와 

압력 (gage total pressure: 0)을 설정하고 출구는 backflow total temp.(43 "C)와 압력 (gage 

pressure: 이올 성정하여 주었다. 이 경우 냉각기 벽연 온도가 하부 입구에서 상부 출구로 

올라가면서 상숭함에 따라 내 외부 용도차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려연 운전조건(operation 

condition) 설정이 중요하다 본 계산에서는 운전조건요로 운전압력 대기압r 운전온도 4 

3 "C, 운전 밀도를 1.117kgjm3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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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7 계산영역 (2D-축대칭) 및 경계조건 

계산은 2D 축대칭 조건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이 중 S2S 모델은 사용에 제한이 있어 

DTRM과 DOM 모델만을 사용하였다 D1RM에서의 광선 추적을 위한 방사면의 광선수는 

8와 φ방향의 이산화 개수(입1망liar discretization)를 지정하게 되는데 본 계산에서는 충분 

한 해상도를 얻도록 24x24로 지정하였다 또한 방사 면의 수와 홉수 셀의 수는 default 

값인 1을 사용하였다. DOM에서는 Division수(따 XN.)를 지정함으로써 제어각의 수가 결 

정되는데 본 계산에서는 충분한 해상도를 얻도록 8x8올 사용하였다. DOM에서는 형상에 

따라 제어각 overhang 현상이 발생활 수 있으므로 입체각올 또 다시 작은 Pixel로 나누어 

주는데 본 계산에서는 해상도가 충분하도록 5x5 Pixel을 지정하여 계산하였다. DOM에서 

반사지수(refractive index, n)는 default 값 1을 사용하였다 원자로용기와 공기냉각기의 

온도를 기준으로 원자로공동부 공기의 명균온도를 구하여 환산한 원자로공동부에서의 Ra 

수는 약 1012 order 이므로 원자로공동 내부에서 발생되는 자연대류 유동은 난류로 천이 

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류계산을 위해 표준 k-e 모델이 사용하였고 벽변경계 

조건은 enhanced wall treatment를 사용하였다. 또한 벽면 최초 격자가 y+ - O.4 정도가 

되도록 벽면 근처에서 충분히 많은 격자를 생성시켜 부력효과에 의한 자연대류가 발생하 

도록 하였다 계산의 수렴조건은 유통 residual을 1암으로 설정하고 냉각판넬의 최고온도 

를 모니터하여 안정될 때까지 계산을 약 5，000회 정도 반복하였다. 

- 유통 특성 

그림 3.2.2.18은 냉각판넬 내 공기냉각기 모의 방식에 따른 원자로공동부 및 공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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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분의 축 방향 속도벡터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준따. 공동부에서는 자연대류가 잘 일 

어남을 볼 수 있는데 속도 벡터의 분포 모양은 사용된 복사 모델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 

다 그러나 공기냉각기 부분의 축 방향 속도벡터 분포는 두 경우에 서로 차이가 많음올 

볼 수 있었다. 즉 공기냉각기를 강제대류로 작동하도록 모의한 경우는 출구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유속은 약 2.5m/s가 되는 반면， 자연대류로 작동하도록 모의한 경우에는 공기유 

속이 거의 2배인 약 4.Srn/s가 되었다 이것은 강제 대류로 모의한 경우에는 공기냉각기 

유로 저항이 이미 반영되어 유량이 제어된 반면， 본 계산에서 모의한 자연대류로 작통하 

는 공기냉각기는 유로 저항이 거의 없는 매우 단순한 형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설 

계 조건보다 다른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계산은 공기냉각기 부 

분은 자연대류로 모의하여 작동됨과 모의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 의의가 있다. 

향후에 공기냉각기를 자연대류로 모의하면서 porous media 동을 유로 입구나 출구에 부 

착하여 유로 저항을 반영하여 준다면 설계조건에서의 자연대류 열제거량을 잘 예측할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DTRM 

(24)<24) wlorad. 
C,QM 

(8갱.5>5) 

mls 

w}o rad 
DTRM ‘24><24) 

。QM

(8.8,5>5) 

” ” ” 
씨
 
” ” ” ”” 
” % ” ” ” 
u n ” ” ” 
이
 녀 녕
 ” ” 

M ” ” ” 
M 

mls 

(b) 강제대류 모의 (a) 강제대류 모의 

그림 3.2.2.18 공기냉각기 모의에 따른 축 방향 속도벡터 분포 

공동부 및 공기냉각기 부분의 온도 분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공기냉각기 

- 열전달 특성 

그림 3.2.2.19는 공기냉각기 모의에 따른 원자로 

포를 보여준다 용도분포 모양은 사용된 복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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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제대류로 모의한 경우와 자연대류로 모의한 결과를 비교하연 공동 내의 온도 분포 

는 강제대류의 경우가 약간 더 높았지만 분포 형상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총 

전열량에 대한 복사와 대류 열전달의 비율을 표 3.2.2.6에 나타내었다 표 3.2.2.6으로부터 

원자로 공동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원자로 용기에서 냉각판넬로의 총 

전열량에서 복사 전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기냉각기 측을 강제대류로 모의한 경우에 

약 96%, 그리고 자연대류로 모의한 경우에는 약 95%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값 

은 참조문서 [김세윤， 2006.05]에서 95-98%로 계산한 것과도 잘 일치하므로 원자로공동에 

서의 열전달올 잘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로 공동지역 전열의 특성은 총 

전열량에 대해 복사에 의한 전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95-96%를 차지하므로 복사열전달 

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2.19와 표 3.2.2.6에서와 같이 입/ 출구 압력경 

계 조건으로 모의한 공기냉각기의 자연대류 작동은 잘 이휘지고 있으며 표 3.2.2.6에서와 

같이 자연대류로 모의한 계산이 참조 원자로에서 사용한 냉각용량을 기준으로 강제대류 

로 모의한 경우보다 각 전열량이 약 20% 중가함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본 계산에서 모의한 자연대류로 작몽하는 공기냉각기는 유로 저항이 거의 없는 매 

우 단순한 형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 조건보다 많은 열제거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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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9 공기냉각기 모의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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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공기냉각기 모의에 따른 heat balance 비교 

B.C. Total R.d. Conv. R.dlTol 
(MW) (MW) (MW) 

B.C. Total R.d. Conv. R.dlTol 
(MW) (MW) 삐삐 

c wa’l 1.278 1.229 0.050 96.1% c wall 1.528 1.461 0.067 95.6% 

。OM Inlel 0.243 0.014 0.229 DOM Inlet 0.405 0.010 0.395 

oUlleI 1.522 0.022 1.499 oUlleI 1.933 0.017 1.916 

c wall 1.262 1.232 0 여9 96.1% c wall 1.533 1.466 0.067 95.6% 

DTRM Inlel 0.244 0.014 0.230 DTRM Inlet 0.405 0.010 0.395 

001야I 1.525 0.022 1.503 oUllet 1.939 0.017 1.922 

cwa’l 0.212 0.000 0.212 cw히l 0.211 0.000 0.211 

w/oRad. Inlel 0.257 O.아1O 0.257 w/o Rad. ’n’et 0.245 0.000 0.245 

ωllel 0.470 0.000 0.470 。u야t 0.457 O.아ψ 0.457 

(a) 강제대류 모의 (b) 자연대류 모의 

다 Hybrid RCCS 설계 개 념 

고온가스로는 고유 안전특성 확보를 위하여 사고 시 원자로 공동을 통한 노심 잔열제 

거가 완전히 피동적으로 작동됨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자로공동올 통한 열제거는 정상운 

전 시 열손실을 최소화 하며， 사고 시에는 피통 냉각능력 및 이의 지속성이 최대로 보장 

되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기능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폰의 공기냉각 RCC경 개념은 

정상운전 시 열손실이 작고 피동성과 지속성은 좋으나， 사고 시 냉각용량이 제한되며 작 

동 웅답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물 냉각 RCCS 개념은 사고 시 대용량의 
잔열제거와 웅답속도에는 유리하나l 피동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며 정상운전 시 열손실이 

크다. 

원자로 출구옹도가 높은 초고옹가스로의 경우에는 원자로공동을 통한 열 제거 능력이 

기폰 설계에 비하여 커야 한다. 또한， 원자로 공동냉각 방식은 경제성 측면에서 정상운전 

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측연에서는 사고 시 대용량의 피동 잔얼제거 능력과 지 

속성 및 웅답속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 원자로 공동의 열제거 방법으로 그림 3.2.2.20과 같은 피동 공기 

냉각/물냉각의 복합형올 제안한다. 본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공기 냉각방법과 물 냉 

각방법의 장정올 모두 채용한 것으로써， 정상운전 시에는 공기냉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열손실을 최소화하고r 원자로 정지와 같은 과도상태 및 사고 시에는 공기냉각과 물냉각올 

겸용함으로써 피동 냉각능력파 지속성올 극대화한다 특히， 물냉각계통에 놓동 냉각개념 

을 적용하여 설비가 가용할 경우 운전원 조치에 의하여 사고를 조기 완화시킴으로써 안 

전성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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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온가스로의 hybrid RCCS의 설계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2.20과 같 

이 원자로 용기 외벽을 통해 원자로공동으로 전달되는 잔열은 원자로 주변 공간에 수직 

으로 설치된 원자로공동 냉각판넬의 내부를 흐르는 외부 공급 냉각유체를 통해 최종 열 

침원(대기 또는 냉각탑)으로 방출된다 냉각판넬은 공기로 채워지는 장방형 공기냉각 판 

넬과 물로 채워지는 물냉각 판넬이 조합된 형태가 된다. 정상운전 시에는 공기냉각 판넬 

을 통해 피동 공기냉각 방식으로 압력용기 열을 제거하며， 사고 시에는 피동 공기냉각파 

피통 물 냉각 방법을 겸용하여 냉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불냉각 방법에 강제대류에 

의한 농통 냉각놓력올 추가함으로써/ 운전원에 의한 사고의 조기 종결을 가능케 한다. 공 

기냉각 판넬을 이용한 공기냉각 유로는 유로 손실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단순한 형태의 

사각 덕트로 구성하고， 물냉각 판넬올 이용한 물냉각 유로는 자연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 

는 원형구조를 가지며 유체는 자연대류I 부분비퉁(냉각탑을 이용한 웅축냉각 작동) 또는 

비퉁중발(파열판을 이용한 중기방출 포함)올 허용하는 장시간 완전 피동 냉각이 지속되도 

록 설계된다- 이러한 hybrid RCCS의 설계개념은 1) 사고 시 대용량의 피동냉각과 지속성 

올 확보하고， 2) 동시에 능동냉각도 겸용할 수 있으며， 3)정상운전 시 열손실올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대용량의 냉각성능을 요구하는 초고온가스로나 열출력 용량이 큰 고온가 

스로에 적용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올 향상 시킬 수 있다. 

185 



v냉킥&l1li 

(Water-c∞I.d 
용기냉악!!!'ofj ι~ panet) 
(씨r-∞이ed .. 、-

panel} \ • , 
‘!) 

[) 

I 그3 

빼
 빔
 떼 

m 
r
ε
 
삐
 

i ‘ ‘Chlmmey) 

닝각휠 

IC。이"" 
tower) §기용률 

IS‘ •• m 
condensst믿 

m엄판 
(Rupture 

diSC) 

g지토를기 
(Reactor 
vessef) 

811호공톨 
(Reac잉tor 
CavJty) U 

g부냉각 

.iJl 잉구 
~Alr-In) 

‘ -

를 Xl rt호 
(Water 

storsQe 
tank) 

엉브 
(Pump) 

그립 3.2.2.20 초고온가스로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Hybrid RCCS(안) 

186 -



제 3 절 설계해석코드 개발 

1. High-Level PIRT 개 발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는 참조 원자로계통 설계의 핵심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사고 Process에 따른 시간구간에 대한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을 

규명하고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현상학적 중요성의 순위를 설정한다. PIRT는 주요현상 

규명올 위한 대표적인 Top-down 접근방법으로， 초고온가스로와 같이 신 개념의 설계개 

발 및 R&D 요건 도출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설계해석코드의 연구 개발에서 PIRT 

의 역할은 코드 개발 및 검중요건과 실험 database의 구축 및 새로운 실험의 필요성 도 

출에 필수적 이 다. Gen-IV ComputationaI Methods VaIidation & Benchmarks Pr이ect 

Managernent Board에서도 PIRT의 중요성에 공갑대를 형성하고 PIRT Work Package(wp) 

를 제 1 Task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이 Leader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I-NERI 과제로 개발된 참조 상용원전의 고압열전도냉각사고 및 저압열전도냉각사고의 

PIRT를 확장하여 실중로 설계에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I-NERI PIRT의 참조원전은 전력변환계통으로 터빈 Brayton Cycle을 적용한 직접루프 

형태의 600MWt급 GT-MHR 및 400MWt급 PBMR 설계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공기냉각 

RCCS 설계를 채택하였다. 그러 나， 실중로의 설계는 칸접루프 형태의 계통올 채택하고 있 

으며/ 냉각 또는 고온 압력용기와 불 또는 공기냉각 RCCS 설계를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중로의 설계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I-NERI PIRT의 실중로 적용성에 대하여 확정 

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으나r 당해 연도 연구내용인 고압 및 저압열전도냉각사고 

PIRT에 대한 실중로 일반적인 적용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HPCC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강제대류상실에 의한 고압조건에서 열전도냉각사고 

이며， LPCC 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파단에 의한 저압 열전도냉각사고입. 두 

사고 모두 원자로냉각재계통 루프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칸접루프 형태인 실중 

로에 기폰 I-NERI PIRT의 적용이 가농함. 

실중로는 냉각 및 내고온 압력용기 설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음. I-NERI PIRT는 냉각 

압력용기 설계인 PBMR파 내고온 압력용기 설계인 GT-MHR에 공히 적용 가능토록 

개발됨. 따라서， 냉각 또는 내고온 압력용기 설계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실중로 셜계 

에 기존 I-NERI PIRT의 적용이 가능함 

I-NERI PIRT는 공기냉각 RCCS에 대하여만 수행되었으므로， 물냉각 RCCS 설계에 대 

한 PIRT의 추가 생산이 요구됩. 

본 연구의 일환으로 '06년 12월 Gen-IV 6개국이 참여한 Gen-IV VHTR PIRT 

Workshop을 파리 OECD에서 주관하고， PIRT Work Package의 계 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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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음은 PIRT Workshop의 주요 결과이다. 

각국은 PIRT의 적용목적에 따라 상세도나 사고 시나리오 정의 및 사고가갱에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자국의 고온가스로 셜계에 대한 PIRT를 개발 중에 있음， 설계자는 

PTRT 대신에 DDN (Design Data Needs)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PIRT 생산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며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Gen-IV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에 모든 참여국이 합의. 

• 각 국의 PIRT 참조설계， 활용분야의 상이성으로， Gen-IV를 통한 단일 PIRT의 생산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따라， PIRT Work Package를 각국의 PIRT 관련 연구 

결파를 종합하여 통합 PTRT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함. 본 보고서에는 공통의 

코드개발요건/ 실험 DB 및 신규실험의 훨요성 및 셜계기술 개발요건의 도출 퉁을 기 

술함 한국은 PIRT Leader로서 상기 고려사항올 반영한 Gen-IV PIRT WP를 제안하고 

합의정을 도출하였음. 

• 설계기준사고 뿐만 아니라 운전과도상태 및 핵분열생성물 수송/ 핵설계 및 기계얼계에 

대한 PIRT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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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설계 코드 체계 개발 

가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설계 해석 체계 개발 

(1) 개요 

고온가스로는 입자핵연료와 혹연 감속재 및 헬륨가스 냉각재의 사용으로 인한 독특한 

핵적 특성올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핵척 특성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고려하여 노십핵설 

계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특이 핵적 특성으로는 입자핵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중비균 

질성 (Double Heterogeneity), 냉각재 채널에서의 중성자 흐름 효과 (Sσeanting Effect), 

혹연 반사체와 핵연료블록간의 강한 상호작용， 주변의 변화에 민감한 중성자속 분포의 변 

화 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핵적 특성올 고려하여 기존 가압경수로의 노심핵설계에서 도 

입하고 있는 2단계 절차를 개선하여 그립 3.3.2.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은 블록형 고온가 

스로의 노섬핵설계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해석 체계는 스펙트럼 계산과 노심 해석 계산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해석 체계[E. Teuchert, 1994]와는 달리 경수로 노심 해석 

에서 우수성이 입중된 스펙트럼 계산과 노심 해석 계산이 분리된 퉁가 균질화 이론에 기 

초한 2단계 절차를 사용한다 

빼T
-빼
 

Transp。π l.attice Calculatlon 
- Fue’ Block 
- Refleclor 

XS Functiona l1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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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Diffusion Core Calc내a뼈1 

- Physics Analysis 

그림 3.3.2.1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물리 해석 절차 

고옹가스로에 적용하는 2단계 해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이중 비균질성을 

포함하는 고온가스로 핵연료에 대한 표준계산은 몬테차를로 코드인 MCNPU. F. 

Breismeister, 1997]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표준해로부터 RPT (R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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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Physic머 Transformation)[Y. H. Kim, 2005]방법을 이용하여 이중 비균질성을 

제거한다. 스혜댄 Studsvik사에서 개발한 상업용 수송격자 계산코드인 HELIOS 코드[R 

StarnmJer, 2001]를 이용하여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에 대한 소수군 군정수를 계산한다. 

반사체와 핵연료의 강한 상호 작용은 퉁가원리의 적철한 적용을 통한 군정수 생산으로 

해결하고 주변의 변화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의 민강한 변화는 소수 에너지 군의 적절 

한 선정으로 해결한다. 연소도에 따른 각종 분기계산 퉁을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수 

행하고 HOPE 코드와 PROLOG 코드를 이용하여 노십계산에 사용될 군정수표(Group 

Constant Table Set)를 생산한다. 이러한 군정수표를 입력으로 소수군 확산계산 코드인 

MASTER[조진영， 21αJ4]를 이용하여 노심해석 계산올 수행한다 

본 장에서는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적 특성을 파악하고 2단계 해석체계에서 이러한 

핵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과 해석 코드의 개선 사항을 기술하였다 마지 

막으로 개발된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심해석 체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벤치마크 계 

산과 결과률 기술하였다. 

(2)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적 특성 

(가) 고옹가스로 노물리 특성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3.2.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은 단순화된 미니 노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미니 노심 모형응 내r 외부 반사체와 각 

각 14개의 핵연료봉올 포함하는 세 개의 핵연료블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모형에 대하여 

고용가스로와 가압경수로의 핵연료 및 갑속재 풍을 사용하여 중성자 스펙트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U02 연료 및 H20 감속재를， 고온가스로의 경우 

NGNP[p. E. MacdonaJd, 2003]의 UCO.501.5 및 무기급 플루토늄 소각용 

GT-MHR [IAEA-TECDOC-TBD, 2004]의 Pu01.7 핵연료와 혹연 감속재를 각각 사용하였 

다. 

172.7 cm 86.3 cm 115.1 cm 

Rl l톨-삐-톨- R2 

Inner reflector / 3 Fuel blocks Outer reflector 
14 pins/block 

념뿌돼1 

그립 3.3.2.2 단순한 미니 노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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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노심 모형에 대하여 190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HELIOS 계산을 수행하여 
확산거리 (Diffusion length)와 중성자속 분포를 비교하였다. NGNP 및 플루토늄 소각용 

GT-MHR 핵연료의 확산거리는 각각 28 crn와 17 crn인 반면에 가압경수로의 확산거리는 

7 cm이다 또한 NGNP 및 플루토늄 소각용 GT-MHR 반사체의 확산거리는 약 70 cm로 

가압경수로 (5 cm)의 14배 정도이다. 고온가스로의 상대적으로 긴 확산거리로 인하여 고 

옹가스로의 광학적 크기 (Optical size)는 가압경수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가압경수 

로의 경우 반사체와 핵연료의 확산거리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고온가스로의 경우 큰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 3.3.2.3은 가압경수로와 고용가스로 핵연료의 중성자속 분포를 

보여준다. 그립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NGNP의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고 플루토늄 소 

각용 GT-MHR은 중성자속 분포에서 고속중성자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립 

3.3.2.4에서는 고온가스로의 핵연료와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그립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중성자속의 분포가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는 경계변에 

서 상당히 강한 중성자속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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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고온가스로 중성자속의 주변 영향 

(나) 업자핵연료의 노물리 특성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연료는 핵분열물질을 포함하는 TRIS。 입자가 Compact 내부에 

임의로 분포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수송계산에서 TRISO 입자간의 

영향 그리고 Compact 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중 비균질성 (Double Heterogeneity)이 생 

긴다. TRIS。 업자의 배열방식파 비균질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핵척 특성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Los Alarnos 국립연구소에 개발한 몬테카를로 계산 코 

드인 MCNP4CU. F. Breismeister, 1997]와 연속에너지 중성자 단연적[장중화， 2001]을 이 

용하여 계산올 수행하였다 미국의 Id따10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록형 고용가스로 

NGNP의 핵연료를 대상으로 TRIS。 업자의 배열방식에 따른 유효중배계수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5에서 보인 세 가지 방식의 입자 배열을 이용 

하여 TRISO 입자의 무한 배열， 핵연료봉l 그리고 핵연료블록에 대하여 민갑도 계산올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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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BCC] [FCC] 

김 / 
ie 

//‘-…----v 
그림 3.3.2.5 TRIS。 입자의 배열방식 

표 3.3.2.1는 이 세 업자 배열에 대한 TRISO업자의 배열방식에 따른 유효중배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몬테카를로 계산의 오차를 고려한다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SC(Simple 

Cubic) 배열방식올 표준해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김강석， 2oo6a ][Kim, T 

K., 2004][김강석， 2005]. 

표 3.3.2.1 TRISO입자 배열 방식에 따른 유효증배계수의 변화 

구분 
옹도 배열방식 

평균 [1-2] [1-3] 
(K) SC[11 BCC[21 FCC[31 

TRIS。 300 1.07573 1.07524 1.07393 1.07497 42 156 
300 1.41727 1.41569 1.41555 1.41617 79 86 

핵연료봉 600 1.36376 1.36067 1.36082 1.36175 167 158 
900 1.32601 1.32210 1.32083 1.32298 223 296 

핵연료 
300 1.53112 1.52704 1 .52853 1.52890 175 111 
600 1.48272 1.47969 1.48108 1.48116 138 75 

블록 
900 1.44922 1.44667 1.44681 1.44757 122 115 

MCNP 최대표준편차 : 土0.00082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이중 비균질성이 유효중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라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하는 블록형 NGNP와 미국의 GA(General Atorrùcs)사와 러 

시아의 OKBM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의 플루토늄올 소진하기 위한 

GT-MHR의 핵연료를 대상으로 민강도 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림 3.3 .2.6는 TRISO 입자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비균질 경우와 TRISO 입자와 Maσix를 균질화한 경우에 대한 MCNP 
모탤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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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균질l [균질l 

그립 3.3 .2.6 균질 및 비균질 핵연료봉 모델 

균질 또는 비균질의 경우에 대하여 온도를 바꾸어 가면서 핵연료봉 및 블록에 대하여 각 

각 계산을 수행하여 이중 비균질성으로 인한 유효중배계수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표 

3.3.2.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이중 비균질성으로 인한 반용도 차이는 2000-4000 pcm 

으로 상당히 큰 값을 보여주고 있어 이중 비균질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노심해석을 수행 

하여야 합올 알 수 있다. 이중 비균질 효과는 온도가 중가할수록 더 커지며 TRISO 업자 

의 크기/ 비질량결손 (Packing Fraction), 핵분열 물질의 종류 풍에 따라 달라진다α H. 

Kim, 2005]. 

표 3.3.2.2 이중비균질성이 유효중배계수에 미치는 영향 

유효중배계수 반옹도차이 
핵연료 구분 옹도(K) (pcm) 균질 비균질 

300 1 .35923 1.41617 2958 

핵연료봉 600 1.29948 1.36175 3519 

NGNP 900 1.26001 1.32298 3778 

(UC,sÜ!s) 300 1.47497 1 .52890 2321 

핵연료블록 600 1.42305 1.48116 2708 

900 1.38772 1.44757 3077 

300 1.45203 1.53802 3850 

GT/MHR 600 1.42899 1.51190 3838 

(PuO，샤 
핵연료봉 

900 1.39994 1.48062 3892 

1200 1.38236 1.46147 3916 

MCNP 최대표준면차 = 土O‘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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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비균질 효과는 핵연료 Compact 내부에서의 TRISO입자의 임의분포에 기인하는 

영향과 TRlSO 업자의 기하구조로 인한 공명효과로 나눌 수 있다. TRIS。 업자의 임의분 

포는 수송격자계산코드에서의 수치해법과 관련되어지고y 입자의 기하구조로 인한 공명효 

과는 수송계산을 위한 정확한 공명단연척의 생산과 관련이 었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에 

의한 유효중배계수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3.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공명단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효중배계수의 차이가 지배적이나， 입자의 크 

기와 봉의 크기에 따라 비균질효과가 크게 변화한다[장종화， 2001]. 

표 3.3.2.3 이중비균질성이 유효중배계수에 미치는 영향 

TRlSO 반경 
비질량결손 

봉크기 반웅도 차이 @α1) 
(cm) (cm) 비균질효과 공명효과 합 

1.5 701 2849 3550 
1.7 양O 2558 3098 

0.0385 0.28916 1.9 503 2262 2765 
2.1 449 2054 2503 
2.3 317 1800 2118 
1.5 1453 2834 4287 
1.7 1351 2574 3925 

0.0450 0.28916 1.9 975 2478 3454 
2.1 732 2124 2856 
2.3 678 1889 2566 
1.5 694 3177 3872 
1.7 520 2859 3379 

0.0385 0.23904 1.9 638 2384 3021 
2.1 398 2235 2633 
2.3 307 1851 2158 

β) HELIOSjMASTER 2단계 해 석 체 계 개 발 

(가) 격자계산 코드 많LIOS의 고온가스로 적용성 

고옹가스로의 노물리 해석체계에서 3차원 노심계산을 위한 소수군 군정수는 격자계산 

코드 HELIOS[R. Stammler, 2001]를 이용하여 생산한다 이러한 HELIOS 코드를 고온가스 

로의 노물리 해석에 적용 가능여부를 평가하였다. 격자계산 코드의 기능중 절대척으로 펼 

요한 기능중 하나는 앞 절에 언급한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이중 비균질성 처리 기놓이다 

HELIOS 코드는 이러한 이중 비균질성 처리기능을 포항하고 있지 않지만 유효중배계수/ 

봉출력 분포 둥 모든 핵적 인자를 보존하면서 이중 비균질성을 단일 비균질성으로 전환 

시켜주는 RPT (Reactivity-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Y. H. Kim, 2005]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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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이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블록형 고온가스보의 핵연료집합체의 기하구조는 육 

각형격자의 배열과 제어봉의 삽입훌 둥으로 비교적 복잡한 기하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올 요구한다 HELIOS 코드는 원과 직선으로 형성된 어떠한 기하구조도 처리할 수 

있어 이미 개발된 핵연료블록 뿐만 아나라 앞으로 개발될 핵연료블록에 대하여도 광범위 

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HELIOS 코드가 고온가스로의 노몰리 해석에의 척합성을 판단 

하는 또 다른 요소는 HELIOS 라이브러리이다. HELIOS는 버전 1.8에서 47군， 112군 및 

190군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47군 및 112군 라이브리리는 기폰의 가압경수로의 중성자 

스펙트렴을 이용하여 190군 라이브러리로부터 군축약활 수행하여 생산된 까닭에 이를 이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온가스로의 핵연료를 대상으로 실제 계산올 통하여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190군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군촉약의 과정올 특정노심 

의 스펙트럼올 이용하지 않고 NJOY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처리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MCNP 코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가하였다 이 계산에서는 이중 비균질생 

을 RPT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상태에서 핵연료블록 (그림 3.3.2 끼 및 일차원 노심 (그 

립 3.3.2.2)을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a) 블록-1 

그림 3.3.2.7 HELIOS 코드의 적합성 명가를 위한 모텔 

(b) 블록-2 (c) 블록-3 

300‘ 900 K 온도에 대하여 MCNP와 HELIOS 계산올 수행하여 유효중배계수를 표 

3.3.2.4에서 비교하였다[김강석， 2006b] 이때 반용도는 최대 174 pcm 이내에서 잘 일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2.8에서는 일차원 노섬에 대하여 HELIOS와 MCNP 계산의 

봉출력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립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강이 최대 2%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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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중배계수 비교 

구분 온도 (K) MCNP HELIOS 반웅도차이 (pcm) 

300 1.53112 1.53113 0 

블록-1 600 1.48272 1.48546 -124 

900 1.44922 1.45156 -111 

300 1.54717 1.54806 -37 

블록-2 600 1.50096 1.50385 -128 

900 1.46770 1.47092 -149 

300 1.53382 1.53586 -87 

블록3 600 1.48853 1.49054 -91 

900 1.45417 1.45686 -127 

300 1.43721 1.43363 174 

일차원노심 600 1.40820 1.40577 123 

900 1.38186 1.38020 87 

표 3.3.2.4 HELIOS와 MCNP의 

MCNP 최대표준편차 = 土O‘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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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계산 코드 LIBERTE의 개발 

HELIOS 코드를 대체하여 고용가스로의 격자계산괄 통한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개발된 수송격자계산 코뜨인 LIBERTE[K.S. Kim , 2002][K.S 

Kim, 2004]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LIBERTE코드는 중성자 수송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공간차분에서 특성곡선법 (Method of Characteristics), 공명처리는 부분군방법 

(Subgroup Method)파 엄계 중성자속 계산에서는 균질 B1 법을 사용한다. 연소계산을 위 

하여 지수행렬법 (Exponential Matrix Method)과 예측-보정법(Predictor-Corrector)을 사용 

한다 다수군 라이브러리는 HELIOS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라이브러 

리를 개발 중에 있다 

(다) 중성자 흐름 효과 (Neutron 5σe뻐띠19 Effec이 

고온가스로에서 상당히 큰 헬륭냉각재의 이통통로로 인하여 중생자 흐름효과 

(Neutron Streaming Effect)가 발생하며 이는 2단계 노물리 해석 체계에서 방향성을 지닌 

확산계수를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 Methnani, 2003]. 이 중성 

자 흐름효과는 냉각재 채널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3차원 확산 노심계산에서 이러한 효과 

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명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림 3.3.2.9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냉 

각재 채널과 핵연료를 포함하도록 2차원 및 3차원 모텔을 개발하여 중성자 흐름효과를 

명가하였다， 사각형의 핵연료봉과 냉각재 채널은 NGNP 핵연료블록의 부피비와 통일하도 

록 성계되었고 제어봉 채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효두께 (x)가 각각 0.9417 cm와 

1.3352 cm로 명가되었다. 상부와 하부에 대하여는 진공경계조건， 반경방향 표연은 전반사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이 문제의 2차원 모텔에 대한 수송계산으로 표준 해를 구할 수 있고 3차원 모텔에 대 

하여는 반경방향 2차원 수송계산과 축방향 노달 확산계산올 통합하는 방식의 계산올 수 

행하였다 축방향 노달 확산계산에서는 특성곡선법을 이용한 반경방향 수송계산으로부터 

동방성의 확산계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3차원 반 수송계산 코드인 

DeCART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축방향 중성자 흐름 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산 

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분석 계산올 수행하였다. 

(a) 경우-1 : 냉각재 채널만 있는 핵연료 블록 

(b) 경우-2 : 냉각재 및 제어봉 채널이 있는 핵연료 블록 

(c) 경우-3 냉각재 및 제어봉 채널이 전혀 없는 핵연료 블록 

이러한 계산은 300, 600, 900, 1200 K의 온도에 대하여 수행하여 표 3.3.2.5에 나타내였 

다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경우-1과 경우-3에서는 중성자 흐름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에 제어봉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2에서는 축방향 중성자 흐름효과가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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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n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노심에서 제어봉 채빌을 포함하는 핵연료 블록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어봉 흐름효과가 약 70 pcm 정도로 크지 않아 블록형 

NGNP의 노심계산에서는 무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TRISO+ Matr 

824 cm 

땀웨 

Vacuum 

_ .. _-“~ -----_._.-.. __ .-• ----‘~--

Vacuum 

떠→뽑 

Vacuum 

그림 3.3.2.9 중성자 흐름 효과 평가를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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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5 중성자 흐름 효과 

경우 온도 (K) 
유효풍배계수 

LJp (pcm) 
Reference(a) NEM(b) 

300 1.55971 1.55970 0 

600 1.51739 1.51740 0 
경우-1 

900 1.48627 1.48629 -1 

1200 1.46312 1.46317 -2 

300 1.53859 1.53709 63 

600 1.49449 1.49299 67 
경우-2 

900 1.46214 1.46062 꺼 

1200 1.43802 1.43650 74 

300 1.50607 1.50609 -1 

600 1.45873 1.45876 -1 
경우-3 

900 1.42428 1.42431 -1 

1200 1.39845 1 .39없8 -2 
」

(a) 2차원 MOC 수송계 산 
(b) 3차원 계산 (반경방향 MOC 수송 + 축방향 노달 확산) 

(라) 소수 에너지군 군수 및 경계 설정 

고옹가스로의 노몰리 해석을 위하여 지향하고 있는 핵셜계 절차는 단일 핵연료 블록에 

대하여 HELIOS를 이용하여 전반사 경계조건의 중성지 수송계산올 통한 소수군 군청수를 

생산하고 반사체 군정수는 1 차원 노심계산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를 개 

발하는데 있어 핵연료 블록의 군갱수는 블록이 노심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위의 조 

건에 무관한 특성을 지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정수를 생산하는데 유관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소수군 에너지 경계이다. 일차적으로 핵연료 블록의 위치에 무관한 군정 

수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경계를 결정한다 또한 블흑 및 반사체 군정수에 대하여 어떠 

한 방식으로 퉁가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 

차의 확립으로 2단계 핵설계 절차를 수립한다 가압경수로의 2단계 노몰리 해석체계에서 

는 다수군 (40 ‘ 190) 중성자단면적을 이용하여 단일핵연료집합체에 대한 2차원 수송격자계 

산을 통하여 2군 단면적으로 촉약하여 3차원 노심계산에 사용한다 이러한 소수 에너지군 

의 군수 및 경계는 이웃하는 물질의 핵적 특성/ 옹도변화， 연소도， 제어봉 또는 가연성독 

봉의 삽입 등에 따른 중성자 스팩트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적 

의 에너지 군수 및 경계를 설정하는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a) 다양한 온도/ 연소도， 제어몽 또는 가연성 독봉의 삽입 퉁의 조건으로 19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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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미니 노심 모텔에 대하여 HELIOS 계산을 수행한다 

(b) 각 블록 영역에 대하여 중성자속 ( Øg.i) , 홉수 (Ia윈) 및 핵분열당 중성자 방출 

갯수*핵분열 (vl싫i) 단면적 둥을 편집한다. 

(c) 전체 에너지군에 대하여 홉수반웅율 (Ra.i) 및 방출중성자수*핵분열반웅율 

(l써지)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o 0 

Ra,i = I La,g ,iØg,i' vR f ,i = I VL f ，g껴g，i 
g=l g=l (3 .3,2,1) 

(d) 첫 번째 소수군 또는 다음 소수군에 대하여 에너지 군을 하나 씩 늘려가면서 

아래 식과 같이 중성자속 가중을 통하여 에너지 군을 축약한다 

ØGbi = 휠Øg，i 

칭Zagt￠gJ 
La.G...t =쩔ø"， i 

g:::gk l ’ 

힐VLa，j，i Øg，i 
VL f.G • .i = 호택브" 

γG‘ ， 1 

(3.3.2.2) 

(3.3.2.3) 

(e) 각 블록에 대하여 현재의 해당 소수군에 대하여 홉수반웅율 (Ra，G~i) 및 방출중 

생자수*핵분열반웅율 ( VR/.O~i)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Rκaι1βGψ，.“’.i =Lζaιρ，0，껴Gψ .. μ’，i'’j' l얘4꺼RfιiβG아k“，Jt〔= V￡zfι’ρ0 .. 껴0，“.1’ (β3.3.’2.4 

(띠n 업 력 에 따라 다른 조건에서 계산된 홉수 (1;,.g.i) 및 핵분열당 중성자 방출갯수* 

핵분열 (v.쭈g， i) 단면적을 대치하여 해당 소수군에 대하여 홉수반웅율 

(R 뇨G~i) 및 방출중성자수*핵분열반응율 (vR i.O~i)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 

한다 

Raι1 = Za，Gk ，，￠GkJ , vRf,GiJ = vZf，Gt껴G •• i. (β3.3.‘ 2.5) 

(g) 홉수반웅율 및 방출중성자수*핵분열반웅율에 대한 분율 차이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R_ r , - R νR ， r ， - l꺼 I.Gft'; ""~"f.Gl:>i 
二". . ，~.， ' • t. vR , r = 

'k ,i D ’ I.Gbi •. D 

“ a ,i ’“ f .i (3.3.2.6) 

(h) 만약 분율 차이가 특정한 제한치 (예 : 15Opcm) 보다 작은 경우 (d)로 돌아가 

고 더 큰 경우는 다음 순서로 간다 

(i) 만약 모든 소수 군이 정해졌으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무한중배계수를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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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L VL f.g Øg., 
k'nf =띈뚱 

ILLQ.gØg., (3.3.2 꺼 

이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GRBOUND[Kang-Seog Kim, 2006]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적 

의 소수 에너지군 구조를 결정하였다 NGNP의 UCo.sOl .5 빛 GT-MHR의 Pu01.7 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GRBOUN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수 에너지 군을 최적화 하였 

다. 표 3.3.2.6은 소수 에너지군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표 3.3.2.7은 최적화된 소수 에너지군의 경계를 보여준다. 

표 3.3.2.6 소수 에너지 군 최적화를 위한 계산 경우 

Case UCo.5Ûi.5 fuel Pu01.7 fuel 

(1) 0.0 MWd/kgU (1) 0 EFPD 

Burnup (2) 70.0 MWd/kgU (2) 560 EFPD 

(3) 150.0 MWd/kgU (3) 840 EFPD 

(1) No control rod (1) No control rod 

(2) Rod in block A (2) Rod in block A 

Variation β) Rod in block B (3) Rod in block B 

(4) Rod in block C (4) Rod in block C 

(5) Rod in outer reflector (5) Rod in outer reflector 

(1) 300 K (1) 300 K 

Temperature 
(2) 600 K (2) 600 K 

(3) 900 K (3) 900 K 

(4) 1200 K (4) 12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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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7 최적화된 소수 에너지 군 경계 

UCos0 1.5 fue! Pu01.7 fue! 

Group Upper (eV) Group Upper (eV) 

1 2.000000E+07 1 2.000000E+07 

2 2.144498E +02 2 1.012999E+02 

3 6.868019E+00 3 1.307904E +00 

4 9.710043E-01 4 8.336811E-01 

5 4.170395E-01 5 4.500015E-01 

6 2.907404E-01 6 3.576701E-01 

7 2.276891E-01 7 2.276891E-01 

8 1.115699E-01 8 1.457206E-01 

9 4.999990E-02 9 4.275520E-02 
10 2.049193E-02 10 1.239596E-02 

(마) 퉁가원리의 적용 

퉁가[K.S. Smith, 198이 상수 생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균질 중성자 핵단 

면적과 핵연료집합체/반사체 경계변에서의 중성자속 불연속인자의 계산이 펼수적이다 

L: JLXg{r}øg{rμv 
~hom geG 

ιxG L: Jøg (r}dv 
geG 

.1. het 
'l'G.S . •-

J G .1. hom 
'f'G,s 

(3.3.2.8) 

(3.3.2.9) 

여기서， 탈앙1 는 에너지군 G, 핵반웅 x의 균질화 반사체 핵단면적으로 HELIOS 계산 

결과로부터 나오는 값이며， ø갚 / 쟁만 는 중성자 수송 계산과 중성자 확산 계산 결과로 
나오는 경계변에서의 중성자속을， fc는 중성자속 볼연속 인자를 나타낸다. 각 균질화 영역 

의 경계변에서 각각 1개/ 총 두개의 불연속인자를 계산할 수 었다. 이를 이용하여 단순화 

된 퉁가원리 동을 이용하여 각 균질화 영역 당 1개의 불연속 인자 (fg’)를 계산할 수 있다 

위의 식으로부터 균질화 영역에 대한 핵단면적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t§m =E빨 I f g ’ (3.3‘ 2.1이 

따라서 이러한 퉁가 상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그림 3.3.2.2의 미니 노심 모텔에 대 

한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행하여 균질화 영역별 중성자속 분포를 구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균질화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가중 핵단연적을 식 (3.3.2.8)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 

고 중성자 수송계산으로부터 나온 경계연 중성자류 조건으로부터 중성자 확산계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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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면 중성자속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식 (3.3.2.9)찰 이용하여 중성자속 불연속인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연속인자를 계산하기위하여 HGCGEN 프로그랩[조진영， 2005] 

올 개발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HELIOS를 이용한 1차원 표준 계산으로부터 각 균질화 

영역에 대한 군정수를 편집하고 HGCGE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연속인자를 계산하여 

군정수를 보정한다. 이렇게 생산된 각 균질화 영역에 대한 군정수를 이용하여 1차원 확산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사 Finite Difference Method를 이용한 2차원 확산계산프로 

그램인 DIFF2D를 개발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김강석， 2006c] 그림 3.3.2.10은 블록형 고 

온가스로의 내I 외부 반사체에 척용할 불연속인자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핵연료 노심에서의 불연속인자를 내/ 외부의 반사체의 불연속인자에 전가하여 반사 

체의 군정수만올 보정하도록 하여 2단계 해석체계의 절차를 단순화 하였다 

l펀 - 펀?3 : l jl 
F.L 

F.=F3 *FIR /F3L 

F.- F .R .3L 

F3 = 1.0 

F3R FSL 

F.=F.*F .. IF SL' Jl'3R 

그림 3.3.2.10 일차원 노심모델에서 최적화된 불연속인자 

FSR 

블록형 NGNP와 GT-fo，암ffi의 경우 제어봉이 블록 내에 비대칭척으로 위치하고 있고 

제어봉의 삽입에 따라 중성자속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제어봉의 효과적인 핵적 

취급올 위하여 퉁가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LIOSjMASTER 

핵설계 체계를 겁중하기 위하여 수행한 GT-MHR 벤치마크 계산 및 결과에서 기술한다. 

(바) MASTER 코드의 고온가스로 노심해석에 대한 적용성 

그립 3.3.2.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HELIOS 코드와 MASTER 코드률 연계하여 사 

용하기 위하여 HELIOS 코드의 출력올 편집해주는 HOPE 프로그랩과 HOPE의 출력을 연 

소도/ 감속재 및 핵연료온도 둥에 대한 합수로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해 주는 PROlι>G 

코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HOPE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PROLOG의 업력으로 사용되는 파 

일의 형태를 HGC (Homogenized Group Constant) 파일로 명명하고 파일의 양식을 정비 

하여 표준 PROLOG 입력으로 결정하였다. PROLOG 뜨로그랭이 기존에 2군 군청수 처리 

만이 가능했으나 다수군 군정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올 확대하였다- 일차적으로 

PROLOG를 이용하여 소수군 군정수는 다음 식에 따파 연소도， 감속재온도， 핵연료온도 

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 군정수표를 작성하여 노심계산에 사용한다 

뼈，π， Tm} = a(B,TfO, Tmo}+-:휴t1，fT( +-쏟 t1Tm 
‘ … ô .JTf V ' ÒI".. … • (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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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군 군정수처리 모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군정수 합수화 체계가 적 

절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11는 HELIOS 연소 

계산을 기준으로 하고 PROLOC를 통하여 생산한 군정수표를 이용하여 MASTER를 이용 

하여 단일집합체 연소계산올 수행하여 유효중배계수를 비교하였다. 그립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연소도 전 영역에 거쳐 20 pcrn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 

한 방법으로 핵연료온도 및 갑속재온도를 변화하는 각종 분기계산에 대하여 유효중배계 

수를 비교한 결과 표 3.3.2.8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최대 2.1 pcrn 이내에서 잘 일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45 25 

1. 4 
HE니。s 

r 

MASTER 
20 

1. 35 

1 ‘ 3 

1. 25 
-ζ 

i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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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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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_ .... -- Dl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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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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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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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MWd/kg니〉 

그립 3.3.2.11 연소도에 따른 유효중배계수의 비교 

표 3.3.2.8 각종 분기계산에 대한 유효중배계수 비교 

분기계산 
핵연료온도 감속재온도 

HELIOS 
MASTER 반용도차이 

(K) (1<) (OD) (pcm) 

표준 1273.15 973.15 1.42249 1.42248 -0.7 

TF Low 1173.15 973.15 1.42937 1.42937 0.0 

TM1 1273.15 1273.15 1.420% 1.42099 2.1 

TM2 1273.15 873.15 1.42478 1.42479 0.7 

TM3 1273.15 26.85 1.42794 1.42796 1.4 

노심계산에서 열례환효파를 고려하기 위하여 미국의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CFD코 

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1차원 열전달모텔을 이용하여 MASTER 코드에 고온가스로의 열궈! 

환효과 계산 기능을 포함시켰다 MASTER에서의 열꿔1환효과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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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십압력과 냉각재 입출력옹도로부터 노짐평균 엔탈피 증가 계산 

(b) 엔탈피 증가와 노심 출력으로부터 질량유량 계산 

(c) 노드별 출력 및 질량 유속으로부터 노드멸 엔탈피 증가 계산 

(d) 노드별 엔탈피 중가로부터 노드별 냉각재 온도 계산 

(e) Graphite 표연 온도 계산 

(f) 연료표면 옹도 계산 

(g) 연료 중심온도 계산 

(h) 연료 및 갑속재 명균온도 계산 

이러한 열궤환 효과를 고려한 계산에 검중올 수행하여야 하나 표준계산의 결과 또는 

실험 결과 둥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후에 수행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 

다 

MASTER 코드는 2군 군정수를 이용한 사각형 또는 육각형 격자의 가압경수로의 삼차 

원 노몰리 해석에 사용되어져 왔다 거시적 단면적을 이용한 3군 이상의 다수군 확산계산 

이 벤치마크 계산의 목적으로 가능하였으나 노심 핵설계를 위한 미시적 단연적의 군정수 

표를 이용한 다수군 확산계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수군 군정수표를 이용한 

노심계산이 가능하도록 계산 기놓을 확대하였다， 고용가스로의 경우 Graphite 감속재를 

사용하여 확산거리 (D퍼usion Len밤h)가 경수로에 비하여 상당히 길어 핵적 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MASTER에서는 노달방법을 이용하여 확산계산올 수행하는데 이 

러한 계산의 가속올 위하여 소격격자유한차분법 (Coarse Mesh Finite Difference)을 이용한 

다 다수군 확산계산에서의 수렴성에 있어 핵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MASTER 코드에서 사용되는 PROLOG를 통한 소수군 군정수 표는 기폰에 2군 만을 

처리하도록 구조가 정해져 있었으나 고온가스로 둥에꾀 적용올 위하여 다수군에 적절하 

도록 군정수표의 구조를 수정하였다. 또한 비대청의 제어봉 처리에 퉁가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별 불연속인자를 군정수표에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미국의 GA사와 INL이 개발한 블록형 고온가스로인 GT-MHR과 NGNP의 경우 축방향 

으로 107ß 의 블록이 위치한다. 이러한 블록들은 주기 후에 장전모형에 따라 신연료의 장 

전과 더불어 연소연료의 위치이동이 있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축방향으로 1개의 핵연료집 

합체 만이 있으므로 반경방향으로의 위치이동만이 필요하다. MASTER의 경우 이러한 반 

경방향 위치이동 기능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능올 확대하여 반경방향 및 축방향 

블록 이동의 기농을 추가하였다. 

(4) HELIOS/MASTER 체계의 검증 

(가) 단순화된 블록형 NGNP 노심계산 

- 206 -



HELIOS/MASTER의 2단계 노물리 해석체계를 검중하기 위하여 블록형 NGNP 노심에 

대하여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블록형 NGNP의 경우 제어봉의 비대칭성으로 인하 

여 노심전체가 비대칭이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제어봉의 위치를 블록의 중심으로 이 

동하여 그림 3.3.2.1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1/6 대칭 노심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제어 

봉 채널의 이동은 노심의 핵적 특성에서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표준해는 몬테카를 

로 계산 코드인 MCNP를 이용하여 얻었다. 소수군 군정수는 그림 3.3.2.13에서 보여 지는 

두 가지 모텔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경우-1은 단일 블록에 대한 격자계산/ 그리고 경우 

-2는 부분노섬에 대한 수송계산을 통하여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하였다. 

그립 3.3.2.12 수정된 1/6 대칭 NGNP 노심 

(a) 경우-1 

(c) 경우-1 (d) 경우-2 

그림 3.3.2.13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HELIO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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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9와 그림 3.3.2.14 및 3.3.2.15에서 1/6 대칭 NGNP 노섬에 대한 HELIOS/ 

MASTER 체계의 유효증배계수와 출력분포를 MCNP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가연성독봉이 없는 경우와 블록 당 6개의 Er203 봉을 사용한 경우에는 HELI어/ 

MASTER 경우-1과 경우-2의 유효중배계수가 MCNP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블록 

당 127~ 의 독봉올 사용한 경우 고온에서 유효중배계수가 잘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가연성독봉이 포함되는 경우 스펙트럼 효과올 고려하기 위해 

서는 단일 블록에 대한 격자계산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3.2.14는 

300 K에서의 반경방향 블록출력 분포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최대차이는 1.9%로 잘 일치하 

고 있다 그림 3.3.2.15는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를 보이주는데 HELIOS/MASTER의 결과 

와 MCNP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올 보여준다. 

표 3.3.2.9 단순화된 1/6 대칭 NGNP 노심에 대한 유효중배계수 비교 

Burnable Temp. Reactivity Difference, iJp (pcm) 
Poison (K) MCNP* MASTER fAl MASTER fBl 

300 1.426π 179 -170 
No 600 1.40045 189 -125 

900 1.37714 83 -150 

Er2ÜJ 
300 1.20107 255 -52 
600 1.14972 22 -83 

(6 /block) 900 1.08220 -136 -153 

Er2ÜJ 
300 1.02538 113 395 
600 0.96401 -531 257 

(12 /block) 900 0.88482 -1208 -91 
*Standard Deviation <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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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수정된 NGNP 노심의 반경방향 블록출력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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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수정된 NGNP 노심의 축방향 출력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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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T-MHR 벤치마크 계산 

HELIOSjMASTER의 2단계 노물리 해석체계를 검충하기 위하여 IAEA에서 주관하는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Performance' 벤치마크 프로그램 

[IAEA, 2004]에 참여하여 분석계산을 수행하였다.IAEA 벤치마크 프로그랭은 페블형 고 

용가스로인 PBMR, HTR-10 및 ASTRA와 블록형 고온가스로인 GT-MHR에 대한 벤치마 

크 계산을 포함한다. GT-MHR 벤치마크 문제는 핵연료봉， 가연성독봉， 핵연료블록， 3차원 

노심 퉁의 각종 계산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HELI∞jMASTER 체계와 MCNP의 3차 

원 노십계산 결과만을 포함하였다. 

그림 3.3.2.16은 GT-MHR 3차원 노심에 대한 MCNP 모텔을 보여준다. IAEA 벤치마크 

문제는 이러한 노심에 대하여 3개 주기의 주기초와 주기말에 장전모형과 핵연료의 수밀 

도를 제공하여 6개 노심에 대한 문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심에 대하여 MCNP를 이용하 

여 표준계산을 수행하고 앞서 개발한 HELIOSjMASTER 2단계 해석체계를 이용하여 계 

산올 수행하고 Mα..w 계산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립 3.3.2.16 GT-MHR 노심 

그림 3.3.2.17은 MASTER를 이용하여 3차원 노심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블록 별 

균질화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HELIOS 모텔윷 보여준다. 그림 3.3.2.18은 내부반 

사체에 위치하는 가연성독봉과 다양한 위치의 제어봉에 대한 불연속인자를 구하기 위한 

HELIOS 모텔을 보여준다. 이러한 HELIOS 모렐로 계산한 블록별 소수군 단연적과 불연 

속 인자들올 사용하여 GT-MHR의 6개의 Variant 노심에 대하여 300 K와 1200 K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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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의 완전인출과 다양한 제어봉의 삽입 경우에 대하여 MASTER 계산을 수행하여 
MCNP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e) 미니노심 -5 

그림 3.3.2.17 GT-MHR 블록별 소수군 군정수 생산을 위한 HELIO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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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독봉 (b) 가동제어봉-1 (c) 가통제어봉-2 

(d) 가동제어봉-2 (e) 가동제어봉-2 (f) 외곽제어봉 

(g) 내부제어용 

그립 3.3.2.18 GT-MHR 불연속인자를 생산올 위한 HELIOS 모렐 

표 3.3.2.10과 3.3.2.11에서는 여러 가지 노심의 유효풍배계수와 제어용가를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유효중배계수는 최대 400 pan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제어봉가는 최대 

7.7% 이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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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0 GT-MHR 노심의 유효중배계수 및 제어봉가 (300 K) 

Type CR 
Keff, Rod Worth (pcm) 

MCNP1
) Nf6다R t.p(pcm) MCNP M'f표m % Diff 

ARO") 1.07380 1.07895 445 
ARI' ) 0.80360 0 ‘81574 1852 31313 29905 4.49 

Variant-1 CRI" 0.87374 0.88663 1664 21323 20104 5.72 
ORI이 0.93414 0.94369 1083 13923 13285 4.58 
SRI이 1.04130 1.04730 550 2907 2802 3.61 
ARO 1.01047 1.01839 769 
ARI 0.74593 0.75837 2199 35097 33667 4.07 

Variant-2 CRI 0.81610 0.82902 1910 23570 22430 4.84 
。RI 0.87싫O 0.88556 1441 15400 14729 4.36 
SRI 0.97670 0.98541 905 3422 3286 3.96 

ARO 1.07972 1.08422 385 
ARI 0.81126 0.82경4 1691 30648 29342 4.26 

Variant-3 CRI 0.88002 0.89291 1없O 21017 19762 5.97 
ORI 0.93991 0.94957 1082 13777 13079 5.06 
SRI 1.04718 1.05315 542 2878 2721 5.45 
AR。 1.03178 1.03790 571 
ARI 0.76301 0.77463 1966 34140 32745 4.09 

Variant-4 CRI 0.83403 0.84602 1699 22980 21852 4.91 
ORI 0.893æ 0.90315 1254 15058 14375 4.54 
SRI 0.99871 1.00508 635 3209 3146 1.98 

ARO 1.05648 1.06212 503 
ARI 0.78765 0.79998 1956 32306 30852 4.50 

Variant-5 CRI 0.857양 0.87Cη7 1799 21986 20690 5.89 
ORI 0.91787 0.92763 1146 14294 13650 4.50 
SRI 1.02399 1.æ021 590 3003 2916 2.91 

ARO 0.99713 1.00531 816 
ARI 0.73083 0.74278 2202 36543 35157 3.79 

Va값r디i띠ant-6 CRI 0.80221 0‘81445 1874 24368 23310 4.34 
ORI 0.86024 0.87162 1518 15959 15257 4.40 
SRI 0.96192 0‘ 97126 1000 3671 3487 5.00 

1) MCNP standard deviation < 0.00029 
2) All rods out 
3) All rods in 
4) Operating rods & Startup rods in 
5) Operating rods in 
6) Startup ro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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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1 GT-MHR 노심의 유효중배계수 및 제어봉가 (1200 K) 

Type CR 
K.rf Rod Worth (pcm) 

MCNP1) M'f표m. 6p{pcm) MCNP M'6IER % Diff. 
AROL

) 1.04487 1.04533 42 
ARr' 0.76829 0.78117 2146 34453 32350 6.11 

Variant-1 CRI4
) 0.83545 O.없804 1777 23990 22255 7.23 

ORI') 0.89440 0.90345 1120 16101 15023 6.70 
SRl") 1.01712 1.017깅 10 2611 2643 -1 .23 
ARO 1.00515 1.00884 364 
ARI O.π384 O.저812 2672 38664 36357 5.97 

Variant-2 CRI 0.79171 0.80624 2277 26821 24909 7.13 
ORI 0.85016 0.86275 1717 18137 16785 7.46 
SRI 0.97572 0.97897 341 3001 3024 -0.79 

ARO 1.04584 1.04560 -22 
ARI 0.77316 0.78517 1978 337깅 317깅 5.93 

Variant-3 CRI 0.83847 0.85110 1769 23없8 21856 7.58 
ORI 0.89661 0.90573 1124 15914 14768 7.20 
SRI 1.01729 1.01821 89 2683 2572 4.15 

ARO 1.02123 1.02310 179 
ARI 0.73781 0.75139 2449 37615 35345 6.03 

Variant-4 CRI 0.80591 0.81971 2089 26162 24252 7.30 
ORI 0.86523 0.87633 1464 17655 16370 7.28 
SRI 0.99129 0.99384 259 2958 2878 2.70 

ARO 1.æ398 1.03457 55 
ARI 0.75625 0.76911 2211 35518 33361 6.07 

Variant-5 CRI 0.82311 0.83613 1892 24777 22939 7.42 
ORI 0.88190 0.89170 1247 16678 15486 7.15 
SRI 1.004% 1.00629 132 2793 2716 2.75 

ARO 1.00302 1.00682 376 
ARI 0.71486 0.72968 2841 40189 37724 6.13 

Variant-6 CRI 0.78470 0.79950 2358 27738 25756 7.15 
ORI O.없414 0.85731 1820 18765 17321 7.70 
SRI 0.97195 0.97564 389 3187 3174 0.42 

1) MCNP st빼하d deviation < 0 뼈30 

2) A lI rods out 
3) AlI rods in 
4) Operating rods & Startup rods in 
5) Opera ting rods in 
6) Startup rods in 

그림 3.3.2.19와 3.3.2.20은 1200 K의 Variant-1 노심에서 제어봉이 완전 방출되어 있을 

때와 가동제어봉이 삽입되어 있을 때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블록출력 분포 

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최대오차 3.9 %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립 

3.3.2.21과 3.3.2.22는 동일 노섬에서 축방향 출력분포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축방향 출력 분포 또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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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1.(144&7 

MASTER 1.0‘'" .ðp (pçm) 42 

그립 3.3.2.19 Variant-1 노심의 반경방향 블록 출력분포 

비교 (전제어봉 방출， 1200 K) 

MCNP 0.39440 

'"‘STER 0.903“ .ð.p(pc.m) 1.120 

그립 3.3.2.20 Variant-1 노심의 반경방향 블록 출력분포 

비교 (가통제어봉 삽입， 12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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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21 Variant-1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전제어봉 방출 12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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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 -e- MCNP \ 

--iI• -MASTER • 

0.0 L_ 

o 80 160 240 320 400 씨o S60 640 72() 800 

Aωve Core Hc.영lt(cm) 

그림 3.3.2.22 Variant-1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가통제어봉 삽입， 12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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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블형 고온가스로의 핵설계 해석 체계 개발 

현재 경수로 해석용 코드에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의 해법으로는 격자를 크게 잡 

아도 정확도가 보장되고 계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 노달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달 방법은 사각형， 삼각형 또는 육각형 둥 정형화된 격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페블형 원자로와 같이 원통형 또는 원추형 구조를 갖는 원자로 해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구초기에 MASTER 코드의 육각기퉁 격자 모형을 이용한 페블베드형 

원자로 노심 해석올 시도하였으나 육각기퉁 격자를 이용할 경우 원통형 혹은 환형인 노 

심의 구조를 정확히 모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큰 오차가 유발되었다I이현철，2006.4.A]. 

한편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경우 중성자의 평균자유행정이 길어 고차 

의 노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유한 차분법으로도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의 해를 

상당히 정확히 얻올 수 있다는 특정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 차분법을 이용 

하여 페블 원자로 노심해석 코드인 CAPP(Core Analyzer for Pebble & Prism type 

VHfRs) 코드를 개발 · 검중하였고 이를 다양한 벤치마크 문제 계산에 활용하였다[이현 

철，2006.9A][이 현철，2006.9B][이 현철，2006 .9C][이 현철，2006.10]. 

(1)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CAPP 코드의 개발 

원자로 내 중성자의 거동은 다음 식 (3.3.2.11)과 같은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에 의해 

지배된다. 

v .Jg+ 끽g4>g =원찮짝4>.)+ 9칭lEe9g% (3.3.2.11a) 

J g =- D g V 4>g • (3.3.2.11b) 

체적기반 유한 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위 다군 중성자 확산 방 

정식을 차분화하기 위해 식 (3.3.2.11a)를 임의의 체적 κ에 대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차분 방정식을 얻는다. 

s‘ J ~ { c c 
aFl풍~Sg+듀ig 4>ig = 따19~1V작ig'Øig ’ J+ 9ζε"쐐 (3.3.2.12) 

단， 

E :rig 체적 κ에서의 g군 중성자의 x반웅 단면적， 

4>'g 체적 κ에서의 g군 평균 중성자속， 

"'-tl9 체적 κ의 s번째 표연 Ais에서의 g군 평균 중성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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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적 κ를 구성하는 표면의 갯수 

한편 그림 3.3.2.23과 같이 인접한 두 체적에서 각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Þ'g 

κ 

그림 3.3.2.23 인접한 두 체적 사이띄 연평균 중성자류 

이때 두 체적이 인접한 표연 Aill 에서의 9군 평균 중성자류 Jiag는 다음과 같은 선형 유 

한 차분 근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ß iB aßita 
j = -jt = -」옆뜨L(% -찌，，) 

ß'.g + β1tg 1 

D _ Ð Îg 
η8g d

ù ’ 

끼 _ Djg 

η<g 마 

d" 체적 V，의 중심으로부터 표면 A"까지의 거리. 

(3.3.2.13) 

식 3.3.2.13올 식 3.3.2.12에 대입하면 각 체적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κ에서의 평균 중성자속 <Þ'g 에 관한 차분 

;k칸ε흐꽉~ι ‘ I~ . 선프〕현와LL 
1J~1 vi βisg+ 이'g γ19 ’ \~ng ’ a=1 κ β‘'g + ßjtg }’ 9 

단， 

j 체적 

t Ai8를 

= 웰L칭lY작l9 49 )+ ，휠 εstgg φ •• 

κ의 표연 A'a에 면해 

나타내기 위한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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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적의 인텍스/ 

v，에서의 표변 인댁스/ 

(3.3.2.14) 



이와 같은 체적기반 유한 차분법은 유체분야에서는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체적기반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면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및 구형좌표계에서 정규 격자 체적소들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정형 격자 체적소들 

올 이용한 경우에도 식 3.3.2.14를 적용하여 다군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차분화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단/ 비정형 격자 체적소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의 비정형성이 중가할수록 

차분화 오차가 중가하므로 격자 구조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식 3.3.2.14를 이용하여 차분화된 차분방정식은 다음 식 3.3.2.15와 같이 행렬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1샘
 

--A 
V 

A 
(3.3.2.15) 

CAPP 코드에서는 행렬 A 및 행렬 F를 각 행 별로 비영 원소만올 저장하는 CSR 

(Compressed Sparse Row) 형식[Saad，2000.1]의 자료구조로 구현하였다. 한편 식 3.3.2.15 

로 표현되는 고유치 문제(Eigen Value Problem)의 해를 구하기 위해 다음 식 3.3.2.16으로 

표현되는 누숭법 (Power Method)[Nakamura，197끼올 채택하였다 

Aφ(n+ 1) = S(n) , 

k(” + l) = k(n) < W S(n+ I} >

ell - ""ellτ꼬핑까r 

(3.3.2.16a) 

(3.3.2.16a) 

단/ 

S<n) = Frþ(n) , 

W: 임의의 가중 벡터， 

< a, b> 벡터 a와 벡터 b의 내척. 

누숭법 적용 시 다음 식 3.3.2.17과 같이 고유치를 이동시쳐 가속화하는 Wielandt 가속 

법[Nakamura，1977]을 이용하여 수렵을 가속화 시켰다 

1샘
 

= φ
 

A 
(3.3 .2.1꺼 

단， 

단， 식 3.3.2.17에서 ke8t는 반복계산중에 k낌 = k써 + 0의 형태로 갱신해 준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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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청자 n은 반복 계산 인댁스를 나타낸다 

한편 누숭법 적용 시 식 3.3.2.16a로 표현 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한다. CAPP 

코드에서는 최근 식 3.3.2.16a와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Krylov 

Subspace 방법 중의 하나인 BiCGSTAB 알고리즘[Saad，2000.1]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때 BiCGSTAB 알고리즘의 가속올 위한 전처리자(Preconditioner)로서 불완 

전 상-하 삼각분해법 (ILU;Incomplete LU Decomposition)[Saad，2000.1]을 사용하였다 

(2) OECD PBMR-400 벤치마크 문제를 이용한 CAPP 코드의 검증 

OECD PBMR-400 벤치마크 문제[OECDjNEA，2005]는 페블베드형 원자로 노심 해석 

코드들의 검중올 위해 제안된 핵설계/열유체 결합 문제로 크게 정상상태 문제와 과도상 

태 문제로 나건다. 정상상태 문제는 핵셜계 단일 문제인 Exercise 1, 열유체 단일 문제인 

Exercise 2, 핵설계/열유체 결합 문제인 Exercise 3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핵설계 단일 문 

제인 Exercise 1올 이용하여 CAPP코드를 검중하였다 Exercise 1는 r-z 원통형 원자로의 

유효중배계수와 중성자속， 출력분포 둥올 구하는 문제아다‘ 그림 3.3.2.24는 기본 격자 및 

각 영역별 구성 물질의 분포를 보여주며 각 구성 물질별 2군 단면적 자료는 상수로써 문 

제에 주어져 있다. 그림 3.3.2.24에서 111번 물질파 189번 물질은 헬륨가스만 존재하는 영 

역으로 이 두 영역에 대한 반경방향 및 축방향 중성자 확산계수가 주어져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에서의 방향의존 중성자 확산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둥가이론이 잘 알려지지 

않았올 때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CAPP 쿄드에서는 공동에서 이러한 방향의존 확산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둥가이론에 의해 결정된 단일 확산계수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방향의폰 확 

산계수의 취급올 구현하지 않았다. 대신 111번 영역에서는 축방향 누설항이 중요하고 189 

번 영역에서는 반경방향 누설항이 중요하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각 방향 확산 계수 중에 

서 111번 영역에서는 축방향 확산계수를， 189번 영역에서는 반경방향 확산 계수를 사용하 

였다. 

공간차분에 따른 해의 수령올 확인하기 위해 그림 3.3.2.24에 나타낸 기본 격자에서 각 

격자를 Nr X N , 개의 부격자로 세분하여 까 및 N . 값에 따른 유효중배 계수를 표 

3.3.2.12에 제시 하였다 40x 20 개의 부격자로 세분한 경우 충분히 수렴하였음올 알 수 

있다. 또한 5X5 개의 부격자로 세분한 경우에도 40X 20 개의 부격자로 세분한 경우에 비 

해 -23 pcm 정도의 아주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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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의 영역별 구성물질 분포 그립 3.3.2.24 OECD PBMR-400 벤치마크 문제 

공간차분에 따른 수렴 

씨\tr 5 10 20 40 

5 1.00440 1.00462 1.00468 1.00469 

10 1.00집5 lα)457 1.00463 l ‘0여64 

20 1.00433 1.00456 1.00461 1.0여63 

표 3.3.2.12 유효중배계수의 

벤치마크 참가자들 중 네델란드 Delft 대학의 

대학의 PARCS 코드의 유효중배계수와 최대 출력 밀도에 대한 결과를 CAPP 

코드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 다.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25와 

3.3.2.26은 각각 세 코드로부터 구한 노심내 각 위치에서의 축방향 출력분포와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세 코드로부터 구한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가 노심 상 

부의 출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노심 상부의 출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심 상부와 바로 접한 

공동에서의 확산계수 취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 및 DALTON 코드 

- 221 

한편 표 3.3.2.13은 

국 Purdue 



표 3.3 .2.13 벤치마크 참자자들과의 결과 비교 

참가 기관 코드 

한국원자력연구소 CAPP 

네텔란드 Delft 대학 DALTON 

미국 Purdue 대학 PARCS 

12.0 

10.0 

8.0 

6.0 

4.0 

2.0 

0.0 
o 200 400 

k’‘fI 

1.α)463 

1.α)418 

1.α)406 

600 

최대(W 출/c력c)밀도 

10.60 

10.52 

10.51 

-CAPP lnner 
。 DALTON Inner 
’ PARCS Inner 

-CAPP Middle 
... . OALTON Middle 

- a-. PARCS Middle 
-CAPP Outer 

0- • • DALTON Outer 
0 _ PARCS Outer 

800 1000 

그림 3.3.2.25 축방향 출력분포의 비교 

8.0 

7.0 

6.0 

5.0 

4.0 

3.0 

2.0 

1.0 

0.0 
100 

i ““ 
1 

• 
-용-CAPP Top 
.. o .. DALTON Top 
톨 PARCS Top 

- CAPP Middle 
"" . “ DALTON Middle 
“ .“ PARCS Middle 
- CAPP 8ottom 

。q‘“‘ 「
ι. o .. DALTON Bottom 

~ “-.‘ o PAACS Bottom 

g "".‘ i • 
。

L __ . ___ ---'-------~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그립 3.3.2.26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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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를 이용한 HELlOSjCAPP 기반 2단계 계산 절차 검중 

노심/반사체 사이의 중성자 스펙트럽 상호작용은 핵연료의 이중 비균질성과 함께 흑 

연갑속 고온가스로 노심 해석에 있어서 오랫동안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였다 VSOP 

코드에서는 노섬 반사체 중성자 스펙트럼 상호작용을 취급하기위해 소수군 전체 노심 계 

산과 다군 부분 스펙트럽 계산을 반복하는 반복적 노심 해석 방법을 채택하였다[E 

Teuchert, 1994]. VSOP의 반복척 노심 해석 방법에서는 전체 노심을 여러 개의 스펙트럼 

구역으로 나누고 소수군 전체 노심 계산으로부터 각 스펙트럼 구역의 버클링 및 알베도 

경계조건을 구하여 이를 해당 스펙트럼 구역의 다군 스펙트럼 계산에 이용하고 이 계산 

으로부터 구해지는 소수군 단연적 자료를 다시 전체 노심 계산에 이용하는 과정올 반복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2단계 계산 절차에서는 노심에서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스펙트럽을 

갖는 간단한 스펙트럼 기하구조를 이용하여 소수군 단연적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소수 

군 단면적올 이용하여 노심 계산을 수행하며 본 절차에서는 VSOP에서와 같이 노심 계산 

결과를 다시 스펙트럼 계산에 이용하는 반복계산올 수행하지 않는 것이 특정이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2단계 계산 절차를 PBMR-400 원자로로부터 유도된 벤치마크 문제를 이용 

하여 HELIOSjCAPP 2단계 노심 계산 시스탬을 검중하였다 둥가이론[Smith，1980]올 이용 

하여 퉁가 단연적을 생산하는 1단계 계산에는 경수로 해석에 많이 이용 되었던 격자코드 

인 HELlOS 코드[R. Starnmler, 2001]7} 사용되었고 전노심 계산을 수행하는 2단계 계산에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CAPP코드가 사용되었다. 

(가) 벤치마크 문제 및 몬테카를로 기준해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를 이용한 2단계 계산 절차의 검중올 위해 PBMR-400 원 

자로로부터 유도된 균질 노심 및 이중비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를 이용하였다. 

그립 3.3.2.27은 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를 보여준다. 이 문제에서 문제의 단순화를 위 

해 반사체 영역뿐만 아니라 노심 영역까지도 균질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원자로 전체에 

걸쳐 온도는 300K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3.2.14는 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의 각 영 

역별 핵종의 수밀도를 보여준다 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몬테카를로 기준해는 

McCARD 코드[Shim，1999]와 ENDFjB-V1에 기반한 단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림 3.3.2.28은 이중비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를 보여준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단 

순화를 위하여 반사체 영역은 균질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노심 부분은 입자핵연료의 피 

복충까지의 모든 이중비균질성을 고려하였으며 원자로 전체에 걸쳐 온도가 통일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원자로의 온도로는 저온 상태인 300K와 고온 상태인 1200K가 고려되었 

다- 노심내 페블의 체적비 (Packing Fraction)는 0.61로 정의하였으며 노심내 페블의 장전 

방식은 두 가지가 고려되었다 하나는 체심입방(BCC; Body Centered Cubic) 장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작위(Random) 장전이다. 두 가지 장전 모두 노십 가장자리에서 반사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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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잘린 부분 떼블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표 3.3.2.15는 이중비균질 노심 벤 

치마크 문제 각 영역별 핵종의 수밀도를 보여준다 이중비균질 노십 벤치마크 문제에 대 

한 몬테카를로 기준해는 McCARD 코드와 ENDF/B-Vl에 기반한 단연적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McCARD 계산시 노심내의 입자연료의 피복층을 포함한 모든 이중비균질성이 

명시적으로 모사되었다. 페블 내 입자연료의 분포는 뚜작위 분포를 사용하였다. 노심 내 

페블의 체심입방 장전 위치는 체심입방 구조로 무한히 분포한 페블 중 노심 안에 들어가 

는 페블들만을 선택하여 결정하였다， 노심 내 떼블의 무작위 장전은 Jodrey와 Tory에 의 

해 제안된 구의 무작위 장전 알고리즘Uodrey，l985]에 기초하여 구현된 McCARD의 기능 

올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노심 내 장전된 페블의 수는 각각 

451，3527~와 451，527개로 떼블의 체적분율로는 각각 0.60976과 0.61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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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7 균질 노심 PBMR-400 벤치 마크 문제 

표 3.3.2.14 균질 노심 PBMR-400 벤치마크 문제의 각 영역별 핵종의 수밀도 

Region Nuclide 
Number Density 

(#Ib따n-cm) 

U234 6.22417E-08 
U235 7.08600E-06 

Core U238 1. 1 5700E-04 
016 2.45700E-04 

Si 2.77203E-04 
C 5.26260E-02 

Inner Reflector C (Graph ite) 9.00000E-02 

Outer Reflector C (Graphite) 9.00000E-02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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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이중비균질 노심 PBMR-400 벤치마크 문제 

표 3.3.2.15 이중비균질 노심 PBMR-400 벤치마크 문제의 각 영역별 핵총의 수밀도 

Region Nuclide # Density (#fbam-cm) 

U234 1.I 8832E-05 

U02 Kernel U235 1.35285E-03 
U238 2.1 8428E-02 
016 4.64153E-02 

Buffer Layer C 5.26456E-02 

lnner, Outer PyC Layer C 9.52634E-02 

SiC Layer Si 4.77600E-02 
C 4.77600 E-02 

Matrix & Shell of Pebble C 8.72412E-02 

Inner Reflector C (Graphite) 9.02495E-02 

Outer Reflector C (Graphite) 9.02495E-02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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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한 평판 스펙트렴 기하구조를 이용한 2단계 계산 절차 

그림 3.3.2.29는 HELIOS 계산에 사용된 균질 노심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 및 스 

펙트럼 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3.3.2.27에 제시된 원 문제는 원통형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단순화를 위해서 1단계에서 사용한 스돼트럼 기하구조는 무한 평판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노심-반사체 경계면까지의 거리를 보존하도록 스펙트럼 기하구조를 

결정 하였다[이 현철，2006.4.B)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사체와의 스펙트럼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노심 내 스펙트럼 

의 공간의존성을 적절히 취급해주는 것은 퉁가단연적 생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퉁가 

이론을 이용하면 스펙트럼 영역별 중생자 반웅률과 누설률이 보존되도록 퉁가단연적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둥가이론은 단지 영역 전체에 대한 반웅률과 누설률의 보폰을 보장 

할 뿐 영역 내 모든 위치에서의 반응률과 누설률의 보폰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노심을 하나의 스펙트럼 영역으로 취급할 경우 노심 전체의 반웅률과 누설률은 보 

존이 되지만 노심내 출력분포가 보존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퉁가단연적 생산 및 2단계 전 노심 계산시 사용되는 중성 

자 에너지 군수를 늘리는 것이다. 중성자 에너지 군수가 증가할 수록 퉁가 단면적의 스펙 

트럽 의존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펙트럼 영역 내에서 공간의존성을 

갖지 않는 퉁가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펙트럼 영역 내의 국지적 스펙트럼 효 

과는 2단계 계산에서 구해지는 소수군 스펙트럼이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심내 스펙트럼 영역의 수를 늘려 1단계 계산에서 노심내 공간 의존 퉁가단연적을 생산 

하고 2단계 계산에서 노십내 공간의존 둥가단면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심내 국 

지적 스펙트럼 효과는 공간의존 퉁가단면적이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모두 검증하였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노심을 하나의 스펙트럼 영역으 

로 나누고 8 중성자군을 사용하였으며[이현철，2006.4B) 두 번째 방법에서는 그림 3.3.2.30 

에서와 같이 노심을 7개 스펙트럼 영역으로 나누고 2 중성자군을 사용하였다[이현 

철，2006.6). 표 3.3.2.16은 중성자 에너지 군별 에너지 경계를 보여준다. 한편 그림 3.3.2.31 

은 CAPP 코드 계산시 사용된 구성 물질 분포를 보여준다. 

ωner Reflec.tor Core 0ute1" Reßectoc Vacuum 

h 
O~X 100 cru 185 cm 275 C1U 

그립 3.3.2.29 균질 노섬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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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30 균질 노심 무한 명판 스펙트럽 기하구조의 스펙트럼 영역 

Group 

l 
2 
3 
4 

표 3.3.2.16 중성자 에너지 군별 에너지 경계 

Lower Bound 
[eV] 

1.8316Oe+05 
2.03470e+03 
1.30070e+02 
6.25OOOe- Ol 

R r 

Group 

5 
6 
7 
8 

Lower Bound 
Group [eV] 

1.45700e- 01 l 
6.70000e- 02 2 
2.5밍OOe-02 

0.0 

‘.'a!;:mUll 

。R

V",,"ru 

Lower Bound 
[eV] 

l.8554Oe+OO 
0.0 

그림 3.3.2.31 CAPP 코드 계산시 사량된 구성 물질 분포 

이중비균질 노심의 경우 HELIOS 코드가 이중비균질성을 갖는 핵연료를 취급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구형 핵연료도 취급하지 못하므로 스펙트럼 기하구조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용도 퉁가 불리 변환(RPT; Reactivity-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 [김용희，2005.10]과 퉁가 원통형 핵 연효 모델(ECM; Equiv떠ent Cylinder 

Fuel Model)[이현철，2005 꺼[이현철，2005.11]을 결합하여 이중비균질 구형 페블 핵연료를 

퉁가의 단순비균질 원통형 핵연료로 변환하여 HELI05 모텔에 이용하였다 반웅도 퉁가 

물리 변환 반경(RPT Radius)은 McCARD 코드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상온 상태 (300K)와 

고용 상태 (12ooK)에서 각각 1.825cm와 1.845cm였다 표 3.3.2.17은 RPT 및 ECM을 결합하 

여 구한 퉁가 단순비균질 원통형 핵연료 모형의 제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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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7 온도별 둥가 단순비균질 원통형 핵연료 모형의 제원 

Temperature Parameters Values 
Fuel Radius (cm) 1.21667 
Shell Radius (cm) 2.56424 

U234 4.58282E-07 

U235 5.2 1 740E-05 
300K 

Fuel Composition U238 8.42413 E-04 

(#lbam-cm) 016 1. 78915E-03 

Si 2.00614E-03 

C 8.08242E-02 
Fuel Radius (cm) 1.23000 
Shell Radius (cm) 2.55031 

U234 4.43539E-07 

U235 5.04956E-05 
1200K 

Fuel Composition U238 8.15314E-04 

(#lbam-cm) 016 1.73159E-03 

Si 1.94161 E-03 

C 8. 1 0306E-02 

체싱입방 장전 및 무작위 장전된 노심을 해석하기 위해 그림 3.3.2.32와 같은 두 가지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 모형이 HELIOS 계산에 사용되었다. 그립 3.3.2.33은 체심입 

방 장전 및 무작위 장전된 노심의 McCARD 모형으로부터 구한 페블의 체적분율을 보여 

준다. 두 가지 장전 모형 모두에서 노심 가장자리에서의 급격한 체적분율 감소가 관찰된 

다 그림 3.3.2.32에 제시된 두 가지 스펙트럼 기하구조 모형은 각 영역별 핵연료의 체적 

분율이 McCARD 모형으로부터 구한 페블의 체적분율과 유사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댁
 」냐 

좋걱 
(a) 체십입방 장전 노심 해석을 위한 스펙트럼 기하구조 

>_0’ 4.93 .“ ·“ ,." ’... ‘“ ‘1'1 HU ' ''''"' ~’ ‘ 1 。잉 ~ ~ = ∞ 1 0IIII 1_ 1 .... 
，....1:、~~、、~α、~~、'-::r:끼'.Ì\~ιt、~~、~ιl.:\ ~ t:t-.. 
\-T/ t:t-..앙/ t:t-.. w ,...l:\ '--T'껴、\-T/~、~~\、-T/ιl.:\~ιι、-T/ 

IR IFß F2 1 F3 I F4 1 F5 1 F6 I Fï IF81F9 OR 

(b) 무작위 장전 노심 해석을 위한 스펙트럼 기하구조 

그림 3.3.2.32 이중비균질 벤치마크 문제 해석을 위한 스펙트럼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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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심입방 장전 노심의 페블 체적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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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작위 장전 노심의 페블 체적분율 분포 

그립 3.3.2.33 이중비균질 PBMR-400 노심의 쩨블 체적분융 분포 

(다) 벤치마크 문제 계산 결과 

그림 3.3.2.29에 주어진 무한 명판 균질노심에서 생산된 퉁가단면적을 원통형 노심 문 

제에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3.3.2.34와 같은 무한 원통형 군질노심 문제를 

도입하였다 표 3.3.2.18은 두 가지 1차원 문제들에 대한 유효중배계수 및 출력오차를 비 

교하고 었다. 어느 경우든 유효중배계수는 HELI∞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cCARD와는 약 400 pcm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HELIOS 코드의 오 

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심올 하나의 스펙트럽 영역으로 나누고 2 중성자 

군을 사용한 경우 출력오차가 매우 큼올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둥가이론이 

스펙트럼 영역 전체의 반웅블 및 누설률의 보존을 보장해줄 뿐 모든 지정에서의 반웅률 

및 누설률올 보존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심을 하나의 스펙트럼 영역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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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 중성자군을 사용한 경우나 노심을 7개의 스펙트럼 영역으로 나누고 2 중성자군을 

사용한 경우는 출력분포도 정확합을 알 수 있다 한편 무한 원통형 균질노심 1차원 문제 

에 대한 결과는 무한 평판 균질노심 스펙트럼 기하구조에서 생산된 퉁가단면적올 그대로 

CAPP 계산에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중배계수가 

HELIOS 결과와 매우 유사하고 McCARD 계산 결과와는 약 400 pcm정도의 오차를 보이 

고 있으며 이 오차의 대부분은 HELIOS계산의 오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과 같은 결과는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에서 얻은 퉁가단면적올 원통형 원자로 핵 

석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립 3.3.2.35는 1차원 문제들에 대한 출력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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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4 무한 원통형 균질노심 문제 

표 3 .3.2.18 1차원 문제들의 유효중배계수 비교 

HELIOS McCARD CAPP k'jJ Error (pcm) 
Power Error, 

Problem RMS. (%) 
(H) (M) (c) 

H-κ! C-H C-M C-H C-M 

8GC ') 1.21574 +11 +376 0.73 0.54 

Slab 1.2 1563 
1.21198 

2GC2
) 1.21578 +365 +15 +380 4.63 4.40 

土IOpcm
2GpJ) 1.21560 -3 +362 0 .42 0 .45 

8GC ') 1.22172 -31 +379 0.73 0.76 

Cylinder I ‘ 22203 
1.21793 

2GC“ 1.22180 +4 10 -23 +387 4.64 4.65 
土 10pcm

2GP>) 1.22157 -46 +364 0 .46 0.50 

1) Eight-group position-independent cross sec t:ions from single core spectr려 zone 
2) Twc• group position-independent cross sections from single core s야ctral zone 
3) Twc←망。up p∞ition갑e야ndent cross sections from seven core spectr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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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5 1차원 균질 노심 문제들에 대한 출력분포 비교 

표 3.3.2.19는 그림 3.3.2.27에 주어진 2차원 균질 노십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HELIOSjCAPP 계산 결과와 McCARD 계산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8 중성자군을 사용 

한 경우나 노심을 7개의 스펙트럼 영역으로 나눈 경우 모두 유효중배계수에 있어서 

McCARD 결과와 약 400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오차의 대부분은 단면적 

생산을 위해 무한 평판 스펙트럼 기하구조에 대해 수행된 HELIOS 계산의 오차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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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력분포 오차는 약 1.3% 정도로 상당히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 .2.36은 2차원 균질 노섬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출력분포를 비교하고 었다 

표 3.3.2.19 2차원 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유효증배계수와 출력 비교 

쨌
-
짧
 

CAPP 
(c) 

Power Error, RMS. (%) 
C-M 
1.32 

1.30 

k'ff Error (pcm) 
C-κ4 

+414 

+419 

8GC η 

2GP 진 
1.21342 
1.21347 

1) Eight-group position-independent cross sec t:ions from single core spectral zone 
2) Two group position-dependent cross sections from seven core spectr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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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방향 출력분포 

그림 3.3.2.36 2차원 균질노심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출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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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0은 이중비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의 유효중배계수를 보여준다 최고 오차가 

164 pcrn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2.37과 그림 3.3.2.38은 각각 체심입방 장전된 이중비균질 노심의 출력분포와 무작위 

장전된 이중비균질 노심의 출력분포를 보여준다 어느 경우든 HELIOSjCAPP 코드 결과 

가 매우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2.20 이중비균질 노심 벤치마크 문제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Temperature 

300K 

1200K 

Pebble McCARD J-æLIOS/CAPP 
Packing 

k‘g S띠. dev RPT Rad kζg 

BCC 1.3I3 14 17 pcm 1.825 cm 1.3 1410 

Random 1.3 1329 33 pcm 1.825 cm 1.31404 

BCC 1.22687 17 pcm 1.845 cm 1.22786 

Random 1.22634 36 pcm 1.845 cm 1.2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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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방향 출력분포 

k‘iff error 

+96 pcm 

+75 pcm 

+99 pcm 

+164 pcm 

그립 3.3.2.37 체심 입방 장전된 이중비균질 노심의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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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촉방향 출력분포 

그립 3.3.2.38 무작위 장전된 이중 비균질 노심의 출력분포 

다 초고온가스로 노심 분석 및 검증 방법론 개발 

(1) Pebble형 노심 분석 방법 론 개 발 

제 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한 타입인 Pebble Bed Reactors 

(PBR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Pebble형 노심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확 

률론적 인 MCNP나， FDM 기반의 VSOP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노달방법의 

경우 원통형 원자로노심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가장 최신의 노심해석방법인 해 

석함수 전개 노달방법론(Analytic Function Expansion Nodal method)을 이용한 3차원 원 

통형 노심해석 코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VHTR의 특정인 노심 계산 영역내에 존재하 

는 상부 및 측면의 void 영역들의 계산 또한 노달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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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제에서 연구된 방법을 이용해 3차원 원통형 노심해석 코드인 TOPS를 개발하였 

다. TOPS의 경우 FDM이나 MCNP의 경우에 비해 빠른 계산 시간올 보여준다 또한 기존 

의 해석합수 전개 노달 방법이 보여주었던 정확한 노심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 

어， VHTR의 void 영역의 계산올 위한 PCT 및 AFEN방법론올 개발하여 TOPS 코드에 적 

용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해석함수 전개 노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TOPS 코드는 한국의 

제 4세대 원자로 개발과정에 PBR 설계를 위한 노심 핵설계 전산코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향후， 아직 구현되지 않은 동특성 계산과 PBR 하부의 

truncated cone shape 부분올 해석하기 위한 코드 확장이 요구된다. 특히 geome따l가 매 

우 큰 원자로의 경우 계산 시간올 줄이기 위한 가속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2) Pebble형 노심 의 MCNP Modeling 

최근 전산장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원자로심 해석에 널리 이용되는 추세에 있는 몬 

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노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단계에서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스위스 PSI의 HTR-PROTEUS 및 중국 INET의 HTR-10 원자로 노심에 대한 노 

심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연구로서 실제 수소 생산올 위한 

상용로급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방법올 이용한 전산 코드인 MCNP5 코드률 이용하여 

상용로급 Pebble-bed 노심에 대한 Full-scope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심 특성 

해석올 수행하였다. 특히 Pebble이 임의로 Packing 되는 노심 영역을 모텔링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전 단계에서 개발한 모웰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모델링의 정확성 판단을 위해 

노심 하부 Pebble 추출 콘 영역에서의 Pebble 수를 계산하는 방법올 개발하였다 이를 이 

용하여 최초 엄계 노섬 높이를 계산한 결과 Full-core 노심 높이의 1/6 높이에서 최초로 

입계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두 Group으로 나누어지는 제어봉에 대한 반웅도 

가 계산에서는 완전 삽입 시 노심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Group에 대한 업계도 차이 

가 9695pcm, 완전 삽입 시 노심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Group에 대한 임계도 차이가 

388얘cm 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PBMR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대하여 제안된 IAEA 

CRP5 Benchrnark 문제에 대한 계산올 수행하여/ 이를 몬테카를로 방법올 이용한 타 연구 

기관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엄계도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 

자로 내부 구조를 모텔링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수송해석 분야에서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 몬테차를로 방법올 

이용하여 상용로급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몬테카를로 해석 방법 및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미래의 대체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예비개념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모파제에서 개발될 초고온가스로 노심 해석 

을 위한 결정론적 전산코드 체계 수립의 검중 및 개선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며， 수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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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로 예비개념설계 단계의 설계 해석체계 구축올 위한 실질적 검중 및 개선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 

(3) Prism형 노심 분석 을 위 한 Monte Carlo 방법 개 발 

프리즘형 고온가스로의 셜계 해석올 위해서는 핵연료 콩팩트 내부에 임의 분포하는 연 

료입자들에 대한 정확한 구조몰 처리가 요구된다. 이때/ 단순 소거법 (simple r리ection 

scheme)으로는 높은 패킹율(packing fraction)의 연료입자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과 

제에서는 W. S. Jodrey와 E. M. Tory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높은 패킹율을 갖는 연료입 

자 구조물 처리법올 구현함으로써/ 패킹율 변화에 따른 MCCARD 코드의 적용성올 높였 

다 

또 정확한 이중 비균질 구조물 처리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컴퓨터 메모리 환경에서 

는 연료입자들 각각에 대한 독립된 연소해석은 불가능하다. 이에 프리즘형 고온 가스로에 

대한 특정 영역 내의 연료입자들에 대한 평균 댈리 결과를 이용하는 몬테카를로 통합 연 

소계산법을 개발하였다. 이 통합 연소계산법을 프리즘형 고온가스로 핵연료봉 문제에 대 

해 검중계산올 수행한 결과 통계적 오차범위 내에서 연료업자별 연소계산 모델파 동일한 

해석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몬테카를로 임계도 계산 시y 핵분열중성자원 분포의 주기간 연관성(cycle-by-cycle 

correlation)을 고려하지 않는 표본 분산식올 통한 오차 해석에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Gelbard와 Prael의 주기간 핵분열중성자원분포의 오차전파모델올 이용하여 기존의 실분산 

예측법에 비해 높은 정확성올 갖는 고신뢰도 실분산 예측법올 개발하였다. 본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몬테카를로법을 이용한 노심해석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올 것이다. 

라 붕괴열 계산 방법론 개발 

원자로 운전중 노섬에서는 핵연료 및 노심구조불과 중성자와의 반옹에 의해 방사성핵 

종이 생성되며 이 핵종들은 방사성붕괴를 통하여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핵종으로 변환 

된다. 방사성핵종의 생성은 노심구조물의 중성자홉수/ 핵물질의 핵분열에 의한 핵분열생 

성물의 생성/ 그리고 핵물질 자체의 중성자 홉수로 구분할 수 있다. 노심에서 방사성붕괴 

에 의한 용피열은 원자로가 불시정지나 사고로 정지한 후 붕괴열을 고려한 냉각기놓의 

확보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거나， 원자로에서 핵연료집합체가 방출된 후 사용후핵연료 

로 저장할 때 저장용기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붕괴열 생성올 평가한다- 본 연 

구는 노심의 비상정지 둥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위해 단시간(1000시간 이내)의 붕괴열 생 

성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수형 원자로에서 정지후 발생하는 붕괴열은 약 

7-8%로 알려져 있으나I원자력지식관문국， 백과사전]，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는 기존 원 

자로와 다르게 연소도가 높고 출력준위가 큰 특성이 있으므로 용괴열 생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팀에서는 GA사에서 설계한 600MW 열출력 노심인 GH-MHR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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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MW 열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원자로의 노섬모형[조창근， 2007a]을 개엽적으로 제 

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시된 초고온가스로 노심개념에 대하여 붕괴열 계산절차를 수립 

하고 방사성 붕괴열을 계산하여 붕괴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붕괴열 계산 절차 

일반적으로 노심의 붕괴열 계산에는 ORNL에서 제공하는 。RIGEN-2[A. G. CROFF, 

1983] 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ORIGEN-2 코드는 내재된 1군 중성자 반웅단면적을 이용하 

여 연소계산을 수행하며，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PWR, BWR 및 LMFBR 노심에 대하여 핵 

연료 농축도와 연소도별로 일부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제공한다.ORIGEN-2 코드에는 수 

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특성을 반영한 반웅단연적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HELIOS 1.8버전[R. ST AMMLER, 2001] 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 반웅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립 3.3.2.39는 HELIOS 코드와 ORIGEN-2 코드를 

이용한 초고옹가스로의 용괴열 계산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HELIOS 코드에서 제공하는 

핵반웅단연적은 일부 핵종(29 개의 악티나이드 핵종， 114 개의 핵분열 생성물 핵종)에 

국한되기 때문에/ 새로 만든 반용단면적 라이브러리는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냄륨， 아메리융r 그리고 큐륨에 대하여만 고펴하였고， 핵분열생성물의 반용단면 

적은 PWR용으로 제시된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라이브러리 생성절차는 먼저 

HELIOS 코드와 190 에너지군의 중성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모델로 

공간 및 중성자 에너지 분포를 고려한 1군 반용단면적을 생생한다 ORIGEN-2 코드에서 

사용할 반용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후 앞서 언급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하여 

HELIOS에서 생성한 1군 반옹단면적으로 치환한다 。RIGEN-2 코드에서는 단위 톤 우라 

늄의 무게비율로 업력값이 주어지며， 출력값에 대웅하는 flux를 계산하여 각 핵종의 수밀 

도를 계산한다. 또한 ORIGEN-2 코드에서는 계산된 핵종 수밀도를 이용해 각 핵종의 붕 

괴정보를 바탕으로 냉각시간에 따른 방사능， 붕괴열r 반웅률 동올 계산할 수 있다， 

l훌훌 

29 Actinides 
114 FPs 

ORtGEN Lib 
XS lIB(PWRUE) 
Decay Lib 

그림 3.3 .2.39 HELIOS/ORIGEN-2 계산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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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RIGEN-2 코드 특성 

ORIGEN 코드는 개발시점에 따라 1991년에 제공된 。RIGEN-2코드와 이후 SCALE 시 

스템에 장착되어 3군 중성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ORIGEN-S로 나누어진다. SCALE5.1 

버전부터 AGR 노심 타입에 대하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중인 초 

고온가스로의 노심특성파 일치하지 않으며 아직 검중작업이 수행중이다.ORIGEN-S 코드 

의 중성자 반웅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jB-VI의 핵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었고/ 핵연 

료의 농축도/ 갑속재의 밀도， 그리고 연소도의 함수로 제공하기 때문에 ENDVjB-IV 혹은 

V를 기반으로 한 ORIGEN-2 라이브러리보다는 개선되었다 따라서 향후 ORIGEN-S 코드 

를 통한 비교계산이 필요하지만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HELIOS코드와의 연계에 의한 붕괴 

열 계산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단순한 ORIGEN-2 코드를 이용하였다 붕괴열 계산에서 일 

반적으로 ORIGEN-2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웅단연적 라이브러리가 약 17007ß 의 핵종 

에 대하여 제공되며 모든 핵종의 연소사슬 계산에서 행렬지수함수법올 사용한다. 중성자 

반용단연적 라이료러리에는 720개의 방사화생성물， 1307ß 의 악티나이드/ 그리고 8507ß 의 

핵분열생성물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다.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수율은 8개의 악티나이드 핵 

총에 대하여만 제공되며 대부분 방사화핵종 및 핵분열핵종의 중성자 반옹단면적은 연소 

도와 무관하게 제공된다. 일부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하여는 ORIGEN-2 포트란 프로그램 

에 연소도별로 제공되고 있다 식 3.3.2.18은 ORIGEN-2에서 사용하는 핵종량 계산에 대한 

지배방정식이다- 식 3.3.2.18에서 보듯이 어떤 핵종량의 변화는 주로 방사성용괴나 핵분열 

및 방사포획에 기인하여 나타난다 첫 번째 항은 알파 혹은 베타용괴에 의한 관심핵종의 

생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중성자 홉수에 의한 관심핵종의 생성을 의미하며， 세 번 

째 항은 관심핵종이 방사성붕괴와 중성자 홉수반용 및 누설에 의한 강소를 나타낸다. 

dX J!.. .!!. 
갚= jFll” Aj지+ φkFlLkOk짜-(시+ φ<1， + 'Y，)X;‘+진 

i =1， "ν N 

Where, 
x, atom density of nuclide 

N : Number of nuclides 

(3.3.2.18) 

lij Fraction of raclloactive disintegration by other nuclides, which leads to formation of 

Specles 1 

ι : Decay constant 

φ Position- and energy-averaged neutron flux 

f'k Fraction of neutron absorption by other nuclides, which leads to formation of species 1 

Ok Spectrum-averaged neutron absorption XS of nuclide k 

r; Continuous removal rate of nuclide from the system 

F, Continuous feed rate of 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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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LI∞ 코드 특성 

ORIGEN-2 코드에서 필요한 1군 중성자 반웅단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HELIOS 

코드는 격자계산 노드에서 충돌확률법과 노드 경계면꾀 중성자류 결합 방법으로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계산한다 사각형/ 육각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그대로 묘사할 수 있으며 미 

세군 핵자료를 사용한다. 중성자반웅 핵단면적은 최신의 ENDFjB-VI를 바탕으로 190군의 

중성자 에너지 그룹과 48군의 감마 에너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HELIOS 코 

드에서 사용가능한 핵종수는 ORIGEN-2에 비해 많지 않아서 27개의 악티나이드 핵종과 

114개의 핵분열 생성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만 반웅단변적을 제공한다 또한 집합체 구조 

물이 일부핵종만 사용하므로 HELIOS 코드에서 얻을 수 있는 반웅단연적은 많지 않다 

(2) 계산결과 및 분석 

(가) 가압경수로 검증계산 

그림 3.3.2.40에서 제시한 HELIOS와 ORIGEN-2 코뜨의 연계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압경수로를 바탕으로 검중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립 3.3.2.39와 같이 1j8 핵연료집합체 

모텔올 HELIOS로 묘사하여 중성자 에너지와 중성자속 분포를 고려한 1군 중성자 반웅단 

면적올 생산하였다. 그림 3.3.2.40의 핵연료집합체 모텔은 KSNP 핵연료집합체로 가압경수 

로 노심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여 4.2wjo의 U02 핵연료를 장전하였다 핵연료 집합체 모형 

은 단일 놓축도를 사용하는 핵연료봉으로 장전하고， 제어봉이나 가연성독봉은 고려하지 

않았다. KSNP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검중계산용으로 시용할 ORIGEN-2 코드의 중성자 반 

웅단면적 라이브러리는 PWRUE를 선돼하였다. PWRUE 라이브러리는 4.2wjo U02 핵연 

료에 대하여 55 GWdj tHM 연소도를 지원하며 ORIGEN-2 코드 라이브러리중 최신인 

ENDFjB-V를 사용한 것 이 다 . 

• 눴'" 
(쩔없t... 

Qi .... l .... 
@썼ι~ 

銀했 ‘(· iI 흉 .. ‘V=: SE 、ξ!o.

흉0* *. EOJA 
@훌c 톨‘ 앵 tJA.. 
그립 3.3.2 ,40 KSNP 1/8 핵연료집합제 HELIO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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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1에 HELIOS 코드로 계산된 악티나이드 핵종의 1군 중성자 반웅단연적과 

ORIGEN-2 코드에 내장된 PWRUE 라이브러리에서의 1군 중성자 반옹단면적올 비교하였 

다 PWRUE 라이브러리에서는 플루토늄과 아메리숨 일부 핵종에 대하여 연소도별 1군 

반웅단연적 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라늄올 포함한 다른 악티나이드 핵종은 연소도에 무 

관하게 통일한 값을 사용한다 HELI∞ 코드로 계산한 결과는 PWRUE 라이브러리값과 

비교시 주기초에 우라늄핵종의 경우 10%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플루토늄 핵종은 대부분 

10% 이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연소도가 진행할수록 플루토늄의 반웅단면적이 큰 

오차를 보였으며 특히 Pu-239의 반용단면적은 HELIOS 코드에서 약 30%정도 작았다. 

Pu-240의 중성자 포획단면적은 주기초 차이가 없지만 주기말은 약 200%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 플루토늄 핵종의 연소도에 따른 반용단연적 감소는 중성자 스펙트럼의 경화에 기 

인하지만， Pu-240의 반웅단면적 오차가 매우 크므로 향후 두 코드간의 반용단면적 생성방 

법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3.2.21에 제시된 반용단면적 값으로 PWRUE 

라이브러리의 악티나이드 반웅단면적을 대체하였고， ORIGEN-2 포트란 프로그햄내의 연 

소도별 반웅단면적 값도 수갱하였다 그림 3.3.2.41은 ORIGEN-2 내장라이브러리와 

HELIOS에서 생성한 반웅단면적 값으로 치환하여 계산한 붕괴열값올 비교한 것이다. 표 

3.3.2.21에서 보였듯이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의 1군 반응단면적 차이가 크게 나타녔지만r 

1000시간 이내에서 붕괴열 생성은 최대 2.4%의 오차를 보였다- 특히， Pu-240의 포획단면 

적 차이가 200% 이상 나타났지만 단시간의 냉각기간 통안 붕괴열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 

었다 그 이유는 Pu-240의 포획단면적 중가에 따라 Pu-240 이상의 악티나이드 핵종의 수 

밀도는 증가하나， 대부분의 악티나이드 계열 원소들은 장반감기를 갖는 핵종이므로 원자 

로 일시정지나 사고시의 붕괴열에 크게 영향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HELIOS 코드로 

생성한 중성자반용 단연적을 사용하여 붕괴열 계산을 수행하더라도， 짧은 시간 이내의 붕 

괴열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초고온가스로 설계노심의 

붕괴열 계산올 위한 예비명가용으로 HELIOSjORIGEN-2 코드의 사용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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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1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의 1군 중성자 반웅단면적 비교 

o MWd/tffi이 14 MWd/tHM 

ORIGEN-2 HELIOS1 .8 ORIGEN-2 HELIOS1.8 
% Error % Error 

(PWRUE) 190 G (pWR따) 190 G 

U-235 
Capture 8.91E+0 7.73E+0 -13.2 8.91E+0 7.69E+0 -13.7 
Fission 3.78E+1 3.31E+1 -12.4 3.78E+1 3.21E+1 -15 .1 

U-238 
Capture 8.55E-1 7.51E-1 -13.1 8.55E-1 7.59E-1 -11.2 
Fission 9.70E-2 1.08E-1 12.4 9.70E-2 1.09E-1 12.4 

Pu-238 
Capture 2.69E+1 3.06E+1 7.81 2.69E+1 2.38E+1 -11 .5 
Fission 2.12E+0 2.32E+0 7.55 2.12E+0 2.16E+0 1.89 

Pu-239 
Capture 5.75E+1 5.95E+1 -0.52 3.51E+1 4.54E+1 29.3 

Fission 9.92E+1 1.05E+2 1.61 6.38E+1 8.03E+1 25.9 

Pu-240 
Capture 2.14E+2 2.11E+2 -1.22 'U3E+1 1.38E+2 233 
Fission 5.99E-1 6.23E-1 4.01 5.99E-1 6.25E-1 4.34 

Pu-241 
Capture 3.36E+1 3.52E+1 4.76 2.48E+1 2.87E+1 15.8 
Fission 1.01E+2 1.04E+2 2.57 7.83E+1 8.55E+1 9.17 

Pu-242 
Capture 3.29E+1 2.67E+1 -18.8 2.78E+1 3.22E+1 16.0 
Fission 4.24E-1 4.54E-1 7.08 4.24E-1 4. 67E-1 10.1 

3 .E+06 

* •’Ii 

-0- ORIGEN LlB 

-• HELIOS LlB 

‘•-π ‘←」

1

녁
 

h
니
η
u
 u 

μ
 

- t 

2 .E+06 

1.E+06 

5.E+05 

2.E+06 

(E 

필
휠
m
르
)
 
gm@I 

〉
m
Q
@
。

O.E+OO 
0.0001 1000 100 10 0.1 0.01 0 .001 

Cooling Time(hr) 

그림 3.3.2.41 냉각시간에 따흔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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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MR200 노심의 붕괴열 계산 

본 연구팀에서는 초고온가스로 노심모형으로 GA사에서 제안하였던 600MW 열출력 

GT-MHR 노심을 바탕으로 200MW의 열출력 노심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노심모형은 

PMR200으로 명명되었으며 노심의 단면적을 그림 3.3.2.42에 나타내었다. 이 노심에는 48 

개의 육각형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고 내부 반사체로 7개의 혹연 블록이 장전되며， 노심 

외부 반사체는 66개의 흑연블록이 장전되고 외부반사체와 압력용기 사이에 추가의 혹연 

감속재가 장전되어 있다. 노심에 장전된 핵연료의 농축도는 동일하고 목표 연소도는 

12OGWd/tHM로 GA와 비슷하나 노심 크기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노심설계 

제원은 표 3.3.2.22에 나타내었다-

표 3.3.2.22 PMR200 노심 설계 제원 

Design Parameter GT-MHR PMR200 

Thermal Power(MW) 600 200 

Inlet!Outlet helium temperature(C) 49011000 4901950 

Equivalent active core innerlouter radius(cm) 147.61241 .3 501140 
Thickness of outer reflector(cm) 120 100 

Effective core height(cm) 793 555.1 

# Layersl # Blocks per layer 101102 7148 

Average power density(Wlcc) 6.61 6.69 

U235 enrichment for eq미librium fuel(wl이 15.5 15.5 

Avg. discharged bumup(GWdltHM) 113 120 

a) PMR200 노심모형 비 HELIOS 계산 1/6 집합체모델 

그림 3.3.2.42 PMR200 노심모형과 HELIOS 1/6 핵연료집합체 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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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200 초고온가스로 노심을 대표할 1군 중성자 반응단면적을 생성하기 위해 

HELIOS 코드에서 모텔링한 핵연료집합체 모형은 그림 3.3.2.4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육각 

형격자 핵연료집합체의 1/6 집합체모텔로 경계연 반사조건을 사용하여 무한배열을 가정 

하였다 노심모형에서는 노십중앙과 외곽에 반사체로 혹연이 장전되어 있으나， HELIOS 

코드의 집합체 모텔에서는 주변 반사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일 핵연료집합체가 노심 

올 대표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계산은 단순히 초고온가스로 노심의 붕괴열생성 특성올 파 

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사체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반사체를 고려한 정확한 붕괴 

열 계산은 MCNP와 연계한 ORIGEN-2 코드로 차기년도에 수행될 예정이다. 

표 3.3.2.23에 그립 3.3.2.42의 1/6 핵연료집합체 모텔에 대한 HELIOS 코드에서 생성 

된 1군 중성자 반웅단면적을 나타내었다. ORIGEN-2 포트란 프로그램에는 4배치의 연소 

도에 대하여 1주기의 연소도 구간에 대옹하는 반웅단면적이 필요하므로， PMR200 노심의 

목표 연소도 120 GWdt/tHM 연소도를 만족하기 위한 1주기 해당연소도를 30 

GWd/버M로 설정하여 ORIGEN-2 포트란 프로그랩에서 수정하였다. 표 3.3.2.21의 PWR 

핵연료집합체 반웅단면적과 표 3.3.2.23에 제시한 PMR200 핵연료집합체의 주기초 반응단 

면적 값은 약 2배정도 PMR200 핵연료집합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MR200 

노심의 혹연 감속재에 의한 중성자 스펙트럼이 PWR보다 매우 소프트해졌기 때문이다. 

표 3.3.2.23 PMR200 노심의 주요 액티나이드 핵종의 연소도별 1군 중성자 반웅단연적 

~‘ o GWd/tHM 10 GWd/tHM 20 GWd/야뻐 30 GWd/야1M 

U-235 
Capture 1.58E+1 1.52E+1 1.49E+1 1.48E+1 
Fission 6.99E+1 6.55E+1 6.39E+1 6.28E+1 

U-238 
Capture 4.96E+0 5.08E+0 5.14E+0 S.19E+0 
Fission 3.19E-2 3.29E-2 3.33E-2 3.36E-2 

Pu-238 
Capture 4.81E+1 4.32E+1 4.21E+1 4.15E+1 
Fission 2.50E+0 2.40E+0 2.38E+0 2.37E+0 

Pu-239 
Capture 1.71E+2 1.56E+2 1.51E+2 1.47E+2 
Fission 2.78E+2 2.54E+2 2.45E+2 2.39E+2 

Pu-240 
Capture 3.85E+2 3.84E+2 3.76E+2 3.67E+2 
Fission 3.05E-1 3.22E-1 3.24E-1 3.24E-1 

Pu-241 
Capture 8.44E+1 7.66E+1 7.42E+1 7.26E+1 
Fission 2.36E+2 2.14E+2 2.07E+2 2.03E+2 

Pu-242 
Capture 3.86E+1 4.19E+1 4.63E+1 4.66E+1 
Fission 1.58E-1 1.73E-1 1.75E-1 1.76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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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3 냉각시간에 따른 붕피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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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44 원자로 타입별 냉각시간에 따른 붕괴열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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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43은 PMR200 노심의 붕괴열 생성량을 PWR 노심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단위 톤 heavy metal당 생성 붕괴열은 PMR200 노심에서 약 3배정도 높게 계산되었 

다 붕괴열이 높은 이유는 단위 heavy metal당 PMR200 노심의 출력이 PWR 노심보다 

약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P~α200 노섬은 우라늄 장전량이 작고 열출력 또한 

작으므로/ 원자로 출력대비 붕괴열 생성을 평가하면 -그림 3.3.2.44와 같이 두 노십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GA사에서 설계한 600MW 열혈력 노섬에 대하여 GA사에서 제공 

한 붕괴열 계산값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노심에 따라 붕괴열 

생성량은 다르지만 노심출력대비 붕괴열 생성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냈다- 앞서 비교한 노 

심들은 모두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고 U-235로부터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생성수 

융은 동일하므로 주기초 붕괴열 생성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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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 .2.45에 연소도별 붕괴열 발생 비율을 나타내었다. 약 5GWd/tHM 연소도일때 

붕괴열은 6.13%로 최대로 나타났고/ 이후 연소도가 중가하면 점차 용괴열 생성비율은 감 

소하여 12OGWd/tHM 연소도에서 약 5.8%로 나타났다- 핵연료의 연소가 진행되면 플루 

토늄이 생성되고 Pu-239나 Pu-241로부터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수율이 U-235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짧은 연소도에서는 플루토늄 영향이 작아 붕괴열은 비슷하나 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 비율이 증가히게 되면 용괴열 생성이 차이가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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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열 생성이 연소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주요 핵분열생성물에 대하여 비교하면 

그림 3.3.2.46과 같다.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에서 붕괴열의 생성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하 

는 원인을 스트론륨(5r)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3.2.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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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6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연소도 차이에 의한 붕괴열 

생성수율 비교 

획~ Decay Hea!* Yield Ra!io Yield Ra!i。 Yield Ra!io 
Half-Life 

Fraction(%) (U-235) (Pu-239) (pu-241 ) 

Sr-89 50.53 day 2.93 2.58E-03 8.99E-03 4.33E-04 

Sr-90 28.79 yr 2.82E-02 7.98E-02 5.75E-03 

Sr-91 9.63 hr 8.21 2.29E-01 3.81 E-01 5.17E-02 

Sr-92 2.71 hr 10.0 1.18E+00 1.16E+00 2.73E-01 

Sr-93 7.423 min 18.8 2.70E+00 2.47E+00 9.56E-01 

Sr-94 75.3 sec 14.7 4.25E+00 3.12E+00 2.02E+00 

Sr-95 23.9 sec 21.2 4.57E+00 2.91E+00 2.84E+00 

Sr-96 1.07 sec 10.9 3.58E+00 1.82E+00 2.66E+00 

Sr-97 429 msec 9.42 • 90E+00 7.83E-01 1.71E+00 

Sr-98 0.653 sec 2.58 6.98E-01 2.09E-01 707E-01 

및 트츠λ3 
「 。표 3.3.2.24 스트론륨 동위원소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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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을 분석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수율에 기인 

한 것으로 표 3.3.2.24에 나타낸 스트론륨(Sr)의 동위원소별 핵분열 수율을 비교한 것과 같 

이 플루토늄 핵종에서는 붕괴열이 작은 핵종의 생성수율이 크고 붕괴열 생성이 큰 핵종 

은 생성수율이 작음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트론륨의 생성수율도 우라늄보다 플루토늄 

에서 더 작다. 즉l 플루토늄에서는 주요 붕괴열 핵종인 스트론륨의 생성이 작고 스트론륭 

동위원소 중에서 붕괴열이 큰 동위원소의 생성 또한 직다. 다른 주요 핵분열 생성물도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이 원인으로 인하여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열 

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짧은 냉각시간동안의 붕괴열 생성특성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올 고려하는 경우 처분용기 및 방호벽은 수백년 이상 건전 

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때의 붕괴열은 핵분열생성물에서의 방출량보다 악티나이드에서 

의 방출량이 더 크다. 그림 3.32.47은 냉각시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파 악티나이드의 붕괴 

열 생성비를 도시한 것이다. 노심에서 방출시 94%의 붕괴열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생성 

되며/ 약 3년까지는 90%, 50년 정도 경과하면 50%의 량괴열이 생성된다， 즉， 50년이 경과 

되면 악티나이드의 붕괴열이 중요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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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7 냉각시간에 따른 핵분열생성불과 악티나이드의 붕괴열 생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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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개념노섬에 대하여 원자로 정지시의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노심의 붕괴열 생성량을 제공하기 위해 붕괴열 계산절차를 수립하고 붕괴 

열 특성을 분석하였다 붕괴열 계산 코드인 ORIGEN-2 코드에 초고온가스로용 라이브러 

리가 제공되지 않아 HELIOS 코드를 이용한 반웅단면적 생산 및 라이브러리의 적용가능 

성을 PWR 노심을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1000시간 이내의 붕괴열 생성 평가에서 최대 

2.4%의 오차를 보여 HELIOSjORIGEN-2 코드를 연계한 붕괴열 계산절차가 타당성이 있 

음을 보였다. 초고온가스로의 용괴열 평가를 위해 200MW 열출력을 생성하는 개념노심을 

바탕으로 HELIOS 코드로 반웅단면적을 생산하여 붕괴열을 계산한 결과， 붕괴열 생성은 

경수로에 비하여 톤 heavy metal당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 원인은 PMR200 노심의 

톤 heavy metal당 출력이 경수로에 비해 3배 이상 크기 때문이었으며/ 노심 열출력당 붕 

괴열 생성비는 6% 근처로 계산되어 PWR 노심에서의 붕괴열 생성과 비슷하였다- 노심의 

연소도별 붕괴열생성 변화는 약 5GWdj버M 연소도에서 포화된 후 접차 감소하는 특성 

을 보였다. 연소도에 따른 붕괴열의 감소원인은 플루토늄 핵종에서 붕괴열이 큰 핵분열생 

성물의 생성수율이 우라늄보다 작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붕괴열 생성을 평가하였으나/ 초고온가스로 

셜계노심에서는 노심내 반사체의 영향이 커 국부적인 출력 불균형과 연소도 불균형이 발 

생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심에서의 연소도와 출력을 고려하여 국부적인 붕괴열 

생성 계산이 필요하며1 특히 MCNP jORIGEN-2와 결합된 코드로의 검중계산도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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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유체해석코드 

가. 복사 열전달 

경수로와 같이 액체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에서는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전도와 

대류 그리고 비둥에 의한 열전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열전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혹은 사고 해석에서 매우 단순한 표면 열전달 

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온가스로와 같이 기체를 냉각재를 사용하고 작동 

온도가 8OO't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복사에 의한 옐전달은 온도 차이의 4제곱에 비례 

하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에 비하여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사고 시 원자로 공동 

(ca띠ty)에서의 열전달은 복사열전달이 지배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 

사열전달이 사고 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FD 코드에서 사용 

되고 있는 복사열전달 모텔을 검토하고 다차원 열유동 전산 해석 코드인 LILAC에 유한 

체적법에 기반한 복사열전달 모델올 도입하였다. 

(1) 복사열전달 모텔 검토 및 선정 

지금까지 복사열전달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모델이 개발되어왔으며， 현 

재 많은 수치 모델이 존재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사열전달 모텔로는1 

view-factor법 r 복사선 추적법 (ray-tracing rnethod), 구조화법 (spherical harrnonics 

rnethod), 구분종좌법 (discrete ordinate method),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rnethod), 몬테 

카를로법 (Monte Ca1rlo method) 퉁이 있다 복사모델 선정은 해석 대상의 복사 특성 즉 

광학 두께(optical thickness)와 수치기법의 효율성 퉁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매질이 복 

사 열속올 전혀 홉수하지 않는 경우 복사열속은 해석 영역의 표연과 표연 사이에서만 전 

달(surface-to- surface radiation)되기 때문에 view -factor법이 보다 정확한 복사 열속을 계 

산할 수 있다. 반면에 매질인 기체가 복사열전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즉 광학 두께가 

두꺼운 문제에서는 구분종좌법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직접해석법으로 알려진 

몬테카를로법은 가장 정확한 계산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3차원 유통장 해석에서는 많은 

계산량올 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핑다 여러 복사 열전달 해석 기법 

중에서 유한체적법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서l 광학 두께가 0인 표연 복사열전달에서부 

터 수중기나 이산화탄소 퉁 복사 열속의 홉수도가 매우커서 해석 대상의 광학 두께가 매 

우 두꺼운 영역까지 넓은 범위에 대하여 해석이 가능하고 CFD의 기본적인 기법(상류도 

식， 병렬계산 퉁)들올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 

온가스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헬륨은 복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작동 시 

고온가스로 내 열유동 해석을 위해서 view-factor법과 같은 표연 복사열전달 기법이 사용 

될 수 있으나I 복잡한 형상의 유동장 해석에 사용되는 매우 큰 CFD 격자로 인하여 유동 

장과 복사열전달을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으로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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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광학 두께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유한체적법에 기반한 복사열전달 모율을 개 

발하여 LILAC 코드에 적용하였다 

(2) 복사열전달 수치해법 

복사천당박적식 (RTE， Radiation Transfer Equation) 

회체 매질 내에서 복사의 홉수(absorbing)， 방사( emitting), 산란(scattering)을 포함하여 

s 방향으로 전달되는 복사선 1(;， s)의 복사 전달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egel, 

2001] 

s. V1(r,s) = -(k + σ，)1(r， s) + B(S) 

B(s) = k1e + 갇 υ(삼)φ(s' ， s)dQ’ 
4π4; 

(3.3.3.1) 

여기서， k는 홉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 a.는 산란계수(scattering coefficient), le 

는 혹체의 복사 강도/ 그리고 φ는 산란 위상함수를 나타낸다. 식 3.3.3.1의 좌변은 & 방향 
으로의 복사 강도의 증가를 의미하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홉수와 외부산란 

(ou t-sca ttering)으로 인한 복사 강도의 감쇄 (attenuation)， 두 번째 항은 매질의 방사 

(emission)과 내부산란(in-scattering)으로 인한 복사강도의 상숭(au망nentation)을 의미한다 

매질을 둘러싼 표면(벽연)이 복사에 대하여 회체이며 확산적 (diffusively)으로 반사하는 것 

을 가정하면 표변에서의 복사 강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e， 、 r Tí~ ~'\ -:': _~ J r'\ • &haT,,4 
b =--」- μ(ï' ， s)s. ndQ + 二b~'b

π 3 π (3.3.3.2) 

매질에 의하여 홉수되는 복사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기체의 열전달 방 

정식의 생성항에 포함된다. 

Sr =k J[1(삼)-폐dQ 
(3.3.3.3) 

으l좌효뾰벌 

복사선은 3차원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체각(업체각， solid 

angle)의 개념이 사용된다. 고체각은 표면적을 단위 반지름의 구에 투영하였을 때 그 표 

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의 고체각은 4π가 된다 복사 강도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4lt의 각도 공간을 이산화(discretization)하여야하며 +z 축을 기준으로 하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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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polar angle) 0와 +x 축을 기준으로 하는 원주각(azimuthal angl리 φ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고체각을 이산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산화된 고체각을 검사각(conσ01 

angle)이라 하며， 유한체적법에서는 복사 강도가 각각의 검사각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z y 
Control angle óO

I I angle 

8 
x 

y 

그립 3.3.3.1 고체각의 이산화 및 2차원으로 본 복사 강도의 분포 

복사전달방정식 식 3.3.3.1올 유한체적법 원리에 따라 검사각과 검사체적 (CV， control 

volume)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Raithby， 1990) 

j js. V'IdVdn=- j j<k+a-,)IdVdn+ j jBdvdn 
Ml åV Ml åV Ml åV (3.3.3.4) 

식 3.3.3.4의 좌변에 있는 항은 가우스정리를 이용하여 체적적분을 연적적분으로 변환 

하여 이산화할 수 있다. 

ZιÃf. fs;dQ=LI껴f 혹 
f Ml, f (3.3.3.5) 

식 3.3.3.5에서 긴f는 CV의 면 f에서 i 방향으로의 복사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복사캉 

도의 감쇠와 중폭을 나타내는 우변에 대해서는 단순히 CV 명균값올 이용하면 식 3.3.3.6 

파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LI!f J !f = [-(k + O"s)l;o + B;lð.Q; ð.κ 
f (β3.‘.3.‘3.6) 

식 3.3.3.5에서 S，는 방향벡터 &를 검사각에 대하여 적 분한 것으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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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cv 변에서의 복사 강도 1;，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질 수 있으며l 본 연 

구에서는 단순하면서 복사 전달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상류차분법 (upwind scheme)을 사 

용하였다 

1 ijJ ij = 1 ;0 max( J ij' 0) + 1 ;.nb min(카 ,0) = l ;o J ij,OUI + 1깨 (3.3.3끼 

식 3.3.3.7올 식 3.3.3.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3.3.3.4는 다음과 같이 이산화된 산술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LJij ,OUI +(k+인)AκAQ; ]I;o + LJij,;n 1 ;,nb =Bj A Vo AQj 
f nb (3.3.3.8) 

각각의 cv에 대하여 얻어진 이산화방정식은 서로 연결되어 i 방향으로의 복사강도를 

위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게 되며， CG(conjugate gradient) 계열의 반복법을 이용한 행렬 

solver를 이용하여 복사강도를 얻을 수 있다. 복사 강도는 이산화된 검사각의 개수만큼 

계산함으로써 모든 방향에 대한 복사강도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3) 복사 모델 검증 

기술된 수치기법을 이용하여 LILAC CFD 코드의 복사 모률을 개발하였으며/ 복사 모 

텔의 정확도를 검중하고 계산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증 문제를 선정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워 이삿적 화로(3-0 idea!ized furnace) 내에서 복사 염처당 

Menguc 퉁[Menguc， 1985]이 제안한 3차원 이상적 화로 문제에 대하여 LILAC 코드로 

해석하였다. 화로의 형상은 길이가 4m이고 폭과 높이가 각각 2m인 육연체이며， 내부에 

는 홉수계수 k가 0.5이고 산란계수가 0인 회색 기체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화로 내 연소 

에 의한 발열을 모의하기 위하여 단위체적당 5 kW의 열이 생성된다 z=O, z=4인 벽연의 

온도는 각각 1200 K, 400 K로 유지되고 벽면의 홉수계수는 각각 0.85, 0.7이며， 그 외의 

벽면은 온도가 900 K, 홉수계수는 0.7이다. 그립 3.3.3.2(a)는 해석영역과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된 격자를 보여준다‘ 열원을 가진 기체가 동온 벽면과 전도에 의해서만 열전달이 이 

루어지는 경우 온도 분포는 포물형을 이루며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반면 이 문제와 같이 기체가 복사에 의해 벽면으로 열속을 방출하는 경우 온도 분포는 

복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소 면편해지고 중심에서의 온도도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연소기 내부의 온도장을 수치해석 하는 경우에 화염 근처에서의 온 

도는 복사를 고려한 경우가 복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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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림 3.3.3.2(b)는 y=l에서 x축을 따라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 기체와 

벽면 사이에 복사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온도 분포가 다소 면편해져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LAC의 계산결과를 Menguc 퉁이 계산한 값 

과 비교하였으며， 온도 분포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R 

1100 

-- Pr ••• n’ 
M enllu‘ '"‘ "‘ ~.III. ‘’ 111) 

1100 

§짧t줬 「
아
\
 

」i … 
• 1m J 

그림 3.3.3.2 3차원 이상적 화로 문제에 대한 LILAC 결파 

2차워 사각 책버 내에서 복사에 의하 벽연 영속 분포 

차가운 벽연으로 둘러싸인 사각 챔버 내에서 복사의 산란 계수가 0인 회색 기체의 온 

도가 강인 경우 기체의 복사 홉수율에 따른 벽면에서의 열속 분포를 계산하였으며/ 격자 

의 의폰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격자를 사광하였다 해석으로 얻은 바닥 벽면 

에서 복사에 의한 열속의 분포를 엄밀해 [Raithbγ， 199이와 비교하여 그림 3.3.3.3에 나타내 

었다 두 경우 모두 측벽의 영향으로 모서리로 가면서 복사 열속이 줄어들며/ 특히 기체 

의 복사 방출 계수가 큰 경우(광학 두께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에 비하여 벽면의 끝정 

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측벽의 효과가 더 급격히 뜰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일 격 

자와 비균일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 의존성올 테스트한 결과/ 두 경우 모두 격자의 의존성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1

” 
。， kL= 0.1 

따. = 10.0 

-F--oo8 0.9 

。 -←。
er 0.08 

/ι 
- - Exactsolu뼈n 07~1 

‘_ E빼cts혀ution 
。 U nifonn m9Sh 。 unifonnrn훌sh 

A Nonunifonn mesh A nonun쥬onn mesh 

006。 。， 0.2. 0.3 0.4 05 
065 0.1 0.2. 0.3 0.4 05 

x = xlL x =ιL 

그림 3.3.3.3 벽면에서 복사에 의한 열속 분포， (a) 광학 두께가 작은 경우 (kL = 0.1), 

(b) 광학 두께가 큰 경우 (k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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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X-LILAC 격자 연계 

본 연구의 목적은 상용코드 σX [ANSYS lnι 2005]의 preprocessor를 통해 작성한 형 

상(geometTy) 및 격자(mesh) 자료를 LILAC 코드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FX-LILAC 격자파일 연계 모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FX-LILAC의 

code-to-code 벤치마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LILAC의 preprocessor로서 CFX의 

preprocessor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FX 코드의 preprocessor로서는 ICEM-CFD 

10.0올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1) CFX-LILAC 격자 연계방법 

그림 3.3.3.4는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CFX-LILAC 격자파일 연계방법 

을 보여준다. lCEM-CFD 10.0 코드에서 작성한 격자파일올 CGNS (，다o General 

Notation System) [Rumsey, 2006.05] 파일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CFX5 format의 아스키 

파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련렘 ‘i ?tr:r?L 4’ 
Meoh F’‘ By lCEM2HYB.F 

그립 3.3.3.4 CFX-LILAC 격자파일 연계방법 

CGNS는 1994년에 보잉사와 NASA가 합작으로 개발하기 시착하였으며 이후 다른 여 

러 나라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였다 CGNS는 CFD의 input, ouput, 격자 (정렬 및 

비정렬)， flow solution, connectivity, 경계조건 및 부가 정보들을 표준화하고자하는 세계 

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CGNS에 대한 권한은 1999년에 공공단체인 CGNS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에 넘어갔으며 모든 CGNS 소프트혜어들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 

및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CGNS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은 확장성 (extensibility) 및 

compatability 연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CFX10의 preprocessor로서 주로 사용 

되고 있는 ICEM-CFD 10.0 코드는 CGNS 변환을 single zone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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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2006.1이- 즉 CGNS 변환을 통한 CFX-LILAC 격자파일 연계는 복합열전달 

(conjugate heat σansfer)과 같은 multi-zones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스키 파일 변환 방법을 CGNS 변 

환과 함께 고려하였다. 

(2) LILAC 요구 정 보 및 format 

CFX-LILAC 격자 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LILAC이 요구하는 격자 정보를 파악해야한 

다 그립 3.3.3.5는 LILAC 코드의 구성 및 계산과정을 보여준다. 

Inαrtfil밑 
경계조건 m밑 \ r .in) 

(bcinfo.dat) 

90αn앤yfilil 
( •. 90이 

Userdefined 
。 Jlput (-. ï 

soIution lU밑 
( •. soi) 

viewm밑 
( •• viw) 

그립 3.3.3.5 LILAC 코드의 구성 및 계산과정 

LILAC의 Solver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hybrid 격자 정보와 경계조건 영역 정보 

이다 hybrid 격자 정보는 HYBGEOF잉DP를 거처 Ln~AC solver의 geometry 파일 입력 

자료로서 사용된다. 경계조건 영역 정보는 preprocessor에서 지정한 경계조건 영역올 

LILAC solver에게 전해주는 매개역할올 한다. 즉 경계조건 값과 해당 geomeσy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LILAC input 파일(*.in)올 작성할 때 반드시 펼요하다. 

hvbrid 격자파입 format 

HYBGEOF23DP.EXE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hybrid 격자파일의 확장명은 msh이며 

표 3.3.3.1과 같은 format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셀 ψpe 및 face type은 각 셀 및 

face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이다 

한편 노드별 X, y, z 좌표의 정렬 순서는 비정렬격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각자 

의 코드에 따라 고유한 정렬 순서를 일관척으로 사용한다 preprocessor의 정렬순서와 

solver의 정렬순서가 다를 경우에는 적절한 변환올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LILAC의 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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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격자 node numbering 순서는 그림 3.3 .3.6과 같다. 

격자 전체 정보 

논트표표 
뀔경보 
경계조건 정보 

표 3.3.3.1 LILAC hybrid 격자파일 forrnat 

총 노드수， 총 셀수， 총 face수 
노드별 X, y, z 좌표 
zone id, 셀 야pe， cell-to-node connectivi 

e, face-to-node connectivi 

tζx 
5 

그립 3.3.3.6 LILAC이 사용하는 육면체 

격자의 node numbering 

LILAC의 face-to-node connectivi야에 사용되 는 numbering은 각 face 수직 축에 대 하여 

outward-normal 방향 순으로 한다. 즉 그림 3.3.3.6의 node에 대해 face-tc• node 

connectivity는 표 3.3.3.2와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face id는 ICEM-CFD의 face id를 따른 

것이다. 

표 3.3.3.2 LILAC의 육연체 격자 face-tc• node connectivity 

face id face- to- node connectivitv 
l 4. 1. 5. 8 
2 2.3.7.6 
3 1. 2. 6. 5 
4 3, 4, 8, 7 
5 3, 2, 1, 4 
6 6, 7, 8, 5 

격계조켠 엿역 ;엇보 

LILAC input에서 경계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계조건 surface ID, 경계조건 종류， 

경계조건 값을 지정해야한다 이 중에서 경계조건 surface ID number가 preprocessor에서 

작성한 형상정보를 LILAC solver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LILAC solver는 surface 

ID number를 바탕으로 어떤 곳이 ICEM-CFD에서 inlet, 0매tlet 둥으로 지정한 par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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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인지를 파악한다 

(3) CGNS 변환을 이용한 방법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CFX 코드 preprocessOl인 ICEM-CFD 10.0는 CGNS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저장된 CGNS 파일 정보를 원어들여 LILAC이 요구하는 격자정보로 변 

환시킴으로써 CFX-LILAC 격자파일 연계를 수행할 수 있다 저장된 CGNS 파일은 binary 

형식으로서 일반적인 text editor 로는 내용올 볼 수 없다. 따라서 CGNS 유틸리티 프로그 

랩 중의 하나인 ADF Viewer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립 3.3.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CGNS 파일은 전형적인 수목구조(tree-like structure) 

를 이룬다 수목구조 내에 LILAC이 펼요로 하는 각종 격자정보를 담고 있다， 

Name=CGNSLibraryVersion 
Label=CGNSLibroovVersion 1 
Oa씨=(version number) 

Name=Zone 1 
Labe l=Zonel 

Name=Base 
Label=CGNSBase 1 
Data=CeIIOimension=3, 

PhysicalD fmension=3 

D ala=VertexSize=3213, 

Name=ZoneType 
Label=Zone Type_1 
Oata=Unstructured 

Name=CoordinateX 
Labal=OamAmlLI 
Oala=x(l) 10 0(3213) 

Ce \lSize=2560, 
VertexSizeBoundary=O 

Name=ElementRangø I 매ame=ElementConnectivity 
Label=lndeoRangs_1 1 ILobe l=OotaArray_‘ 
D810=1 ,2560 11001a=ie \em(1 ,1) 10 ielem(B,2560) 

그립 3.3.3.7 비정렬격자에 대한 CGNS 파일 구조 rRumsey, 2006.051 

포트란이나 C 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저장된 CGNS 파일 내용올 추출하여 사용 

하려면 CGNS project gro때에서 개발한 mid-level의 API 호출 함수틀올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API 호출 함수들은 CGNS 라이브러리 함수에 내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 호출 함수를 이용하여 ICEM-CFD가 저장한 격자정보를 LILAC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란 모률 CGNS2HYB.F을 개발하였다. 그림 3.3.3.8은 CGNS2HYB 모률을 이용하 

여 ICEM-CFD에서 생성한 격자를 LILAC이 사용하는 hybrid 격자파일로 변환한 예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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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Tecplot으로 그려 진 
static mixer의 표면격자 

그림 3.3.3.8 CGNS 파일변환을 이용한 격자 연계의 예 

(4) 아스키 파일 변환을 이용한 방법 

CFX의 mam preprocessor인 ICEM-CFD 10.0은 격자파일올 아스키 파일로 저장하는 

융션도 제공한다， 변환된 아스키 파일은 통상적인 text editor를 이용하여 저장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스키 파일을 이용한 CFX-LILAC 격자파일 연계의 핵심은 

ICEM-CFD 10.0의 격자파일 저장 format을 파악하여 LILAC이 요구하는 hybrid 격자파일 

format으로 변환시켜 주는 작업이다 ICEM-CFD 10.0 코드는 격자파일을 저장할 때 다양 

한 S이ver(예:αX， STAR-CD, Fluent, 퉁)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는 CFX 5 (CFX10 포함) solver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옵션올 이용하였다. 이 경우 

통일한 격자파일을 CFX와 LILAC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CFX-LILAC 사이의 

code-to-code 벤치마크 계산올 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CFX5 format의 격자파일올 바탕으로 LILAC이 요구하는 hybrid 격자파일을 만들기 위 

해서는 우선 ICEM-CFD 10.0이 다X5 format으로 저장할 때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CFX 공급자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김범석， 2006.10] 시행착오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CFX5 format의 저장 정보를 예로서 보 

여주기 위해 그림 3.3.3.9과 같은 두 개의 셀을 갖는 단순한 육면체 격자를 ICEM-CFD로 

생성하였다 그림 3.3.3.9의 격자는 'BODY’라는 이름의 single zone으로서 12개의 node와 

107ß 의 face를 갖는다 왼쪽 한 개의 연을 'FACE’라는 part로 영명하였고 나머지 5개의 

연들은 'SURFACE’라는 part로 명명하였다 part는 CFX 및 LILAC solver에서 경계조건을 

적용할 면틀에 해당한다 ’FACE’는 1개의 face를 갖으며 'SURFACE’는 9개의 face를 갖는 

다 생성된 격자는 CFX5용 아스키 파일 format으로 저장(파일명 :TwoCells.cfx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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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ditor를 통해 확인한 결과 TwoCeJls.cfx5에는 격자정보(노드수， 셀수I zone수， part수 

퉁)와 node의 X, y, z 좌표， 그리고 connecti에q 정보가 담겨있다 표 3.3.3.3에 

TwoCeJls.cfx5에 저장된 각 행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였다 

1 
(1,0,1’ 늄，x 

(0,0,1) 

그립 3.3.3.9 두 개의 셀올 갖는 육연체 격자 

표 3.3.3.3 TwoCells.cfx5 아스키 파일 저장 format 

행번호 TwoCells.cfx5 내용 의미 
1 1128683573 고객번호 
2 Version number: 5.6D 버전정보 

3 12 0 0 2 0 1 2 
노드수， 사연체수y 효리즘수， 육연체수 

피 라미 I 수， 총zone수， 총part수 

000 

4-15 12개 노드의 xιz 좌표 

111 
16 1 234 5 6 7 8 첫번째 셀 node 벤호(cell-to-node connectivi이 
17 2 9 4 10 6 11 8 12 두번째 셀 node 벤호 
18 2 BODY BODY(zone 이릅)에 속한 셀수， zone 이릅 
19 1 2 BODY에 속한 셀 번호 
20 1 FACE FACE(part 이릅)에 속한 face 수 
21 1 1 1번 셀의 1번 face(l.l) 
22 9SURFACE SURFACE(part 이름)에 속한 face 수 
23 1 3 231 5 2 5 2 2 1번 셀의 3번 face 둥(1.3， 2.3, 1.5, 2.5, 2.2) 
24 14241 626 1번 셀의 4번 face 퉁(1.4， 2.4, 1.6, 2.6) 

그림 3.3.3.10은 ICI꾀if-CFD가 기록한 node의 기록 순서를 보여준다. 그립 3.3.3.10의 

node 기록 순서는 cell-to-node connectivity 자료에 쓰이며 LfLAC의 node numbering 순 

서인 그립 3.3.3.6과 다르다. 16행과 17행에 나오는 cell-to-node connectivity 자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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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셀의 node 번호는 1-2-3-4-5-6-7-8 이며 두 번째 셀의 node 번호는 

2-9-4-10-6-11-8-12 이 다. 이 처 럽 각 cell-to-node connectiviψ 순서 는 그립 3.3.3.10의 node 

numbering 1-2-3-4-5-6-7용 패턴을 계속해서 따라간다. 

tζx 

그림 3.3.3.10 ICEM-CFD의 node 기록 순서 

lCEM-CFD의 node numbering 패턴과 함께 face의 numbering 때턴도 파악해야만 한 

다. 그림 3.3.3.9와 3.3.3.10올 비교함으로써 FACE라고 지정된 part는 1번 셀의 1번 face 

(1 .1 face로 표시함)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3.11은 ICEM-CFD의 face numbering 패턴 

올 보여준다. 1번 셀의 2번째 face (1.2), 1번 셀의 3번째 face(1퍼 퉁이 어디를 의미하는 
가를 알 수 있다. numbering 순서는 X, y, z plane 순서이다. 그립 3.3.3.11의 numbering 

패턴은 두 번째 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 개의 셀 경계변은 1.2 또는 2.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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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ç' 6) 는‘ 

tζl 

그림 3.3.3.11 ICEM-CFD의 face numbering 패 턴 

아스키 파일 변환을 이용한 LILAC-CFX 연계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설계계산서[탁남일， 2007.03]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방법을 이용하여 lCEM2HYB.F 라는 포 

트란 모률을 개발하였다. 그림 3.3.3 .12는 ICEM2HYB활 이용하여 lCEM-CFD 격자파일을 

LILAC이 원어들이는 hybrid 격자파일로 변환한 예를 보여준다. 

뺨~디 다판빠디강행양 

TeCDlot으로 그려진 
GT -MHR Unlt Cell 격자 

그립 3.3.3.12 아스키 파일 변환 방법올 이용한 격자 연계의 예 

다 LILAC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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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LILAC 코드의 검중을 위하여 고전적인 벤치마크 문제들 중의 

하나인 후향계단 (backward-facing step) 유통 문제를 검중 문제로서 선정하였다‘ 후향계 

단 유동 문제는 형상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flow separation, reattachment, 

re-developing과 같은 복잡한 물리적 현상올 동반하므로 매우 훌륭한 다D 검중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LILAC 계산 결과는 실험결과 뿐만 아니라 상용코드 CFX 결과와도 비교 평가하였다 

CFX와 LILAC의 수치계산 결과틀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격자， 경계조건/ 차분법 

둥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통일한 격자 사용을 위하여 앞서 기술한 

다X-LILAC 격자 연계 모률올 이용하였다. 

체계적인 검중을 위하여 2차원 충류， 3차원 충류， 2차원 난류 유통의 순서로 LILAC 

검중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2차원과 3차원 문제， 충류와 난류 문제에 대한 검중을 포 

괄하고자 하였다. 

(1) 이차원 후향계단 충류 유동 검중 

이차원 후향계단 충류 유통 벤치마크 문제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Arrnaly [1998]의 실 

험이다. Arrnaly et 혀.의 실험은 Freitas [1995] 연구에서 상용 σD 코드 검증 및 비교를 

위한 표준 검중 문제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2차원 유동을 위해 Arrnal y et al.는 총횡비 

(aspect ratio)가 18:1인 후향계단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Laser-Doppler 측정 장비를 이용 

하여 공기 유통의 주유동 방향 속도(u)를 측정하였다. Arrnaly et al 의 실험 결과를 이용 

한 LILAC 검증 내용은 셜계계산서 I탁납일， 2006 .10]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림 3.3.3.13은 LILAC올 이용하여 Arrnaly et 매.의 실험데이터를 예측한 결과이다 거 

의 모든 지점에서 LILAC은 실험데이터를 매우 잘 예측함올 알 수 있다. 특히 CFX 계산 

결과와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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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3.3.13 주유통방향 속도(비 예측 결과 비교 (Re=10이 

후향계단 유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변수는 재부착거리 (rea야achment length) 

이다. 표 3.3.3.4는 LILAC과 각종 상용 CFD 코드들을 이용하여 Armalyet 며.의 실험에서 

측정된 재부착거리를 예측한 결과이다. 이중에서 CFX10올 제외한 상용 αD 코드 결과는 

Freitas[l995.06]의 논문에 발표된 값들이다. LILAC은 상용 CFD 쿄드들과 거의 동일한 수 

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재부착 거리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표 3.3.3.4 재부착 거리 예측 결과 씨교 (Re = 200) 

FLOTRAN 

a[Freitas, 1995.06]에 기술된 값들. 

(2) 삼차원 후향계단 충류 유동 검중 

4.59' 4.80' 

NlSAj3D

Fluid 

후향계단의 종횡비가 작아지연 유동은 이차원 유동보다 훨씬 복집해진다 그림 3.3.3.14 

에 보인 바와 같이 flow separation 현상은 계단 바닥 벽면(bottom wall) 뿐만아니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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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옆 벽면 (side wall)에서도 일어난다. 또한 벽면에서 유동 중앙부로 강한 유통(jet-like 

flow)이 유입되어 중앙 재순환 유통과 혼합된다. Armaly et al 은 비교적 최근 삼차원 후 

향계단 충류 유통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틀을 CFD 코드 검중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Arm머y， 2003]. 실험에 사용한 종횡비는 8:1이었으며 

Laser-Doppler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주유통 방향 속도(u)와 주유통 수직 방향(v) 속도를 

측정하였다. 

껴、x 

그림 3.3.3.14 삼차원 후향계단 충류 유동 거동 

그림 3.3.3.15와 그립 3.3.3.16은 LILAC을 이용하여 Armaly et 매.의 삼차원 후향계단 

충류 실험결파를 예측한 것이다‘ LILAC은 주유통 방향 속도(u) 분포를 매우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유동 수직 방향(v)의 경우는 약간의 오차를 보인다. 이러한 오차를 보 

이는 것은 주유통 수직 방향의 경우 속도값 절대 량이 작기 때문이다 (입구 속도의 10% 

이하). 측정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LILAC은 주유동 수직 방향 속도도 비교적 잘 예측한다 

고 볼 수 있다. 두 속도 성분 모두 LILAC의 예측결과는 CFX 예측결과와 거의 같다. 그 

립 3.3.3.17에 나타낸 재부착거리에 있어서도 LILAC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 

다. Armaly et al. [2003] 실험결과를 이용한 LILAC 검중 내용은 셜계계산서 [탁남일， 

2006.11]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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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원 후향계단 난류 유동 검증 

LlLAC의 난류 유동 해석 능력을 검중하기 위하여 참고문헌[Kim， 1980.09]에 나와 있 

는 이차원 후향계단 난류 실험올 벤치마크 문제로 삼았다. 그림 3.3.3.18는 LlLAC을 이용 

하여 주유통방향 속도를 예측한 결과이다. LlLAC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난류모델(표준 k

ι RNG k-e, SS찌올 적용하였다 재순환 영역α 값이 작은 영역)을 제외하면 LlLAC은 실 

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재순환 영역에서의 차이는 난류모델 자체의 한계 

에 기인한다. 그림 3.3.3.19은 LILAC으로 계산한 마찰계수 분포이다. 다 =0 인 지점이 재 

부착거리로서 그립 3.3.3.19은 각 난류모델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잘 얄 

려진 대로 재부착거리 예측에 있어 표준 k-e 모텔에 비해 RNG k-e 과 SST 모델의 예측 

성놓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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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통 성능/안전해석 코드 

고온가스로의 계통 성능/안전해석 코드로 사용되는 MAR5-GCR 코드는， 경수로 및 중 

수로 안전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MARS 코드[이원재， 2002.03]를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된 코드이다 고온가스로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헬륨， 

이산화탄소 및 질소 동의 기체 물성치 테이블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향상시켰으며 이 

외에도 특화된 기체 대류열전달 모텔， 복사 열전달 모렐， 접촉 열전달 모델 퉁을 추가하 

여 고온가스로 계통 성능 및 안전해석 용도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다[이원재， 2005.12] 

MARS-GCR 코드에 대한 개선 사항은 크게 열유체 모텔 개선 및 검중과 다차원 노심동특 

성 해석코드 연계 그리고 국부온도 통합해석 체계 개발의 3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열유체 모텔 개선 및 검중 

MARS-GCR 코드의 열유체 모델 개선은 새로운 모텔의 도입보다는 기존 모텔에 대한 

검중 및 오류 수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MARS-GCR 코드의 개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력 손실에 따른 에너지 보존 문제 개선 

• 페블 압력 강하 모델 검중 

순환기(Circ띠ator) 모텔 개선 

(1) 압력 손실에 따른 에너지 보존 문제 개선 

MARS-GCR 코드의 에너지 방정식에서는 유체의 내부에너지와 압력올 각각 독립변수 

로 취급하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dissipation)을 별도로 고려하므로 혼합 엔탈피가 

보존된다. 하지만 마찰이 아닌 연결접 Gunction) 사이의 급격한 면적 변화에 의해 큰 압 

력손실이 발생활 경우에는 혼합 엔탈피가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제어체적 

내의 마찰이 아닌 체적 간의 연결점에서 생기는 압력 강하에 의한 추가적인 에너지 손실 

올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정을 해결하기 위해 MAR5-GCR 코드에는 

rnodified PV 옵션을 사용자 선택사향으로 두고 있다[KAERI， 21αJ4]. Modified PV 옵션에 

서는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유업 압력항이 유체 흐름 방향에 따라 결정되므 

로 엔탈피가 보존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보정 하므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nodified PV 옵션이 적용될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항올 무시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였다[MARS DR-092, 2006]. 단/ 위와 같은 수정은 MARS 코드의 serni-irnplicit 방식 

의 수치해법에서만 적용될 뿐， 차분방정식의 차이 때문에 nearly-implicit 방식의 수치해법 

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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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코드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배판 구조에서 마찰과 형상손실(form 

loss)에 의한 압력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해 수정 전과 수정 후 코드 결과를 비교하였다 

10 개 구간으로 나눈 배관의 입구에는 일정 유량이 효르도록 하고 출구에는 압력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단열 상태를 가정하였다 입구 측의 압력과 온도는 각각 7.0 MPa과 

763 K로 설정하였으며 출구의 압력은 6.93 MPa로 설정하여 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립 

3.3.4.1에서 볼 수 있듯이 코드 수정 전 modified PV 옵션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No PV 

correction)에서는 유체가 이동함에 따라 형상손실계수에 의한 압력 손실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출구로 향할수록 용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드 수정 전 모텔 

에 modified PV 옵션을 적용한 경우(Pressure work + Diss.)에는 반대로 출구로 진행할 

수록 마찰열에 의해 옹도가 중가하는 것올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드 수정 후， modified 

PV 융션올 적용한 경우(press work & No Diss.)에는 에너지가 보폰되어 업출구의 온도 

가 일정하게 유지됩올 확인할 수 었다. 결론적으로 본 코드 수정에 의해 기존에 발생하였 

던 마찰 및 기하학적 형상 변화에 의한 비물리적인 에너지 손실 문제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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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에너지 손실항 수정 전과 수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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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블 압력 강하 모델 

MARS 코드의 압력 강하 모텔은 봉다발 또는 배관 내외부에 대한 상관식 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블 노섬에서의 압력강하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올 개발하여 적용성을 평가하 

였다 독일에서 개발한 페블용 압력강하 상관식을 척용하였으며 식 (3.3.4. 1)과 같이 표현 

된다[이숭욱， 2006.04]. 

ð.P _ 1 - f 1 1 , m" 
ψ--- -「 - (-)2 

ð.H - f3 CJ" 2p , Ap 

320 6 
(1[1= -.:효-+-검rτ7) 

.~ C'~)O 

l-f l-f 

(3.3.4.1) 

여기서/ 

ð.H: 페블 노심의 전체 높이， e 떼블 노심의 기공융 

p: 냉각재 밀도， dp 페블 직경 ， Ap ’ 페블 노심의 단면적 

Re: 페블 직경 (dp)과 superficial velocity(V.)로 정의된 Reynolds 수 

페블 베드에서의 압력 강하 모델을 검중하기 위해 그림 3.3.4.2과 같이/ 직경 6 cm 인 

페블이 기공율 0.39로 들어있는 배관 형태의 페블 베드를 가정한다. 이때 중력 효과를 무 

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페블 베드를 수명으로 놓는다. 사용되는 냉각재는 헬륨이며 입 

구온도 및 압력은 각각 490 t:와 7.0 MPa이다 본 검중에서는 충류 유동(Re=983)과 난류 

유통(Re=32，754)의 2 가지 경우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식 (3.3.4.1)로 계산된 값과 비교하 

였다. 그림 3.3.4.3은 충류 및 난류 유통에서의 배관에서의 누적 압력강하 추이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류 및 난류 유통 영역 모두에서 이론값과 코드 결과 

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떼블베드 압력강하 모텔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 ... 490 t: 

P1" .. 7.0 

T。이 • 490 'C 

Poo‘ ,. 6.92B53 ι!P. 

11m ( 

녔
 

그립 3.3.4.2 수평 페블 베드 측면도 및 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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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단열 조건의 페블베드 누적압력강하 결과 (좌· 충류， 우· 난류) 

나. 노심 동특성 코드 연계 

(1) MARS-GCR과 MASTER깅CR 연계 

계통 열유체 코드와 노심 통특성 코드와의 연계는 이미 경수로에 대해서는 적용된 경 

험을 바탕으로[정재준， 2003) 계통/안전해석 코드인 MARS-GCR과 다차원 노심 동특성 

코드인 MASTER-GCR를 연계하여 노심 영역별 온도궤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코드 체 

계를 확립하였다. 

그립 3.3.4.4는 MARS-GCR과 MASTER깅CR의 연계 개념도로서 통합해석 체계의 주프 

로그랩은 MARS-GCR 이며 MASTER-GCR은 DLL 형태로 연계되며 사용되는 연계연수는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제어봉 위치， 원자로 정지 신호， 국부출력밀도/ 총노심출력 퉁 

이다. 이중에서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제어봉 위치， 원자로 정지신호는 MARS-GCR에서 

제공하는 변수이며 이를 토대로 MASTER깅CR은 국부출력 및 총노심출력올 계산하여 

MARS-GCR에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기존 경수로에서의 연계방식과의 차이점은 감속 

재 영역의 정의에 있다. 경수로에서는 냉각재가 감속재이므로 MARS 코드 입력의 핵연료 

봉 열구조물과 접촉하는 유체가 자동척으로 감속재가 되어 해당 유체 체적의 밀도 및 온 

도 조건올 추적하여 MASTER 코드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고온가스로의 경우에는 흑연반 

사체(열구조물)가 감속재이므로 감속재 영역올 별도로 정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ARS 

-GCR 코드 입력 내에 감속재 및 핵연료 영역에 대한 r-z 방향의 mapping 정보를 카드 

번호 3000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드 3001-3999 번에서 갑속재 열구조체의 평 
균옹도 산출올 위해 최대 4개까지의 mesh point를 가춘치를 두어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여기에는 핵연료 영역의 갑속재(예， 핵연료 블록 또는 페블의 혹연)도 포함된다. 핵 

연료 영역의 온도는 이와는 별도로 4001-4999 번 카드에 정의되며 여기서는 감속재 온도 

와 달리 핵연료 중심 온도와 표연온도의 mesh point만을 정의하며 사용자 입력 값에 의 

한 가중치 대신 코드 내부에 내장된 수치인 O퍼중심온도)과 0.7(표면용도)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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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S-GCR과 CAPP 연계 

3차원 페블노심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MASTER-GCR을 대체할 CAPP 코 

드를 개발하였으며 I이현철， 2007.02] 이를 MAREιGCR 코드와 연계하였다 MASR깅CR 

jCAPP 연계방식은 앞서 설맹한 MASTER-GCR과의 연계와 통일하지만 페블 핵연료의 

온도 산출 방식올 수정하였다. MARS-GCR에서는 하나의 열구조체에 대한 명균옹도를 산 

출할 수 있지만 페블과 같이 감속재와 핵연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명균용도만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계계산에서는 페블 노심의 경우， 1개 영역에서 2개 

의 옹도(핵연료 및 감속재)가 필요하므로 MARS-GCR의 평균온도 계산에는 감속재 온도 

(페블 전체의 평균온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핵연료 영역의 용도는 코드 자체적으로 계산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페블의 mesh point 변경 퉁 기하학적 형상올 달리하여 입력할 경 

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향후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코드 입출력 구조의 개선이 필 

요하다. 

(3) 코드 연계 검중 

MASTER김CR과의 연계 검중은 다음 절의 MARS-GCR j MASTER깅CRj 다D 연계 

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CAPP 코드와의 연계를 검중하도록 한다. 다차원 노심동특성 코드 
와의 연계 체계 성능을 검중하기 위해 OECDjNEA에서 제안한 PBMR-400 Benchrnark 

문제[OECDjNEA， 2005] 중에서 Phase-I의 Exercise-III에 대한 예비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PBMR-400의 정상상태에 대한 연계계산 문제이다 본 벤치마크 문제에서는 전체 

연계영역을 반경 및 축방향으로 20 x 29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서 핵연료 영역인 페블 

노심은 다시 5 x 227ß 영역으로 셜정된다. 본 벤치마크 문제 해석올 위한 전체적인 연계 

영역에 대한 그림을 3.3.4.5에 나타내었는데 이중 반경방향으로의 경계연은 CB (core 

barrel)영역이며 촉방향으로는 RC5jRSS의 하단부 이상의 모든 영역을 연계 계산 영역으 

로 하고 있다. 

해석 결과，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축방향 옹도 분포 동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 

나 떼블 노심 옹도는 다른 코드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반경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그립 3.3.4.6). 이는 MARS-GCR 코드의 접촉 열전달 모텔에 의한 페 

블 노심 간의 열전도량이 타 코드 체계(대부분 THERMIX 계열)보다 적게 예측되기 때문 

이다[이숭욱， 2007.02] ‘ 하지만 노심 출력분포 퉁의 주요 변수는 타 코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코드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립 3.3.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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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S-GCR j MASTER-GCR j CFD 연계 해석 체 계 

950 'C 출구용도를 갖는 초고온가스로의 현안으료 정상운전 중 핵연료 최고온점 

(hot-spot) 온도 예측이 현안으로 도출되었다- 노심출력분포 계산에 있어서 열유체 궤환효 

과가 매우 중요하므로 각 연소도 별로 계통 열유체 코드와 노심 핵설계 코드 간의 반복 

계산을 통하여 계산결과를 수렴시켜야 한다. 또한/ 핵연료 최고온정 온도 계산은 고온냉 

각유로(hot channel)의 핵적 및 열유체 조건을 사용하여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수렴 및 계산과정은 사용자의 입력으로 반복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상태 MARS-GCRjMASTER-GCRjCFD 연계해석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부온도 계산올 위한 연계 CFD 코드로는 상용코드인 CFX 코드를 사용 

하고 있지만 향후 연구소 자체 개발 코드인 LILAC-GCR 코드가 정비 되는대로 본 코드 

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림 3.3.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RS-GCR과 MASTER-GCR은 주어진 연소구간의 

노심 출력분포와 온도분포를 통합해석 방법으로 생산허고， 고온냉각유로를 선정하여 CFD 

코드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CFD 코드에 

서 노심 최고온정 온도를 계산한다. 이어， MASTER-GCR은 주어진 기간에 대한 연소계산 

올 수행한 후， MARS-GCR과 통합해석올 통하여 다읍 연소 구간의 노심 출력분포와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고온냉각유로 자료를 생산하여 다시 CFD 코드에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 

해석체계의 적용은 1 회 계산으로 평형노심까지의 최대 핵연료온도를 생산 가능하게 하 

여， 계산시간 및 사용자 시칸 퉁 계산의 효율올 크게 중가시킨다. 

MARS-GCRjMASTER-GCR의 연계계산을 통해 각 연소도 별 고온부 출력분포와 입구 

냉각재 질량속(mass flux) 및 입구온도 조건을 생산한 뒤/ 이 자료에 근거하여 αX 코드 

계산올 수행하였다. 각 노심 연소도 별 고온부에서의 선출력 밀도가 그림 3.3.4.10에 나타 

나 있다. 축방향 노심 출력분포는 주기초(BOC)에 비해 주기말(EOC)로 갈수록 명탄해지며 

최종 노심 연소도 구간에서는 노심 하부의 출력밀도가 상부보다 더 커짐올 알 수 있다 

최고온정 온도 해석에 사용되는 출력밀도는 핵연료봉 1개의 선출력밀도이며 노섬연소 

도에 따라 1개 핵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총 출력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력의 

변화는 최고온점을 흐르는 냉각재 온도에 영향올 미치며 결파적으로 핵연료 최고온도에 

영향을 준다. 표 3.3.4.1 에 단위 핵연료봉의 노심 주기별 명균 선출력 밀도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C에서 평균 선출력 밀도기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축방향 출 

력분포 변화 효과와 중첩되어 핵연료 최고용도는 MOC에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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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9 MARS/MASTER/CFD 국부옹도 통합해석 체계 연계방법 

표 3 .3.4.1 노십 연소주기에 따른 Hot-spot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밀도(LHGR) 변화 

연소주기 
EOC (Cycle-15) MOC (Cycle-8) BOC (Cycle-1) 

선출력밀도 

4707.5 4921.6 4895.2 Avg. LHGR 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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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0 연소 주기에 따른 노심 선출력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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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ebble Bed Micro Model(pBMM) 벤치 마크 

PBMM는 작동유체로서 질소를 사용하여 동력변환계통의 동적 거동 현상올 입중하기 

위한 동력변환기기 모델 중의 하나이다[IAEA， 2004] 이 장치는 단상 원심 압축기와 터빈 

을 사용하여 한 쌍의 고압 압축기와 터빈/ 저압 압축기와 터빈/ 그리고 통력 터빈과 발전 

기로 구성되어 3 축πhree Shaft)을 가지는 장치이다 또한 고온가스로의 동력변환장치를 

모사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폐복열기 브레이튼 싸이클을 가진다. 이러한 PBMM의 동력변 

환계통의 거통올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MARS-GCR 코드[이원재， 2005.12]를 적용하 

여 고온가스로의 안전해석코드 검증을 통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CRP-5의 

PBMM 벤치마크문제를 수행하였다. 벤치마크 문제에서는 정상상태 해석과 추가 질소 유 

입에 의한 과도상태 해석올 수행하였으며 본 벤치마크 해석을 통해서 MARS-GCR의 순 

환기 (Circulator) 모델의 성농올 검중하였다. 

(1) MARS-GCR의 PBMM 모텔랭 및 정상상태 계산 

PBMM의 각 컴포넌트를 MARS-GCR에 적용하여 코드명가를 수행하였다[김창현/ 

2005.10]. MARS-GCR 코드에 척용된 모텔은 새로 개발된 순환기 모델을 사용하여 모텔링 

하였다 순환기 모텔은 기폰의 “펌프”모렐을 수정하여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비와 순환 

기의 회전속도와 질량유량의 합수에서 주어진 효융에 의해서 구해지도록 개선하였다. 수 

정된 모텔은 단일 루프와 두 개의 순환루프를 사용하여 위의 압축기모텔을 검중하고 입 

중하였다[배성원， 2005.10]. 사용된 모텔올 살펴보연 수두(llh)는 주어진 성능 곡선에서 얻 

을 수 있는 압력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수두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Mt= p' (PR-l 
Pmg 

PR=효 
껴 

(3.3.4.2) 

(3.3.4.3) 

위 식에서 Pl는 입구 압력， P2는 출구 압력， PR는 압력비이다 또한 주어진 성능 콕선 

으로부터 내삽된 효율('1)올 사용하여 토크(η를 아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mP. fPR- lI 
r=-→.ι 

ωη'P. 
β3.4.4) 

위 식에서 m는 질량유량/ 띠는 압축기 회전속도， '1는 효율， p’”는 압축기의 입출구밀도 

의 평균밀도이다-

터빈 모텔은 기존의 ”터빈”모델올 사용하여 사용자애 의해 성능 곡선을 입력하도록 수 

정하였다 현재 PBMM 벤치마크 모의에서는 단일상태 (Single Stage) 터빈모텔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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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터빈 성능 곡션을 터빈 모텔에 이용하였다 

히터는 420kW의 출력올 가지고 압력용기 내에 들어있다 히터는 세 개의 어셈블리와 

소조립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가 통하지 않는 히터카세트와 전방 덕트 구조체와 

후방 덕트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MARS-GCR에서 히터는 5개의 볼륨을 가지는 파이프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5개의 볼륨 중에서 파이프 중간의 3개의 볼륨을 열구조 

체 모델을 이용하여 열수력 체적과의 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히터를 모사하였다. 열전달 

연적은 1.269 rn2이며 70 kWjrn2 의 균일한 열속을 가정하였다. 

열교환기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구리튜브와 헬형태의 열교환기를 PBMM의 모든 열 

교환기 모텔에 적용하였다 αmTchill-Chu 원형 수명방향 상관식을 헬 (shell) 측에 적용 

하고， Dittus-Boelter 상관식은 튜브 측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열교환기 모텔에서 작동 유 

체로서 질소의 열적 과도 상태의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전달 연쩍은 보존하 

지만 열교환기 재질의 두께는 1.24 rnrn로 가정하였다 

복열기의 작동 유체는 유일하게 질소만올 사용하고/ 또한 고온의 질소로부터 저온의 

질소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면 예비냉각기 (Pre-cooler)와 중간냉각기 

(Inter-cooler)의 냉각을 위한 저온의 유체는 물을 사용하고 PBMM에서 주어진 실험데이 

터를사용한다 

그립 3.3.4.11는 PBMM 모렐에 대한 MARS-GCR 코드 노드 구성도로서 총 2107~ 볼륭 

올 사용한다 저압 압축기와 외부부하냉각기 (ELC)의 입구 압력은 계산올 위한 압력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표 3.3.4.2는 PBMM의 정상상태에서의 운전 조건을 보여준다. 저압 

압축기의 입구압력 경계조건은 각각 95 와 115 kPa이다. PBMM에서 주어진 히터 출구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 출력을 조절하여 일정한 값을 얻도록 하였다.2차측에서 냉각 

수인 물의 입구 온도와 압력은 14.2 'c 와 350 kPa이다. 예비냉각기， 중간냉각기/ 외부부 

하냉각기의 질량유량은 각각 2.05 kgjs, 1.63 kgjs, 1.2 kgjs이다 

PBM1-‘에서 폐루프의 정상상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MARS-GCR에서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먼저/ 그림 3.3.4.11에서 노드 350과 110사이의 밸브는 처 

음에 닫혀 있게 만들고 노드 350파 360사이의 밸브는 열려 있게 구성하여 PBMM의 전체 

루프를 개방루프로 만들어 계산한다 이러한 개방루프 상태에서 정상상태의 계산을 수행 

하면서 노드 110과 350의 압력이 루프저항에 적웅하도록 하여 같은 값을 갖도록 한다 또 

한 히터의 출구온도는 실험 데이터에서 요구하는 값을 유지하도록 히터의 열속을 유지하 

였다. 

개방루프가 안정화 되 었을 때 노드 350과 110사이의 밸브를 열고 동시에 노드 350과 

360사이의 밸브는 닫히도록 하여 전체 루프가 폐루프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올 거쳐서 계산한 혜루프에서의 정상상태 온도와 압력을 실험자료와 비교하였다I서동 

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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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4.2 정상상태 시 PBMM의 운전 조건 

Nominal LPC inIel pressure 95kPa 115kPa 

Suction pressure of LPC [kPa] 94 113.5 

Heater outlet temperature [oC] 647.7 649.7 

CW flow rate PC [kg/s] 2.05 

CW flow rate IC [kg/s] 1.63 

CW flow rate ELHX [kg/s] 1.2 

CW temperature[。디 14.2 

CW pressure [kPa] 350 

Nitrogen purity[%] 100 

Valve opening on ELC Fully open 

Compressor bypass valves 

• 

"'"치 

• 
R<<o.Ipwlllor 1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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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 PBMM의 MARS-GCR의 노드 구성도 

95 kPa의 경우에 대한 은도결과는 복열기의 저압 출구의 비교결과가 실험의 계산결과 

보다 최대 약 9 %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비교적 맹균 퍼샌트 차이가 약 

2.52 %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압력결과는 고압터빈 출구에서 최대 5 

%의 압력차를 보이지만 다른 콧에서는 비교적 좋은 결파를 보인다- 표 3.3.4.3에서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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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의 경우에 대한 터빈 속도와 질량유량의 실험과 계산결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수 었다. 

표 3.3.4.3 MARS-GCR을 이용한 정상상태 질량 유량과 터빈 속도 

EXP MARS-GCR Difference 
MASS FLOW RATE [kgfs] [%] 

Brayton cycle 0.449 0.4659 - 3.76 
ExtemaI Ioad compressor 0.529 0.5624 - 6.3 

TURBINE SPEED [rpm] [%] 
HPT speed 66298 64958.14 + 2.02 
LPT speed 63707 64498.81 + 1.24 
PT speed 32294 29623.83 + 8.26 

(2) 질량 유입 사고 

실험에서 질량유입 사고 모사는 히터 출구 온도가 6500C이고， 저압압축기의 입구 압력 

이 95 kPa의 경우 정상상태의 결과에서 수행하였다 저압 압축기의 입구에서 63초 동안 

0.0227 kg/s의 질소가 유입된다. 이의 모사를 위해서 M~←GCR에서는 그림 3.3.4.11에서 

예비냉각기의 위쪽 노드 860에서 질량유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3.4.12은 질량유입 시 처압 압축기 입구압력의 실험값파 계산값을 보여준다. 질 

량유입이 플나는 63초 근처에서의 실험값파 계산값의 압력은 각각 107.16 kPa, 109.55 

kPa로 압력차는 약 2.23 %이다. 하지만 질량유입이 정지된 뒤 발생하는 열손실을 

MARS-GCR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파와는 차이를 보인다 

’2。

105 

1∞ 

95 

% 

B5 

80 
-10 

1.] - Experiment 
- 6 - MARS-GCR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Time [seconds] 

그림 3.3.4.12 질량 유입 사고 저압 압축기 업구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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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13는 저압의 속도결과를 보여준다. 질량유입이 끝나는 시점인 63초 근처에 

서의 실험과 계산의 결과는 각각 60017 RPM, 58437.9 RPM을 가지고 차이는 약 2.63 % 

를 가진다 고압에서와 출력터빈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질량유입이 

정지된 후 MARS-GCR의 저압에서의 속도는 질량유입전의 초기 속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 이는 저압에서의 저항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0- Experime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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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13 저압 압축기의 속도변화 

그림 3.3.4.14는 복열기의 업구 바로 앞단 환형에서의 실험과 계산압력의 결과를 보여 

준다 질량유입 정지 시 실험과 계산은 각각 300.3 kPa, 314.94 kPa를 가지며 약 4.87 %의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질량 유입 정지 시 튜브다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험결과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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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4 질량 유입 사고 시 복열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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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PBMM의 3축 (3 shaft) 동력변환계통의 정상상태와 질량유입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서 

MARS-GCR 코드를 적용하였다 MARS-GCR에는 터빈장치의 작동모사를 위해서 기존의 

펌프 모렐과는 다른 순환기 모델이 개발되어지고 적용되어졌다. 정상상태의 결과로부터 

실험과 계산결과에서 온도와 압력의 평균차이는 각각 2.52 %와 2.59 %를 가진다- 또한 

정상상태의 결과로부터 질량유입 계산 시 열손실과 저항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위의 계산 결과로부터 PBMM 벤치마크 모사를 통해서 MARS-GCR 코드의 능력이 입 

중되었다.MARS-GCR 코드는 최대 오차 10 % 한도 내에서 온도와 압력 분포를 예측하 

는데 있어 정확성을 보인다- 향후 MARS-GCR의 압축기와 터빈성능이 신뢰할 만한 예측 

을 가지도록 더 많은 개선과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시스댐의 열손실을 포함한 실험결과 

를 사용하여 PBMM의 압축기와 터빈의 통적거동의 정확한 예측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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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GAMMA 코드의 주요 개선 사안으로 향후 코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자간의 간섭을 

줄이고/ 유지 및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C 언어로 작성된 기존코드를 C++ 언어의 클 

래스 기능을 이용하여 구조를 개선하였다. 주요 모델 개발 항목으로는 핵연료/다차원 열 

전도 모텔의 연계， 접촉 열전달 모델r 분자확산 모텔의 개선 및 혹연산화반웅 모텔 개선 

안 동을 수행하였다- 모텔 개선 및 개발과 병행하여 검증계산올 수행하거나 계통 열유체 

분석에 적용하여 모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가. GAMMA 모델 개발 및 개선 

(1) 다차원 열전도 모델파 핵연료 모델의 연계 

개선된 핵연료/다차원 열전도모텔에서는 노심의 fue!ed zone과 unfue!ed zone의 온도 

장을 동시에 구하는 방식올 취한다 이때 unfue!ed zone은 다차원 열전도 모델로， fue!ed 

zone은 일차원 핵연료 모렐로 다룬다 두 모텔은 수치적으로 음해법 (implicit)으로 연계하 

여 수치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즉 그림 3.3.5.1에서와 같이 페블핵연료의 경우 fue!ed 

zone에 대한 일차원 열전도 수치방정식올 unfue!ed zone에 대한 다차원 열전도 수치방정 

식과 음해법적 연계하여 다차원영역 온도 분포와 핵연료내 온도분포를 통시에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짜)젊=뚫〔줬)+따 • π(r)~ 

[댄 
Single Multi-D 

DitTerence Eq. 

O Q 。
。 <:Y 。
O O O 
<C。이e flUid/s여 fd cell > 

:I::~→ 
T, 

< Inneη zone mesh > 

그림 3.3.5.1 핵연료와 다차원 열전도 모텔의 연계 

fue!ed zone인 핵연료와 m버le!ed zone인 다차원 열전도 연계에 대한 수치해법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 fue!ed zone에 대한 일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유한체적법으로 차분화하여 선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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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를 얻는다. 

- 동시에 unfueled zone에 대한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유한체적법으로 차분화하고 

fueled zone과의 열교환 항(q엉)을 추가한다 

- fueled zone의 선형대수방정식에서 unfueled zone 온도인 Tp 를 미정으로 놓고 해를 

구해 T。 를 Tp 만의 함수로 놓는다. 

- To~f(Tp) 를 unfueled zone에 대한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의 열교환 항(qgf)에 대입하 

면， unf1αeled zone에 대한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은 Tp 만으로 표현된 선형대수방정 

식이 된다. 

- unfueled zone의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에 대한 선형대수방정식올 풀어 Tp 온도장을 

얻는다. 

- 마지막으로 Tp 로부터 To 를 얻은 다음 fueled zone의 온도 분포를 얻는다 

(2) 다성분기체의 분자확산모텔 개선 

개선된 다성분기체 분자확산 모델의 일반식 [Kee， 2003]은 Fick’s Law 에 의해 식 

3.3.5.1과 같이 표현되어 압력 및 온도 구배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예측한다. 통일한 일 

반식으로 Stefan-Maxwel1 식도 GAMMA 코드에 내장하고 있다. 비록 통일한 수학식이더 

라도 수치적 처리 과정의 차이로 다른 수치적 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tefan-Maxwell 

식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으로 놓았다. 

pW • T VT 
J =iiL2」 w;Djkdk -Dj τ (molecular diffusion mass flux) 

rr k=l .1 

~ ..f-., RT 
q~L자h，-ε--DJ아 (m떼1 

k=써:녁 k샤써-에tWkX짜 k 

여기서 

VP 
dk=VXk+(X，- ι) '; 

(3.3.5.1) 

다성분 분자확산계수(DJk)와 열적 분자확산계수(D; )는 Dixon-Lewis가 제안한 식 
[Gardiner, 198에으로 대체하여 계산시간을 줄였다 식 3.3.5.2에서 다성분 분자확산계수는 

L 00,00 메트릭스의 역행 렬로부터 얻어지고， 열적 분자확산계수는 L 메트릭스의 해로부터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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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τX'" . _r , ftft^^ , -I J """,,,, - 1 1 
ι =광파at (Loo,oo r'). -(뺀r'ß J 

D[ = ~κX. a~ --~~~ 

5R w.oo 

여기서 

ι0 ，00 LIO,IO LIO,OI 11 a~^ 1 = 1 x 
o L'이 ，10 LOI ,OI ) 아1 J lx 

(3.3.5.2) 

혹연-공기 산화반용 모텔에 대해서는 독일 FZJ 연구소의 Moormann 박사의 초청세미 

나 자료와 논문[Moorrn뻐n， 2002，1이올 참고하여 향후 모텔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질량-열전달 모텔은 고온영역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모든 온도영역에 적 

용 가놓하도록 온도천이영역 알고리즘 및 각 영역에서의 산화반웅 모텔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중간온도영역에서의 산화반옹은 시간 및 공간에 의폰하므로 수치 방정식을 이용한 

접근이 훨요하다 또한 산화반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실험 테이터베이스의 구촉이 선행되어 

야한다 

β) 접촉 열전도 모텔 개발 

접촉 열전도 모델은 핀 접촉과 같은 분리된 구조물간의 단순 열전도를 모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식 3.3.5.3은 접촉 열전도 표현식으로 양해법(explicit)적으로 수치 계산이 수 

행된다. 여기서 열전도계수에 대해서는 모델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표현식을 선택할 수 

있다 

Q,,,,,,,aa = L A씨→j(지 - 낀 ) 

여기서 

con: 시→) = k/ L 

mid: 시→) -따(f)/ L 

bar 시→) =0.5((째) + ( lPjkj ) ) / (ι +Lj) 

harn: h . . Jψ껴)(φ') k，) (ι +L) l( 1 ì 
이→ (κκ)ι +(lP， k， )Lj lL， + ιj 

(3.3.5.3) 

개발된 접촉 열전도 모텔은 특히 PMR의 블록노심을 모델하는데 유용하다‘ 그립 

3.3 ，5.2는 PMR 제통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모텔로서/ 블록노심을 실린더 령으로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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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델하는 방식대신에 각 핵연료 블록을 기하학적 구조 그대로 모델한다 이때 핵연료 

블록간의 열교환은 접촉 열전도 모델을 이용하며/ 그림의 경우 5개의 접촉 열전도 모댈을 

사용하여 총 107~의 면간 열교환을 계산한다. 향후 접촉 열전도 모델은 부분노심 (1/3 혹 

은 1/6 노심)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어， 정상상태 노심 열수력 분석에서의 hot spot 및 사 

고시 노심내 상세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림 3.3.5.2 PMR 블록노섬에서의 접촉 열전도 모델 

나 2차원 충류 backward-facing step 유통 검중 계산 

GAMMA 코드의 다차원유통 모텔 검중용으로 CFD 벤치마크 문제인 2차원 충류 

backward-facing step[Armaly, 1983]올 분석하였다. 그림 3.3.5.3은 backward-facing step 

실험장치로 공기가 대기압 20 't에서 평탄한 속도 분포를 가지고 유입되어 전단 입구부 

끝에서 완전 발달된 속도 분포가 된다 분석을 위한 셀 수로는 충분히 세밀한 12,000 개 

의 셀을 사용하고， 두가지 레이놀즈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Air 

1 bar, 20oC 

* -n/L 

뼈
 

50 cm 

푼# Meshes= 12,000 

그림 3.3.5.3 CFD backward-facing step 벤치마크 문제 

GAMMA 코드의 운동량방정식에서의 대류항은 식 3.3.5.4과 같이 차분화되며，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셀 속도는 upwind 속도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upwind (fully-donored) 

scheme은 수치 확산을 발생하므로 속도분포를 완만하게 하는 문제 점 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다차원유동의 경우에는 수치 확산의 영향을 줄여 줄 펼요가 있으므로， 식 3.3.5.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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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다 일반화된 셀 속도 표현식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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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 = 0.0, (centered scheme) 

= 0.5, (mixed scheme) 

= 1.0, (upwind scheme) 

= min(O., \,- Rc / Re) , (hybrid scheme) 

그림 3.3.5.4는 레이놀즈 수가 100인 경우로， 검토된 3가지 scheme의 결과가 모두 거의 

같다 즉 속도가 작올수록 수치 확산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계산된 속도분포는 완전 발 

달된 입구부， 재순환유통부 그리고 출구부 모두에서 설험 속도분포와 매우 잘 일치한다 

그림 3.3.5.5는 레이놀즈 수가 389인 경우로t 속도가 커서 xjS=4.8 cm에서 시험부 상 · 하 

부 모두에서 재순환유동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검토된 3가지 scheme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는더1]， hybrid scheme의 예측결과가 실험자료에 보다 일치한다 즉 속도가 커질수록 

수치 확산이 증가함으로 upwind scheme보다는 hybrid scheme올 적용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hybrid scheme 사용시 엄 계 셀 레 이 놀즈 수(Rc)는 보통 2.0가 추천된다[T.떠mehill， 

1984]. 레이놀즈 수가 2.0 이하 일때는 centered scheme이 적용되고 레이놀즈 수가 중가 

할수록 upwind scheme쪽에 근접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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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Backward-facing step 충류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Re=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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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Backward-facing step 충류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Re=389) 

다 HTR-10 정상상태 온도 분포 검중 계산 

GAMMA 코드 검증 계산의 일환으로 HTR-10 원자로의 정상상태를 분석하여 측정된 

노심 구조물의 온도 자료[lAEA， 2001]와 비교하였다. 이전 계산 모텔[전지수 2006.05]과 

비교해서 본 계산에서는 핵연료 방출관으로 흐르는 우회 유로를 추가하였고 고체 영역 

열전도 모텔의 반경 방향 계산 격자를 증가시켰다[전지수， 2006.11]. 정상상태 초기 노심 

열출력 10 MWth에서 유량 4.32 kgjs, 입구 헬륨 온도 250 't, 입구 압력 3 MPa, RCCS 

튜브의 온도를 50 't로 고정시킨 조건에서 계산하였다. 

검증계산에서 고려하는 HTR-lO 원자로의 유체 계통은 헬륨 냉각재에 의한 노심 냉각 

계통과 RPV와 콘크리트 벽면 사이 원자로공동 냉각계통(RCCS)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 

은 원통형 모양이며 핵연료가 방출되는 하부 노심은 원추형( cone-shaped) 모양이다. 혹연 

반사체 및 car bon brick 반사체 들이 노심올 외각/ 상부 및 하부에서 둘러싸고 있다-

노심에서 발생된 열은 유체 계통의 대류 열전달과 함께 원자로 구조물에 의한 열전도 

및 복사 열전달에 의해 냉각된다 유체 부분 및 고체 부분의 계산 모텔은 이전 계산 모델 

[전지수， 2006.05]과 유사하지만 본 계산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산 모델을 수 

정하였다‘ 먼저， 핵연료 방출관을 통해서 바로 페블노심 영역의 하부로 유입되는 유량을 

전체 유량의 1%로 설정하였다. 그림 3.3.5.6은 본 계산에 사용한 노심 유량/ 우회 유량 및 

누수 유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원자로 유입 유량은 4.32 kgjs이며 이중 87% 유 

량이 페블노심을 냉각시키는 유효 유량이며 2% 유량이 제어봉 채널[IAEA， 2001]로 흐르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혹연구조물간의 간격에 기인하여 총 유량의 10%가 누수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이 누수 유량에서 7.9% 유량은 고온 출구 플레념으로 바로 유입되고 나머 

지 2.1% 유량은 원자로 냉각에 기여하지 못하고 원자로 출구로 직접 빠져나가는 것으로 

셜정하였다 이들 누수 유량은 냉각재 출구 온도가 700 't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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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정된 계산 모델에서는 고체 영역 열전도 모텔의 반경 방향 계산 격자를 증 

가시켰다 노심에서 반경방향 측면 반사체 영역으로 페블노심/ 혹연， carbon 및 steel 퉁 

다양한 고체 물질이 위치해 있으므로 복합 재료의 온도 구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밀 

한 계산 격자가 펼요하다. 페블노십 핵연료와 측면 반사체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는 온도와 고속 중성자의 조사에 따라 달따진다. 본 계산에서는 측면 반사체 

의 열전도도가 고속 중성자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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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HTR- IO 원자로의 GA.l\1l\1A 계통 모텔 

그림 3.3.5.7은 원자로공동 영역를 제외한 HTR-I0 원자로의 고체 부분 전체 온도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800 "c 이상 높은 용도 영역은 노심 출구의 중심에서 약 0.5 m 반경 
지역에 위치하였다， 고체 영역 온도는 노심 출구의 중심에서 반경 방향 및 축방향으로 멸 

어질수록 용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페블노심의 최고 온도는 노심하부의 중 

앙 지역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명균 페블 핵연료 용도 및 핵연료 중심 온도는 각각 909 

℃ 및 935 "c이다. 

그림 3.3.5.8은 반경방향 옹도 분포 자료로서 계산된 결과를 측면 반사체 및 고온 플레 

념 지역에서 측정된 온도 자료와 비교하였다 계산된 결과는 측정치에 매우 근접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5.9의 축방향 온도 분포도 하부 carbon brick 및 핵연료 방출 

관 지역에서 측정치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방출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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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료는 측정치보다 매우 낮은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5.10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산된 결과는 측정치와 비교해서 핵연료방출관 지역의 두 자료만 제외하고 오차 10% 미 

만으로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HTR-10 원자로의 정상상태 온도분포에 대한 GAMMA 코드 계산은 10% 

미만의 예측 오차를 보여주며， 이는 이전 계산된 결과보다 매우 개선된 결과이다 본 분 

석 결과는 향후 GAMMA 코드가 페블형 고옹가스로의 설계 및 해석에 적용될 경우/ 검 

중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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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7 HTR-10 정상상태에 대한 

고체영역 온도 분포 

291 -



뿔
 

-a 
‘ 
。

~ ‘ ‘ ‘ 、
。

‘ ‘ 
‘ 
‘ ‘ 、

-‘ ~ --

--c..Io이.Ied R,e;uIIS'1 Z" 170 an 

ð. Mea5Ured Da“ 81 Z-I70 an. 5ide re11ector 

---C.11.1.“‘olR.ιIts.1 Z-ØO cm 

。 Mu잉f벼 01(.181 Z- SO cm. llide r버"'OC 

- .C.lwl al혀 R.때U lt l-23‘ 。n
‘ Measured Dat.L 11 Z킹34 crn , hct hdium 이m‘w 

_. - Calcul.tcd Reι~U Ilt Z"'-40 cm 

• M~잉red DaL.L.1 Z"'-40 cm, IqJ re11∞!이 

‘ ‘ 

1000 

900 

800 

700 

훌 600 

400 

300 

• 
200 

200 180 160 140 120 100 

R(cm) 

80 60 40 20 

100 

o 

3.3.5.8 HI'R-I0 정상상태에 대한 반경방향 온도분포 그림 

Calcul"ed Rt:5U’ ts.tR-50cm 

C매 wlatcd Resulta at R- 70 cm 

M，~’여 Doa ,‘ R"SO cm, bobom rdI~ 

M9ωred Data al R-70 cm, bOUOm rdlectQr 

----c피 w1atcd Rewlt‘ ItR-α6 ，m 

MÞ.ιred Data I‘ R- 26 cm, fUeI cb:h얘 •• ~야 

‘ 
900 

a 

口

i 

、

、
、

‘ 、

、

、

、

、

、

、

、

、

、

‘、
、 、

‘안 δ-:....:..:..:..，.‘ 
기δ-~ 

‘ 

800 

700 

얘
 
% 

(
Q
ι
”
i
a
·
b
g
g”
」

400 

300 

n 

500 450 400 350 300 250 

200 

200 

Xσn) 

3.3.5.9 HTR-I0 정상상태에 대한 축방향 용도분포 

- 292 

그림 



n 

/ 
‘ 

/ 
‘ 

/ 

/ 

α
 

/ / 

: 
; 

/ 

·

/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7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4 
--/ 

~ 
-
ν
 
·
/ 

ι
 

/ 

~ 

1 
/ 
·

/ 

t 

ι
 

‘ 

~ 
~ 
/ / 
/ 
-/ 

~ 
~ 
~ 
/ 

C 
‘ 

/ Y 
/ 

γ
 

‘ 

~ 
‘ 

/ 
ι
 
/ 

·/ 

‘ 

‘ 

/-
--

-/ 

r 
r 
r 

4 
O 
/ 

·/ 

0 

O 

O 

. ‘ ‘ / 
/ / 

~ 
π
 ’ m 
m 

/ 
/ 
/ 
/ 

J 
J 
J 

끼
 

, 

κ
 
/ / / 

% 
% 
% 

” 
꺼
 

h 

ι
 

7 

J r 
ι
 
4 

γ
 
’ 

ι
 / 

V 
ι
 
f 

ι
 
t7 

ι
 
~ 
ζ
 
7 

디 

900 

500 

300 

700 (
니C
 

) 

E
g
E
υ
a
-
-
-

”
←
 
1u;-aQ-gQ 

900 700 500 300 

100 

100 

Measured Tem야rature (oc) 

3.3.5 .10 HTR-10 정상상태에 대한 온도 예측 오차 

一 293 -

그림 



6. 핵분열생성물/삼중수소해석코드 

가. 삼중수소 거동 모텔 

수소는 구조물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높은 확산계수에 의해 쉽게 구조물올 투과하 

는 성질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소의 성질 때문에 왼자로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처 

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한 초고옴가스로는 헬륨가스를 통해 열 

수송을 하도록 셜계되어 있어 삼중수소가 수소 생성 계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올 크게 할 

수 있다.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은 관련 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초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의 생성 메커니즘1 삼중수소의 확산에 관한 명가를 수 

행하고 수소 계통내의 오염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 거통올 해석하기 위하여 도입한 TRITGO 

코드[Han5on， 2006a 와 Hanson, 2006b)를 활용하여 초고온가스로에서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삼중수소의 생성 및 확산거동에 

있어 TRITGO 코드에서 채용하는 모텔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TMHR600[GA, 1996.07)에 가상의 수소생성계통을 설치하여 이 

를해석한다 

(1) TRITGO 코드 입력 및 출력 정리 

초고온가스로에서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는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TRITGO 코드의 입력 및 출력을 정리하고， 필요한 출력 도구를 개발하였다[박익규， 2007; 

박익규， 2006a). TRITGO 코드는 MHTGR이라는 발전용 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의 명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코드이다. 이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인 NHDD의 

삼중수소를 명가하기에 앞서， TRITGO에 빠져 있는 15 루프계통에서 삼중수소를 해석하 

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TRITG。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2) 15 루프 해석올 위한 방법론 개발 

15 루프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끼‘ITGO가 각 계통σRITGO 코드는 

51파〈라고 지칭한다)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해의 방법론올 분석하였다. 이 

러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TRITGO로 15 루프에서 삼중수소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TRlTGO를 이용한 15 루프를 가진 가상의 GTMHR600에서의 

삼중수소 분포를 분석하도록 한다 

(가) TRITGO의 해 방법 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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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TGO는 각 생성지역에서 각 생성원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올 계산하여 각 생성지 

역에서 삼중수소 량은 각 생성원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 기술보 

고서에 TRITGO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올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박익규， 2007] 

(나) 엄밀 해를 위한 방법 

삼중수소 입장에서 보면 1차측에서 2차측으로 투파되는 현상은 2차측에서 E 루프로 

투과되는 현상파 동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경로는 ~i 중성자 반용으 

로 삼중수소 생성， 1차측으로 삼중수소 방출，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삼중수소 투파， 2차 

측에서 15 루프로의 삼중수소 투과/ 그리고 E 루프에서의 누출 및 투과 총 5단계를 거친 

다 결론적으로 중성자반웅식， 1차측 삼중수소 보존식， 2차측 삼중수소 보존식， IS 루프로 

의 투파식 퉁 총 4개의 식을 풀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TRITGO 코드에 비해 모든 해 

에 대해 1단계 더 많은 식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시간파 인력 

의 투입올 요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단한 방법론을 다음 절에서 제안한다. 

(다) 간단 방법론 개발 

먼저， 2차측에서의 삼중수소 누출경로는/ 중성자반웅， 1차측 방출， 2차측 투과， 2차측 

누출 중의 4번째 마지막 단계이다. 그리고， 15 루프로 인하여 삼중수소의 보존식을 늘리지 

않기 위해 15 루프에서 삼중수소의 누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15 루프 

로의 투과는 2차측 누출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의 거동의 마지막이 된다. 따라서， 2차측 

누출과 2차측에서 IS 루프로의 삼중수소 투파는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측의 누출계수를 당초 누출계수에 2차측에서 15 루프로 투과되는 계 

수를 더하여 2차측의 삼중수소 양 및 2차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올 구하였다. 또 

한， 2차측에서 15 루프의 투파계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투과계 

수를 사용하였다 

2차측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은 식 3.3.6.1과 같이 되고1 이 식에서 

S, =λ+ loss + perm,S, = L,S3 = πØlh~rma6 이다. 이제 2차측에서 누출 및 투과 되는 양은 2 

차측에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에서 여기서 구한 2차측에서 삼중수소 양을 빼면 식 

3.3.6.2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15 루프로 투과되는 양은 식 3.3.6.2에서 구한 2차측에 

서 총 누출되는 양에서 투과비율올 구하연 쉽게 식 3.3.6.3처럽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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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nd = [dNT1' nd.N,. + [L'.Nr 12nd씨 

=p많[(N，)，컸S2G(L'.t ， (3 .3.6.1) 

Loss&Perm2 from 2ndaη = Penn to 2ndary - 2nd하y(식 3.3.6.1), (3.3.6.2) 

Peπ12=[Loss&Perm2 from 회d(식 (3 .3.6.2))]* [perm2j (Loss+Penn2)], (3.3.6.3) 

(3) 예비 분석 및 결과 

(가) 평가 노형 및 입력 화일 

본 연구에서는 MHTGR의 업력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NHDD의 모델이 되는 

GTMHR600 노형에 대한 TRITGO 입력 화일을 준비허였다. 단I 시간 및 구비 자료의 문 

제로 MHTGR의 입력을 활용하고 GTMHR600의 삼중수소 생성부분에 대한 입력을 준비 

하였다- 따라서r 삼중수소의 누출 및 투과 풍의 분포에 관한 입력은 MHTGR의 입력을 활 

용하였다 또한 삼중수소 생성부분에 있어서도 GTMHR600의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MHTGR올 활용하였다. 

(나) TBEC와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표 3.3.6.1은 계산한 삼중수소의 양올 TBEC 코드 결과[육대식， 2005]와 비교한 것이다. 

TRITGO와 TBEC의 삼중수소의 총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Ie와 10B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TRITGO의 10B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은 중성자속에 따라 크게 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3.6.1 TBEC 코드와 TRITGO 코드의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Reactor 
Mode! Units 

Temary 1-Ie ~i '"8 Tota! Type Fission 

TBEC C(i%/y)r 2507.9 639.4 630.6 1354.8 6084.4 

GT-νfrIR (48.86) (12.46) (12.29) (26.39) (100) 

600 MWt 
TRITGO 

Cijyr 2927 2084 613 28 5654 I 
(%) (5지 (3꺼 (10) (0.5) (100) 

(다) 삼중수소 생성 량 및 삼중수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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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에는 GTMHR600에서 삼중수소의 총 생성량/ 핵분열로 인한 생성량， 중성 

자 반웅으로 인한 생성량/ 생성량 중 고체에 갇혀 있는 양 동이 제시되어 있다 삼중수소 

는 5년 정도 운전할 경우 붕괴된 것을 제외한 누적 삼중수소 생성량은 15000 ci에 이르 

고 있다 핵분열로 인한 양은 선형적으로 10,000 ci까지 중가하나/ 중성자 반응에 의한 양 

은 중가율이 점 점 감소하여 5,000 ci까지 중가한다. 이 렇게 중성자 반용에 의 한 삼중수소 

양이 감소하는 것은 중성자 생성원이 중성자 반웅으로 인하여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3.3.6.2에는 2차측에서 IS계통으로 금속 투과되어 오는 삼중수소의 양을 나타낸다. 

로 

최초 1년간 IS계통에 쌓이는 삼중수소의 양은 0.15 Cijyr에 해당되며， 이것은 곧 삼중수 

소의 규제 값과 비교가 필요하다. 0.15 Cijyr를 년간 생산하는 수소량 1O,000e6 (gj yr)으 

나누고 BqjCi 환산계수를 곱하면 0.15(Cijyr)*3.7e10 (Bqj Ci)j10,000e6 (gjyr)=0.56 

Bqjg-H2의 값을 얻게 된다 0.56 Bqj g-H2 값은 일본 삼중수소 규제기준치[박익규/ 

2oo6b]에 퉁장하는 56 Bqjg-H2의 1j1oo 수준으로 만족할 만큼 작은 값으로 판단된다 

20000 

u> 15000 
잊 
』

::J 
ιj 
) 

를 10000 
공 
<

E 
그 
E 
」

」

5000 

. - KTotalProduction 
• ... L: BoundlnSolid 
‘ I:ByFission 

--~- J:ByNeutron 

‘ -
i 

‘ - --’ / ..... :- ’ ------.--.~’ 
，/‘아다:---

2 3 4 5 

Reaclor Operalion(Years) 

그림 3.3.6.1 삼중수소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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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2 IS 루프 유-입 량 

(4) TRITGO 모델 검토 및 개선방안 

5 6 

TRITGO에서는 삼중수소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1차측에서의 삼중수소의 보존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TRITGO에서는 삼중수소 생성량， 고체내 억류량， 1차측 폰재 

량/ 흑연홉수량， 1차측 누수량r 정화량， 2차측 존재량， 2차측 누출량 둥을 계산 출력하기 

위하여 먼저， 1차측 존재량을 1차측으로의 방출량에서 1차측에서의 제거량 빼고 1차측에 

서 3He에 의한 생성량올 더해줌으로써 구하게 된다 

여기서， 삼중수소의 방출과 관련된 메카니즘으로는 피복연료로부터의 방출/ 혹연으로부 

터의 방출/ 제어물질로부터의 방출 퉁이 있는데， 현재 TRITGO에서는 기계적인 방출 모델 

을 사용하지 않고y 단순히 고체내 억류비율(Fraction bound in solid)올 입력화일에서 원 

어드릴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차측에서 삼중수소의 제거와 관련된 메차니즘으로는 삼중수소의 회수(Recoil) ， 흑연으 

로의 홉착(Chemisorption on Graphlte), 정화계통에서 제거(Purification)， 2차측으로 금속 

표연으로의 투과(Permeation) 퉁이 있다 삼중수소의 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수적 

인 결과를 얻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TRITGO에서 삼중수소의 회수(Recoil) 

는 부프로그램 Recoil에서 다루는데 이 부분이 특정 발전소에 대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 

고， 정화계통에서 제거는 효융비(p따ification efficiency)를 입력화일에서 읽어들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연으로의 홉착 및 금속투과의 경우는 Temkin & Myers 모델 및 

Arrhenius 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으나r 최신의 모텔을 사용하 

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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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GO는 1차측에 헬륨기체를 사용하고 2차측에 냉각수를 사용하는 MHIGR에서 삼 

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해석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1차측과 2차측이 모두 헬륨기체이며 

수소를 생성하는 IS 루프가 2차측에 달린 형태인 NHDD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 
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개 발 내용 

본 연구에서는 TRITGO 코드의 입력 및 출력을 정리하고/ 필요한 출력 도구를 개발하 

였다.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인 NHDD의 삼중수소를 평가 

하기에 앞서 TRITG。에 빠져 있는 IS 루프계통에서 삼중수소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TRITGO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GTMHR600을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생성부분에 관한 입력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IS 루프에서 생산되 

는 수소중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의 수소 중 삼중수소 양 제한치 5.6 Bqjg-H2의 1/10 

인 0.56 Bq/ g-H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생성계통 IS 루프까지의 삼중수소 분포 양 
올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TRITGO를 이용 

한 삼중수소의 해석 결과는 TRITGO 모델의 검중 및 개선， IS 루프 계통추가의 검증/ 
NHDD 셜계를 이용한 입력 작성 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정성적이고도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폰에 TRITGO 코드가 가지고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핵연료에서 삼중수 

소 방출 모텔， 제어봉에서 삼중수소 방출모텔， 혹연으로의 삼중수소 홉착모텔， 삼중수소의 

금속투과 모텔 3He의 중성자반웅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회수모렐 퉁이 있다. 다음으 

로 TRITGO 코드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E 루프 계통의 

추가 퉁이 었다. 마지막으로 TRITGO 코드의 노형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나 핵분열생성몰 중기 증착 (plate-out) 모델 

(1) κllDAS 핵분열생성물 증기 증착 모텔 

MIDAS 코드내 FP 증기의 구조물 표변에 대한 응축과 중발은 대기 부유 FP 증기 농 

도 및 구조물에 웅축된 FP 증기의 질량 값r 표면적/ 질량전달계수， 표면온도에서의 포화 

농도 값들을 기본으로 구성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기본으로 하여 예측한다[Gauntt，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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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_ ~dM ---+, --'=u 
dt “ dt (3.3.6.4) 

dM , 
-」 =AlKI(C. -간) 

dt ‘ 

단 C,=M,jV 로 대기내 FP 중기농도를 나타낸다 CSj 는 표연 i (예: 구조물/ 에어로졸) 

용도에서 중기 FP의 포화 농도이다.M， 는 표면 i 에 -웅축된 중기 FP의 질량을 나타내며/ 

V는 대기 부피I Ai 와 K; 는 표변 l 의 표면적， 질량전달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위의 두 

미분 방정식에 Laplace 변형을 적용하여 C, 와 M 에 대해 해를 구한다. 

M. ß , ß C. =τr=--(--C •• )e4t 
v a a (3.3.6.5) 

ß ~ "l- e ‘피t 
M , =M" +A,K ,(!:-C;)t1t-A,K ,(!:-C .. )( - ) 

a a a 

단 

" '2: A,K,C; 

a=쭈A，K ， /V a-호꿇「 

구조물 표면에 중기 FP 웅촉올 위한 질량전달계수 Kw 는 수중기와 공기간 확산성 

(Dst，，)을 사용하는 “ HS 모률”에서 계산한 구조물 표연에 물의 웅축을 위한 질량전달계수 

KHS 를 기본으로 아래와 같은 식올 이용 예측한다. 단 Dκg 는 가스혼합물 g 내 FP k 의 

확산성을 나타낸다. 

(3.3.6.6) 
새
 
-” 

D 
-D mm 

K K 

위 식에서 물의 용축을 위한 질량전달계수 K댄 는 “열전달과 질량 전달의 상사성”에 

의한 대기내 Nusselt 수와 연관지어 구한다 열전달계수와 질량전달계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3.3.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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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3.6.2 열전달계수와 질량전달계수간의 상관관계 

열전달 질량전달 

Pr =ι 단 a= 파- 5c= _1土- 단 Dst,a =:물질확산계수 
a pCp pDst ,a 

hL, 
단 h =대류열전달계수 

KL, 
단 K=질량전달계수 Nu =--' Sh= 

κ D" ’“ 

Sherwood 수는 Sh = CNu“ Scbprd로 표현되므로/ 질량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 

D .• ‘ 

K 드 KHS = sh•: 
‘ C 

(3.3 .6.끼 

대기내 FP 중기의 확산성 Ok.g 은 Welty, Wicks 와 Wilson 에 의해 유도된 아래와 같 

은 식으로부터 구한다 

n _ 1-1. 
깐 g - I(y. / Dt .• ) 

(3.3.6.8) 

단 yk 는 FP 중기 k 의 볼수， y. 은 대기 가스 n 의 볼수， 0ιn 은 대기가스 n 내 FP k 
의 이종확산(binary d파usivity)계수를 나타낸다. 

FP 중기의 확산성은 FP 중기의 에어로졸이나 구조물 표면으로의 이동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핵종별 확산계수(=0ι.)는 o (분자 특성 반경) 와 r/k (분자간 상호작용 특성 에 

너지/Boltzrnann 상수)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MELCOR 코드의 경우 표 3.3.6.3 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Xe, 10 경우만 실제 값이 적용되었고 이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핵종 
들에 대해서는 공기내 수중기 확산값을 적용하고 있다. 

표 3.3.6.3 MIDAS 코드내 핵종별 Lennard Jones 매개변수 (0, r/K) 

FP 핵종 o [Å =1.0x10"0rn] r/k [k] 
Xe 4.055 229 

Cs, Ba 3,617 97 
I 4.982 550 

Te, Ru, Mo, Ce. La, U, 3.617 97 
Cd, Sn, B, H20, CsI 

증기압은 각 핵분열생성물 군 (class)이 에어로졸 상태나 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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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웅축이나 증발을 위한 모텔에서 구조물 표 

면에 포화 농도 간，를 결정하는 것에도 사용된다 포회농도는 이상기체 법칙으로부터 아 

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단 Mκl 는 핵종 i 의 분자량) 

c: P(T;lMμ 
---~-= 

’ RT (3.3.6.9) 

대기 온도 값 π[K])으로 중기압 (P [mmHg])올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계수 

는 표 3.3.6.4와 같다. 표 3.3.6.4에 의하면 cs 경우 600 K 넘어야 중기로 존재하며 600K 

-1553K 까지 A값 은 9400, B는 21.59를 적용한다. 

loglo(P) = -A/T+ B + Cloglo(T)/ (3.3.6.10) 

FP 핵종 군(c1ass) 중 1번인 Xe 은 용도에 판계없이 항상 중기 상태로 존재하며/ 기타 

핵종들은 정의된 최소 온도 값이하 온도 범위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존재한다 앞에서 언 

급한 식에 의해 정의된 옹도 구간에 따라 해당 중기압을 계산하며/ 에어로졸과 중기 상 

태로 공존할 수 있다 

표 3.3.6.4 MIDAS 내 주요 핵총에 대한 중기압 상관식 계수 

핵종 변수 경계온도 1 경계용도 2 경계용도 3 
T 600 1553 

cs A 9400 6870.778 
B 21 .59 7.994503 
C -3.75 0.0 
T 298 387 457 
A 3578 3205 2176.912045 
B 17.72 23.66536 7.637352 
C -2.51 -5.1 8 0.0 
T 1000 

Ag 
A 15400 
B 8.15 
C 0.0 
T 600 89-1 1553 

Csl 
A 10420 %78 저03.903158 

B 19.70 20.34569 7.58405103 
C -3.02 -3.52 0‘0 

(기 MIDAS 를 이 용한 NHDD FP I Aerosol 거 동 모의 

(가) OGL-1 실험 목적 및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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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L-1 (Orai Gas Loop No1) 실험 시설은 고온가스로 (HTGR)의 헬륨으로 채워진 냉 

각 계통을 모의하는 시설이며， JAERr의 JMTR 원자로에 설치되어 있다[IAEA， 1997]. 이 

실험 목적은 정상운전시 HTGR 일차계통내 핵분열생성물 거동 이해와 증착 (plate-out) 

모의 모델 및 전산프로그랩 평가이다. 

OGL-1 실험의 냉각계통은 총 길이가 약 200m 이고 두개의 열교환기l 이차냉각기 

(cooler), 분진필터 그리고 가스 순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핵연료 시료와 가스 순환기 

사이 약 100m구간에 15곳의 측정 위치가 분산되어 있다 。GL-1 운전중 각 측정 위치에 

서 일차계통내 가스 옹도는 7000C에서 부터 300 C 까지 변화한다. 이 실험에서는 핵분열 

생성물 중착을 매 500시간jcyc1e 운전 이후 측정하였고y 이 연구에서는 47 운전 cyc1e 시 

점에서 rl3l, es'37의 중착 측정치를 모의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rl3l 은 고온 영역에서는 적게 중착되었으나 저온지역에서는 많이 중착되었 
다 한편 es137은 고온지역에서는 많이 충착 되었으나 핵연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 

착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온지역에 부착된 CS'37 중 일부가 일차계통내 낮은 차압때문 
에 하단쪽으로 이동하였다. 즉 。GL-1 실혐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는 CS'37 이 약 
400'C , r131은 약 300 oC 근방에서 부착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6000 C 고온 내 

벽에 부착되었던 CS137 이 다시 4000 C 내벽으로 이동되어 재부착되는 현상이 있었다 

[Baba, 1980.12] 

OGL-1 실험시설 유통과정은 노내관 (in-pile tube)에서 나온 핵분열생성물이 No 1 열 

교환기(HX) 를 지나 No 2 열교환기 그리고 2차 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되는 냉각기를 거 

쳐I 필터에서 모두 제거된 후 가스 순환기에 의해 No 1 과 No 2 열교환기 외벽올 통과 

한 후 가열기에서 재 가열되어 노심으로 재주입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6.3). 

1 

띠
 g ‘ S 
w R 
* * m 

그림 3.3.6.3 OGL-1 실험 시설의 유동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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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와 No 1 및 2 열교환기가 있는 고온 영역의 부품과 배관은 Hastelloy-x, 그외의 

부분은 스테인레스강 316 을 사용하였다. OGL-1 실혐의 회로 총 길이는 약 200 m 이고 

핵연료 시연 출구로 부터 가스 순환기(1-5) 까지가 대략 100 m 이다. OGL-1 실험시 계통 

압력은 3 MPa 이었고 유통은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시항에 따라서 50 g/s - 85 g/s 였 

다- 가스 온도는 핵연료 출구에서 10000 C 그리고 냉각기 출구에서 300 C 로 측정되었다. 

。GL-1 실험에서 사용한 핵연료 조사시편은 TRlSO-II 이고l 핵연료다발에서의 총 열생 

산은 70 kW 이었다. 또한 핵연료 최대 온도는 약 14000 C 이고 핵분열 생성물의 생성대 

방출1l] (R/B)는 약 10-4에서 10경 범위이었다. 표 3.3.6.5는 OGL-1 실험 각 계통내 부품별 

기하학척 자료틀을 요약한 것이다 표 3.3.6.6은 운전 회수에 따른 OGL-1 실험 운전 자료 

이다. 

표 3.3.6.5 실험 계통 배관 및 부품 기하학적 자료 

위치 길이 [m] 유벽입용가도스 I。디 및 출벽구용가도스['C 및l 직 옐경수 [력m] 연적 유동 [m2] 유동수채널 구성용질 

in-pi1e 판 6.5 T1 T2 0.08 5.027‘10.; 1 Hastelloy-X 
duct 6.85 T2 T3 0.059 2.734'ηOV 1 Hastelloy-X 
duct 18.25 T3 T. O.여46 1.562*10.; 1 Hastelloy-X 
열교환기 7.52 T. Ts 0.0119 1.112'ηOV 22 Hastelloy-X 
duct 4.55 Ts Ts 0.0527 2.181ηOV 1 sus 
열교환기 6.87 Ts T6 0.0127 1.267*10녕 22 sus 
duct 11.53 T6 T6 0‘ 0527 2.181*10녕 1 sus 
냉각기 12.21 T6 T1 0.0214 3.597η。...， 6 sus 
duct 8.32 T1 T1 0‘ 0527 2.181‘10V 1 sus 

표 3.3.6.6 OGL-1 실험 운전 사이클별 조건 

Press Power c。이ant Gas Temperature r'C] Duratio 
cycle [MPa] [kW] 

flow 
TI T2 T3 T. Ts T6 T1 Ts Ih nrl [g/s) 

46 3.0 36.9 39 839 551 523 466 377 170 30 130 467 
47 3.0 37.7 45 763 509 465 428 266 169 30 130 509 
48 2.9 73.6 80.2 823 583 528 503 326 215 30 130 512 
49 3.0 73.7 80 785 539 480 457 300 201 30 31 462 
50 2.9 76.1 80.3 806 520 497 473 312 205 30 131 497 
51 3.0 72.6 80 521 497 472 286 222 30 130 401 
52 2.9 65.3 73.4 872 623 575 548 357 227 30 131 475 
53 3.0 65.7 74.2 886 633 541 516 340 216 30 130 450 
54 3.0 69.9 74.5 846 567 458 438 302 200 30 130 521 
55 3.0 70.2 80 794 527 461 445 307 216 35 130 519 
56 3.0 62.9 76.7 851 606 563 540 356 231 35 129 싫8 

57 3.0 63.5 77.3 842 595 545 524 347 227 35 129 468 
58 3.0 63.2 76.2 827 583 532 511 338 226 35 129 525 
59 3,0 40 ,6 48 841 585 528 493 297 182 33 129 525 
60 3.0 67.4 80.4 837 582 520 496 326 221 35 13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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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DAS 입 력 구성 

그림 3.3.6.4는 OGL-1 실험올 모의하기 위한 MIDAS 입력의 ”단순 구역화” 그림을 보 

여준다. 실제 실험 회로에서는 회귀계통 (retum) 및 재가열 회로가 있으나 이 회로들은 

이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FP 증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열 회로를 포함한 

회귀계통 회로들은 무시하였다. 또한 실험 모의를 위해서는 실제 핵연료 입자로부터 냉각 

유로까지 일련의 핵분열생성물들의 확산， 이송/ 부착 과정들을 모의하여야 하지만r 이 같 

은 과정들은 이 연구의 해석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노심으로부터 냉각 유로까지의 일 

련의 방출， 이송 및 확산 과정들을 생략하고 직접 노심 출구 위치에 핵종별 핵분열 생성 

물 (질량 유입융 [kg/s])을 주입하여， 이후 수직관 및 열교환기를 비롯한 전체 계통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배관 벽면에 중착되도록 모의하였다. 이때 주입 양에 대한 측정치 

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값을 엄의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착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관 벽면 용도 값은 일정 구간 별로 배관 

주입가스 온도와 배관 출구 가스 측정 값 만이 제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배관내 가스 

온도와 벽면 온도가 서로 명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하에/ 코드에서 적용하는 특정 구간 

별 배관 전체 단일 온도 값올 측정된 입구 가스 온도와 출구 가스온도의 중간 값을 가지 

도록 벽면 온도를 모의하였다 추후에는 급격한 옹도 변화 지역에 대한 다중 구역화 모의 

가 펼요할 것이다. 

r·;!i: 

‘”‘ 

Á'“dì .... ‘ 

그림 3.3.6.4 OGL-1 실험 모의를 위한 MIDAS 코드 

입력 구역화 단순도 

(다) MIDAS 예측 결과와 측정치 비교 및 분석 

MIDAS PWR용 코드를 이용한 OGL-1 실험 예비 모의 결과/ 배관내 중기 핵분열생성 

물의 일반적인 증착 특성을 모의하는데 MIDAS내 기존 모텔의 문제점이 규명되었다- 그 

림 3.3.6.5는 1-131 핵종에 대한 계통 위치별 온도 분포와 MIDAS에 의한 증착 분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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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보여준다- 즉 I-131 경우 전 계통내에서 증기 상태로 폰재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모 

의 결과 어떤 중기의 중착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존 PWR 

MIDAS 모텔이 가스 핵분열생성물의 벽면 증착을 모의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추후 이에 따른 원인 규명과 모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용 

따라서 

그러나 그림 3.3，6 ，6의 노섬 출구에서 중기상태로부테 이후 계통내에서 에어로졸로 변 

화되어 가며 이동하는 Cs-137 핵종의 경우， 측정결과에 의하면 @의 부착이 대부분 고온 

지역에서 발생되었고 계통 종단으로 갈수록 그 부착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MIDAS 예측치 경우는 고온 지역에서의 부착양은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열교환기나 냉각기와 같은 저온 지역의 부착양은 정성적으로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따라 

서 Cs 핵종의 고온 지역 부착 특성올 고려할 수 있도록 모텔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실험 

측정치에 의하면， Cs 핵종 경우， 900-330K 사이에 모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 핵 
종 경우 특이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온 지역애 중착되어 있던 Cs 중 일부가 다 

시 저온지역(약 700 K)으로 재이동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오직 중착만을 고려하는 

MIDAS 모텔에 이 같은 “재이탈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MIDAS 중착 모텔 내 관련 

모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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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6.5 MIDAS 에 의 한 OCL-1 실 험 I-131 중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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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6 MIDAS 에 의한 OGL-l 실험 Cs-137 중착 분포 

(라) 결론 및 향후 연구 개발 내용 

MIDAS 코드 모의 결과와 。GL-l 실험 측정 자료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MIDAS 코드내 부재 모텔 및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방사선 붕피에 의한 특정 핵종의 생성 또는 소멸 현상. 

- 구조물 변에 대한 중기 핵분열생성물 홉착 ( adsorption)외에 이탈 (desorption) . 

- 벽 내연과 부착 핵분열생성물간의 비회귀성 (irreversib!e) 화학반웅 현상. 

- 저압에서 표면에 부착되어 었던 핵분열생성물의 재이탈 현상I 소위 lκt-off. 

- 다양한 표연 포화농도 조건， 예 선형， Freundlich 또는 Lan망unir 조건 

[H udri tsch, 1981] 

- 은(Ag) 원자의 고온 (850.C - 900 'C)시 금속 내부로 확산 현상[Sawa， 1997]. 

- 관 내 벽 물질 (예 stee!, Incone!-625, Hastelloy-x 퉁)에 따른 부착 특성 변화 

- 긴 과도 기간을 다룰 수 있는 방법 (예 1년， 10년， 30년) 

- Cs 핵종의 고온(600 'C) 부착 후 저온(400 'C ) 벽으로의 재이동되는 현상 

- 휘발성 강한 핵종의 중기 상태에서 벽면 증착 (예 1-131) 

언급한 107~ 의 보완 필요 항목들을 MIDAS 코드내 보완함으 

계통내 FP 가스의 증착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MIDASjGCR 

307 

이 연구를 통해서 규명된 

로써 궁극적으로 고온가스로 



코드가 개발될 수 있다. 추후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의 9개 현상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지배 방정식올 새로이 구성한 후， 이를 기존 MIDASD 코드내 지배방정식과 

교체하는 것이다. 교체한 새로운 지배방정식은 궁극적으로 MIDAS 코드 내에서 지배방정 

식의 해석 해를 이용하는 방식과 일치하도록 새로운 혜를 Laplace 변형법을 적용， 구해서 

코드내 연결시킨다 단 고온에서 금속내 은의 확산 문제 고려 여부는 추후 문헌 연구 결 

과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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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혹연적충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분석 

가. 선행 고온가스로 내진해석 방법론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해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진해석과 관련된 법령， 

규제요건， 지침， 규격 및 표준 퉁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진해석절차 및 관련 

규정틀은 한 문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서에 다른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해석절차 및 관련된 규갱들의 전 

체적인 흐름올 파악하는 것은 많은 노력올 필요로 한다 그래서 NHDD과제에서 개발중 

인 VHTR의 내진해석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진해석절차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올 

정리하고 규정들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최우석， 07.01). 또한 NHDD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고온가스로의 내진해석 및 설제시 참고하기 위하여 HπR의 내진해석 방법론올 

분석하였다[최우석， 07.03) 

(1) 내진해석절차 및 관련 법규/규정 분석 

내친해석 빛 성계과적 

원전 시설물의 내진해석 및 설계는 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및 각종 기기의 내 

진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된다 내진해석은 그림 3.3.7.1에서와 같이 발전소 부지에 발생 

가능한 설계입력지진을 정의하고 구조물의 동적해석모델을 작성한 후 이를 입력으로 한 

동적용답해석올 수행하여 구조물 및 기기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산출하는 파정이다. 내진 

설계는 내진해석결과로 얻은 지진력에 대해 구조물파 기기가 견디도록 설계하는 단계로 

서/ 대부분의 기기는 기성 제품이 특정 원전의 설계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진검중(Seismiι Qualific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월갱좌좌 

설계지진에는 안전정지지진 (Safe Shutdown Earthquake, SSE)과 운전기준지진 

(Operating Basis Earthq뻐ke， OBE)아 었다. 안전정지지진은 광역 및 국지 지질과 지진자 

료， 부지의 지질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으로 원자 

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건셜되어야 한다 운전기준지진은 광역 및 국지 지질과 지진자료I 부지의 지 

질특성올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 수영기간동안 발생 가능하여 발전소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 없이 정상적인 가동이 가놓하도록 설계， 

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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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죄료효 

1) 내진범주 l급 (Seismic Category 1)은 원자로의 인전에 중요한 시설물로서，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 이를 보조하는 모든 계통 빛 이들꽃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포함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안전정지지진 발생시에도 그 기놓을 유지할 수 있고/ 운전기준지 

진 발생시에도 지속적인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내진범주 II급 (Seismic Ca tegory II)은 원자로의 안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진에 의해 파손이 발생하연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는 시설물로서 안전정지지 

진 발생시에도 건전성올 유지할 수 있어 내진범주 I급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내진법주 III급 (Seismic Category III)은 내진범주 I급이나 n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시설물로서 일반 산업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칭 1.294를 창조한다. 

밟잃 
꿇J뚫펀-꿇싫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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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 내진해석과정 및 흐름도 

지지엽력우옥 작섯 

지진입력운동은 원자력발전소의 내진해석을 위하여 부지에서의 지진운통올 정의하며， 

내진해석시 구조물 또는 지반-구조물 시스댐에 입력한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지진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중력가속도에 대한 계수로 표시한 

다.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에 대하여 따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운전기준 지진의 

지반가속도는 안전정지지진의 1/2 값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t 수직지반가속도는 수평지 

반가속도의 2/3 값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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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지바용당스펙트럭 

용답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와 감쇠특성을 갖는 일자유도계 시스댐들의 기초 

에 진동이 작용할 때 그 일자유도계 시스댐들의 최대웅답을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표 

준지반웅답스펙트럼은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기록된 다수의 지진기록으로부터 통계적 처 

리를 통하여 결정된 대부분의 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반웅답스펙트럽으로 우리나라 원 

전에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60에 제시된 표준지반웅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그림 3.3.7.2 참조) 

‘ •• >> " ~ ,. _ .• 
1I.t.I ................................... ‘ 

l 
i 

_ .. 
““‘’·‘--

그립 3.3.7.2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60에 제시된 수명방향 및 

수직방향 표준지반용답스펙트럼 

가속도시간이력은 실제지진파와 유사한 형태로서/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인공적으로 

작성되며 시간이력해석시 입력으로 사용된다 각 시간이력의 웅답스펙트럽은 설계지반용 

답스펙트럼올 포괄해야 하며， 각 시간이력의 파워스펙트럼밀도함수(psDF)가 미국원자력규 

제위원회 표준심사지침 3.7.1에 제시된 목표 PSDF를 포괄해야 한다. 

냄죄뾰설몸웰 

내진해석모텔에는 크게 유한요소모텔f 집중질량-보요소 모델/ 슬래브-전단벽 모델 퉁이 

있다 내진해석시 고려되는 감쇠 (Damping)는 반복하중이나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물 재료 

나 시스댐의 비탄생 거동에 의해 에너지가 소산되는 현상이다 감죄값의 크기에 따라 구 

조물의 지진웅답은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구조물 감쇠값의 예측이 필수적이나 현실적 

으로는 매우 어려우므로 대개 규제기준이나 산업기준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한 값을 사용 

한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61에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의 내진해석시 적용 

할 수 있는 구조감쇠값이 제시되어 있다-

낸죄뾰쉰봐법 
내진해석방법에는 모드해석 방법과 웅답스펙트럼해석 방법 둥이 있으며， 고차진동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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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고려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심사지침 3.7.2의 부록 A에 기술되 

어 있다. 시간이력해석 방법은 업력운동으로는 시간이력이 사용되며， 해석결과로는 변위t 

속도 또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얻을 수 있다 종류로는 모드중첩법， 중앙차분법， Houbolt 

법， Wilson-9법， Newmark-ß법 퉁이 있다‘ 모드중첩법은 N개의 연계된 운동방정식(미분 

방정식)을 모드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N개의 독립된 방정식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후/ 이들 방정식의 각 해석결과를 중첩하여 최종:웅답을 계산한다. 직접적분법은 N 

개의 연계된 운동방정식(미분방정식)을 직접 적분하여 최종옹답을 구한다 그 외에도 복 

소진동수용답해석， 퉁가정적해석， 직접중폭법 퉁이 있다. 

(2) 내진해석판련 규정 

원자력 관련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가장 

위에 원자력 관련 상위법규가 폰재하고/ 심사지침t 규제지침 둥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위 

의 법령이나 지침올 만족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인중하고 있는 기준들이 존재한다. 

j하국 과학기슴부고시 제 2αJO-08호， “원자로시성의 위치， 구조 및 성비에 과하 키주" 

2000 

본 고시에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파 원지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 

준올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내진에 관한 지칩은 

lOCFR Part 100 Appendix A를， 원자로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용답스택트럽파 관련 

하여 USNRC Reg. Guide 1.60를 준용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국 과학기숭부고시 제 2005-04호， “저력잔엽기숭기준의 워자로시성 기숭기준 적용에 

과하 지칙". 2005 

본 고시는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청에 

의한 발전소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필 

요한 지칭을 고시한다 특히/ 내진설계에 대하여 KEPIC 2000년판의 MNB-32oo, 

hη.JB-3600， MNC-3600, MND-3600은 사용할 수 없고 KEPIC 1995년판의 κ1NB-32oo， 

MNB-3600, MNC-3600, MND-3600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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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1 원자력 관련 규정의 관계 

국내 국외 (미국) 

법규 
원자력법l 원자력시행령/ 

연방법 (10CFR) 
원자력시행규칙l 과기부고시 
산자부고시 NUREG 

지침 과기부고시 U5NRC 5tandard Review Plan 
법적안전기준 KIN5 심사 및 검사지침 U5NRC Reg. Guide 

I(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칩) GDC 
A5ME Code (10CFR에서 인중) 

산업기술기준 
전력산업기술기준 ASTM 
KEPIC (과기부고시에서 인중) lliEE 

AOjAISC 
국가표준규격 KS AN51 

하국원자력얀천기숭워 ‘ 격수로용 원저 아저섞사지춰， 1999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은 U5NRC의 5tandard Review Plan에 해당하며 5RP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서 그 내용도 유사하다 각각의 소절별로 내진해석에 관한 지칩을 제공 

한다. 각 절마다 I 검토분야， 11. 허용기준， III. 검토절차.， N. 평가결과， V. 창고문헌의 순 

으로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3.7.1절은 내진설계입력에 대한 지침을 기술한다. 

U.5. 10CFR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GDC 

2Design Basis for Protection A!!:ainst Natural Phenomena), 1997.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64가지가 서술되어 있다. 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로 번역한 것이 있다 기준 2에서는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U.5. 10CFR50, Appendix 5, Earthquake En!!:ineerin!!: Criteria for Nuclear Power 

E쁘뜨냐쩍Z 

이 규정은 1997년 1월 10일 이후에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y. 운영허가 
(operating license)를 얻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적용된다.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설허 

가를 취득한 사랍은 7.4.3절의 10CFR100 Appendix A가 적용된다. lOCFR50, Appendix A 

에서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할 것올 규정하고 있고 통합인허가(combined 

license), 설계검중(de잉gn certification), 운전기준지진， 웅답스펙트럼/ 안전정지지진 동의 

용어를 정의한다. 이러한 사항들올 실제 공학적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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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2 안전심사지침 3.7.1과 3.7.2의 내용 

제3.7.1절 내진설계업력 제3.7.2절 내진계통해석 
(1) 내진해석방법， (2) 고유진동수 및 웅답 
(3) 해석모델링 절차，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1) 설계지반운동 
(5) 충옹답스펙트럽 작성 

가. 설계웅답스펙트럼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끼 모드웅답의 조합 

나. 설계시간이력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2) 감쇠값 
상호작용 
(9) 변수의 변동이 충웅답에 미치는 영향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10) 둥가 수직 정적 계수의 사용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1지 웅답의 비교 

((1143)) 감쇠에 대한 헤석절차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전도모멘트 결정 

부록 3.7.1-1 최 소 Power Spectral 부록 3.7.2-1 고진동수 모드를 고려하는 허용가능한 
Density 요건의 상술 방법 

U.S. 10CFR100, ADDendix A, Seismic and Geolocic Sitin2: Criteria for Nuc1ear Power 

겐쁘뜨」몇Z 

1OCFR50, Appendix A에서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법규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설립을 위한 예비부지에 대한 적절성과 

예비부지의 내진 및 지질학적인 특성올 고려하기 위해 수립된 발전소 설계기준의 척절성 

올 명가하기 위한 주요한 지칩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진의 규모(magnitud뻐)와 진 

도(intensity)，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들이 기술 

되어 있다 

USNRC Re2:Ulatorv Guide (미국원자력큐제위워회 규제지춰1 

USNRC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잉맹 Classifica tion": 내진범주분류에 

대한 내용을 기술 

• USNRC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1ear Power Plants": 표준지반용답스펙트럼에 대한 설명과 판련 지침에 대해 기 

술 

• USNRC Regulatory Guide 1.61, "Darn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1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의 내진해석시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갑죄값이 

제시 

• USNRC Regulatory Guide 1.92, “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모드용답의 조합과 방향성 분의 조합 

에 대하여 기술 

USNRC Regulatory Guide 1.122, “ Development of Floor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Floor-Supported Equipment o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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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층에 위치하거나 지지되어 있는 기기의 충웅답스펙트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기술되어 었다 충웅답스펙트럼의 생산， 충웅답스펙트럼을 매끄럽게 

(smoothening) 하고/ 뾰족한 peak을 넓히는(broade띠ng) 방법， 충설계웅답스펙트럼을 생산 

하는 방법/ 충웅답스펙트럼의 계산시 적용되는 진통수 간격 동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3) HTIR의 내진해석 방법론 분석 

HTIR은 JAERI에서 설계한 헬륨을 일차냉각재로 사용하는 30MWt급 가스냉각로로써 

노심기저구조물 위에 각기둥 형태의 혹연블록이 적충된 노심을 갖는다. 지진에 의해 노십 

요소가 잘못 배열된다든지 손상을 업게 되면 제어봉의 삽입을 방해하게 되므로 노심과 

노심기저구조물의 내진설계는 HπR의 안전성 평가에서 주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HTIR 워자로의 내부구조 
HTIR 원자로의 유효노심은 30개의 연료체블록열과 7개의 제어봉안내블록열로 구성되 

고/ 이들은 12개의 가동반사체블록열， 9개의 반사체구역의 제어봉안내블록열/ 그리고 3개 

의 조사시험열로 둘러싸인다. 각각의 열은 9개의 적충된 흑연블록과 한 개의 최상차폐블 

록(top-shielcling block)으로 구성된다. 그림 3.3.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각형의 연료체 

블록에는 3개의 dowel 핀이 윗면에 설치되며 이는 윗 블록의 아랫면에 셜치된 socket과 

연결된다. dowel-socket 구조는 블록들이 한 열 내에서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노심기저구조물은 그립 3.3.7.4에서와 같이 고온플레넘블록(h야 plenum 

block), 노심지지기퉁(core support post), 고정반사체블록I 기타흑연블록으로 구성된다 고 

온플레넙블록은 key-keyway 구조에 의해 서로 구속되어 있고/ 노심지지기둥에 의해 지지 

된다. 

，~‘~I ，여 ’”‘trtlon hQl. 

‘_1 

rnl 

@’‘’ ‘~ .. ‘/ 
그림 3.3.7.3 Core graphite components; Fuel 

element and control rod guid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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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4 Core-bottom structure of Hπ'R. (a) Bαd’s eye 

view of core-bottom structure, (b) Core support graphite 

components, (c) Key-keyway systern 

HTIR의 노십요소는 충돌이나 비선형 특성이 발생하므로 JAERI에서는 HITR의 내진 

해석을 위해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비선형 진동해석 프로그랩 

SONATINA-2V를 개발하였다. 그림 3.3.7.5는 SONATINA-2V에서 사용하는 HITR 노심요 

소의 해석모텔이며， 원자로의 수직단변에 한 줄로 적충된 열들올 모사한다. 블록 옆연의 

수평방향 충돌은 명행한 spring과 visco따 darnper로 표현된다 spnng과 damper는 (a) 블 

록 자중에 의한 중력하중을 전달하는 목적과 (b) 한 열 내의 블록들이 혼틀렬 때 발생하 
는 수직방향 충격과 틈 사이가 벌어지거나 닫혀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의 두 가 

지 목적을 가진다. 또한 코드는 수명， 수직방향의 충격 이외에 블록들올 한 열 내에 위치 

하도록 수직방향의 상대적 변위를 제한하는 dowel의 전단력을 계산한다 dowel은 spring 

과 d없nper， 그리고 dowel핀파 socket사이의 틈새를 표현하는 gap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한 열로 적충된 블록 사이의 경계면에서 마찰도 고려된다. 지진가진은 RPV를 모사하는 

경계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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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5 SONATTNA-2V code model; 

Analytical model of the HTIR core and block 

impact model 

SONATlNA-2V 코드를 검중하고 노심의 내진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2 크기의 

수직방향단면 모델과 전체크기의 7열 모텔올 이용한 대형규모의 지진시험이 수행되었다‘ 

1/2 크기의 수직방향 단면 모텔은 해석적 모델과 통일한 구성을 갖는 수직명연내의 한 

줄 열들로 구성된다. 시험모텔은 12개의 노십열과 양단의 고정반사체블록으로 구성된다‘ 

각 고정반사체블록은 노심구속기구에 의해 지지프레임에 고정된다- 각 열은 인접한 열과 

작은 틈새를 가지고 분리된다 시험모텔은 조화진동하중(sine wave)과 모의지진하중에 의 

해 가진된다. 전체크기의 7열 시험모텔은 그림 3.3.7.6과 같이 고온플레넙블록， 세 개의 노 

심지지기둥， 7개의 노심블록열로 구성된다 각각의 열은 축방향으로 적충된 9개의 육각형 

흑연블록과 최상차폐블록을 모사하는 한 개의 강(steel) 블록으로 구성된다. 블록들과 충 

돌판(impact plate) 사이의 틈새너비는 서로 다른 원자로 운전조건들을 모사하기 위해 설 

정되었다 수평 및 수직 단방향 흔들림 시험파 양방향 동시 흔들립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모텔은 조화진동하중파 모의지진하중으로 가진되었다 SONATTNA-2V 코드의 검중을 

위해 dowel에 작용하는 하중， 흑연블록 사이의 상대변위， 그리고 흑연블록 외곽경계에서 

의 반력을 그림 3 . 3 .7.7에서 비교하였다. 프로그랩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대체 

로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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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7 Typica1 core 

overa11 response characteristics 

at resonance 

노성기저구조움의 내지특섯 i엿가 

노심기저구조물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끝단에 구형 접촉기구를 갖는 노심지지기둥과 

지진발생시 노심의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 고온플레넘환록들을 연결하는 key-keyway 시 

스탬이다. key-keyway 시스템의 웅력명가를 위한 1/5 크기의 2차원 시험용 모댈과 노심 

지지기퉁이 포함된 1/3 크기 모델올 각각 제작하였다 1/5 크기 모텔은 주로 key-keyway 

시스댐에 의해 연결된 고온플레넘블록의 수i영방향 2차원 거동올 관찰하는데 유효하다. 

1/3 크기 모텔은 그림 3.3.7.8과 같이 key-keyway 시스템에 의해 연결된 7개의 고용플레 

념블록， 12개의 고정반사체블록들/ 고온플레념블록을 지지하는 21개의 노심지지기둥， 노심 

구속기구들로 구성된다- 부가적으로/ 노심의 무게가 노심지지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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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온플레넘플럭 위에 더미 질량을 부과하였다. 시험결과로서 

조화진동하중에 대한 key-keyway 시스템의 용답특성을 보여주는 그림 3.3.7.9를 보면 입 

력하중의 가속도 크기가 중가할수록 웅답의 jump-down이 고진동수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입력이 중가할수록 key-keyway 시스댐의 충돌옹답이 hard spring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고온플레넙블록의 구조건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진하 

중에 의해 keyway 구석에 발생하는 웅력 및 변형률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o reslrolnt mech<l에 .. 

Ktjtd 아tnJm block 
μ， 

VH’01 

-L L 

A-A 5ecti.n 

그림 3.3.7.8 Test apparatus for 1/3-scale core bottom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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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3.7.9 Hot plenum block 

respon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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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ocy (Hz) 
10 

내 :;<1해석음 중하 겸휴 

JAERl에서는 HTIR의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 및 각종 혹연요소는 지진하중에 대하 

여 구조건전성을 확보되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 및 해석을 통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검중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내진해석 및 시험결과를 통하여 노심기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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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심혹연블록의 내진옹답에 미치는 연성효과를 조사해 본 결파 노심기저구조물은 노 

심의 내진웅답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렀다 HTIR의 설계과정에서 시 

험을 통해 적총블록의 거통특성 및 해석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혹연블 

록 체결요소의 하중전달효과와 강도평가를 위해 축소모형을 이용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나 혹연블록 물리적 성질 및 거동 특성 

(1) 고온가스로 흑연블록 설계코드 분석 

고온가스로 혹연블록 구조물 설계코드인 ASME CE 코드를 검토하고 창조원자로인 

HTIR의 설계를 위해 개발된 일본의 설계코드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I김동옥， 2006.07] 

원자력급 흑연블록의 제조는 Petroleum coke, Calcining, Sizing, Mixing with binder, 

Extrusion or molding, Baking(20 to 70 days), Impregnating, Graphitizing (10 to 30 

days), Finishing 퉁 매우 복잡한 공정과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균일한 품질의 제품 

올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 자료가 펼요하다. 혹연블록은 제조방법에 따라 물성치 

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최종형상올 성형하는 방법에 따라 방향성올 갖게 된다. 또한 혹 

연블록의 기계적 강도 특성은 방향에 따라 다률 뿐 아니라 가해진 하중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다른 양상올 보인다. 비교적 큰 압축강도에 비해 인장강도는 매우 낮으며 인장과 압 

축이 반복될 경우 비선형 소성변형이 수반된다. 물성치의 방향성은 직교좌표로 기술할 수 

있으며 방향에 따라 원자력급 혹연블록의 강도특성은 최대 20%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혹연블록의 기계적 설계에서는 최소 강도방향의 물성치에 기초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z t 

그림 3.3.7.10 Exσusion과 molding으로 제작된 흑연환록의 물성치 방향성 

원자력급 혹연불록의 대표적인 기계적 물성치를 정리하면 다옴과 같다. 역시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Density: 1.6 - 1.8 gjcrn3 (pure graphite: 2.26gjcm') 

Mean CTE : 1.8 - 4.410-6jC (/ j < ..1-) 

PoissOlγs ratio: 0.2 (o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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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Young’ 5 Modulus (DYM): 7.5 - 14GPa (! / > ...L) 

Ratio of SYM to DYM: 0.84 

Tensile Strength: 7.5 - 38MPa (! / > ...L) 

Compressive Strength: 38 - 96MPa (! / < ...L)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2, Subsection CE (draft 

1990)는 고옹가스로의 노심흑연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서작성을 목적으로 

Subgroup on Graphite Core Supports under the Joint ACI-AS~‘E Technical Cornmittee 

on Concrete Pressure Components for Nuclear Service에서 1990년에 2년간의 검토기간 

을 계획하고 발간한 초안이다 

금속구조물의 설계기준서로 출발한 ASME B&PV Sec.III 코드는 기본적으로 압력경계 

를 이루는 웰형 금속구조물의 설계를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퉁방생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2차원 구조물의 셜계에 적합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혹연블록은 압력경계로 사용 

되지 않으며 3차원 형상올 하고 있는 비퉁방성 재료로 기존의 셜계양식과는 매우 다른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CE 코드에서는 3차원 형상과 비퉁방성 재료를 사용하는 

구조물에 적합한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아래는 CE 코드의 항목별 특정을 요약한 내용이 

다. 

CE-1000 Introduction 

Graphite core support design is covered in tl너5 Subsection CE of Division 2 

in the same manner as metallic core supports in Subsection NG of Division 1 

Do not apply to fuel elements, replaceable reflector blocks, and structures 

intemal to the reactor vessel 

CE-2000 Materials 

Indusσy-wide standards for raw material formulations and processing of 

graphite have not been established. 

Material property test methods: ASTM 

CE-3000 Design 

• Based on the Maximum Stress 깨eory of failure α，fSS Theory in NB, NG) 

• Sm=O.25Su (Sm=0.33Su in NB, NG) 

CE-4000 Fabrication, Installation, Testing, and Examination 

• Nondestructive and destructive examination shall be performed. 

CE-5000 Testing and Examination During IJlstallation 

•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CE-8000 Stamping and Reports 

• Sampling and reports sh떠1 be accordance with NCA-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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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E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웅력값들에 대한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 Primary stress: Developed by the extemal and intemal forces and moments 

Pm: Primary membrane stress value 

• Pb: Primary bending stress value 

• Pp: Primary point stress v머ue (=Pm+ Pb) 

- Secondary stress: Developed by the consσaint of adjacent material or by 

self-constr없nt of the structure 

Qm: Secondary membrane stress value 

• Qb: Secondary bending stress value 

• Qp: Secondary point stress value (=Qm+ Qb) 

- Peak stress: Caused by local discontinuities, local thermal sσess， or local 

irradiation-induced stress including effects of stress concentrations. 

F: Peak stress value 

CE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중항목들은 Dead weight load, Weight of other 

components, Intemal and extemal pressure loads, Seismic loads, Temperature load 

(transient and steady-s떠te)， Flow-ir빼ced vibration, Acoustic loads and vibration, Test 

condition loads, Irradiation-induced strains, Frictional interaction with mating 

components, Dimensional interference with mating components, Vessel movements 퉁이 

있으며 이들 하중의 조합에 관해 다음과 같이 service condition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조 

건에서 척용해야할 강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Level A seπice Condition 

• Includes loads resulting from system startup, power range operation, 
refueling, 와\d system shutdown. 

- Level B Service Condi tion 

Includes Operational basis earthquake (OBE) loads, and loads resulting from 

unscheduled events suclt as operation error, equipment failure, etc. 

The design sh머1 provide the capab피ty to withstand 야lÌS condition without 

operational imp따rment 

- Level C Service Condition 

Includes events and resulting loads that occur with a low probability. 

• Require irnmediate corrective action, or orderly shutdown of the plant and 

damage repair in the system. (e.g. loss of prirnary core coolant flow) 

- Level D Service Condition 

• lncludes events and resulting loads that have a low probability of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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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primary system depressurization accident 

Safe Shutdown earthquake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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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3.7.11 CE-3550-1 Service Categories and Stress Intensity 

Levels 

(2) 혹연블록의 역학적 거동특성 조사 및 예비모델 개발 

블록형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노심구조물은 감속재 및 반사체로 사용되는 흑연 

블록의 적층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혹연기둥을 밀집배치하여 구성한다 적충 흑연블록 구 

조물의 통적 거통해석은 노섬구조물의 내진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과정에서 수행해야하 

는 중요한 과정이다 흑연블록을 적충하여 구성한 기퉁형 구조물은 적충된 높이가 높아짐 

에 따라 중력의 영향에 의해 거동특성이 변화한다 

중력은 기둥형 구조물의 굽힘강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퉁의 높이가 중가 

할수록 중력을 무시한 조건에서 구한 것에 비하여 기둥의 횡방향 진동의 고유진동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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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해석의 간편성올 위해 일반적인 경우 기둥구조물의 해석에서는 중력을 고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저중량 소형구조물에서 중력에 의한 동특성 변화효과는 매우 작다‘ 

그러나 구조물의 중량이 매우 크거나 높은 구조물에서는 중력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의 고려 여부에 따른 흑연블록 기풍의 거동특성 차이를 검토하고 해 

석에 필요한 기준을 도출하였다[김동욱， 2006.05]. 

기퉁형 구조물의 횡방향 자유굽힘진동을 기술하는 비갑쇠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변수 EI, m, N, x, y는 각각 굽힘강성/ 선밀도， 축방향 하중/ 횡방향 변위， 수직 화 

표이다-

옳(EI짧)+m쩔+ 옳(N뚫)= 0 (3.3.7.1) 

여기서 축방향 하중 N은 중력에 의한 것이며 기퉁의 총 길이를 L, 중력가속도를 gi!} 

할 때 다옴 식으로 표현된다. 

N(ν ) =-mg(L- ν) (3.3.7.2) 

진동모드의 형상을 X(y)로 가정하면 고유진동에 관한 방정식은 다옵과 같이 된다. 식 

에서 ω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이다. 

싫(E!짧)+ 옳(N뿜)-mω'x=o (3.3.7.3) 

기퉁의 높이를 달리해가며 혹연블록 기둥의 고유진동 특성올 해석하였다 중력향으로 

인해 해석적인 방법으로 상기 방정식의 엄밀해를 구할 수 없으므로 상용해석코드인 

ABAQUS를 이용해 기퉁형 구조물의 고유진통 모드형상과 진통수를 구하였다 해석결과 

고유진통 모드형상의 기본형태는 기둥의 높이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형태가 됨을 확인 

하였다. 

HITR 원자로에 사용된 혹연블록의 형상과 물성자료를 참조하여 길이가 각기 다른 8 

개의 case 모텔을 만들고 길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였다. 혹연블록 기퉁모텔의 최 

소길이는 5m(case 1)이며 최대 길이를 갖는 모텔온 때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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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2 길이에 따른 모드별 고유진통수와 중력에 의한 고유진동수 감소비 

일반적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퉁의 높이가 높을수록 고유진동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풍의 높이가 높을수록 중력에 의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유진동수 감소비 

가 큼을 알 수 있다. 그 효과는 저차모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기퉁의 높이가 20m를 넘 

는 경우 일차모드의 고유진동수 변화량은 3%를 넘는다. 그러므로 원자로 노심의 높이가 

20m를 넘는 설계에서는 중력올 고려한 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페블베드 역학적 거동특성 조사 및 분석 

페블형 원자로에서 페블이 채워지는 노심 공동의 내벽을 구성하는 혹연반사체블록은 

지진 시 지지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하중 외에도 페블베드의 거동에 의한 하중을 

받는다 이때 페블베드에 의한 하중은 페블베드의 구조 및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잘 알려진 페블형 원자로의 내진시험 결과와 자체분석을 통해 페블베드 형상변화에 따른 

진동하중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검토하였다[김통옥， 2006.09], [김동옥， 2006.11], [김동욱r 

2006.12) 

내진특 

10mm, 30mm, 

독일에서는 원자로의 

시험은 직경 

HTR을 설계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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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R 워자로 지친하풋 시협겸과 걱토 

고전적 cy linder type 페블베드 원자로인 

성을 알아보기 위해 80년대에 축소모텔 시험올 



60mm 둥 총 3종의 흑연 페블에 대하여 각기 수행되었으며 진동수 0.5Hz-90Hz, 진폭 

0.2g-1 .5g의 조화진동을 가하고 페블베드의 내부와 용기의 가속도웅당과 압력을 측정하였 

다 또한 페블베드의 packing 밀도 변화와 베드 표면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진동시험 후 

페블베드의 packing 밀도 중가는 최대 5% 이하로 관찰되었다 시험 후 측정된 packing 

밀도는 약 0.61이었으며 이는 페블베드의 초기 packing 밀도 범위인 0.59-0.62 사이 값으 

로서 진통하중에 의한 packing 밀도 변화는 매우 적다고 하겠다， 용기 하부영역에서 페블 

베드에 의한 정적압력 증가는 최대 17% 이하로 관찰되었다. 진동시험 중 페블베드가 용 

기 벽에 가하는 동적압력는 진동수에 따라 다른 거동을 보였다. 최대 진폭중가는 

40-60Hz 범위에서 관찰되었으나 그 크기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진폭 중가 범위인 

40-60Hz는 일반적인 지진의 최대 진동수인 30Hz보다 높은 영역이며/ 페블베드가 갖는 

약 15%에 달하는 높은 감쇠 특성으로 인해 가진력에 대한 공진현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험 중 최대 진폭에서도 페블베드의 표연에서 슬로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진동하중에 대한 페블베드의 거동은 유체가 아닌 탄성체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Annular tvve 페음베드의 통척특성 예측 

중앙반사체를 갖는 매nular 양pe 페블베드의 웅답특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가지 페블베드의 동특성 차이는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여 정성척으로 명가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not‘ral는 아래 식에 표현된 바와 같이 대상체의 둥가강성 

k，q파 퉁가질량 m，q의 함수이다 

f.fHlturu.l∞찮 (3.3.7.4) 

페블베드를 단순한 형태의 균질한 탄성체로 가정하면 퉁가강성파 둥가질량을 정성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cylinder ψpe 페블베드와 따m버ar ηpe 페블베드의 정성 

적 동특성융 알아보기 위한 단순모텔의 개념도이다. 

L .. .. 
:- -: ;-

그림 3.3.7.13 Simple models of cylinder 이pe and ann버ar 이pe pebble beds 

균질한 탄성체의 수평방향 퉁가강성은 탄성체의 단연크기(두께，폭) D와 높이 H의 합 

수이며 퉁가 질량은 단면적 A와 높이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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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qCX 용 and meqCX: A x H (3.3.7.5) 

페블베드의 퉁가강성은 페블베드의 높이에 비례하며 단연크기에 반비례한다 동일한 

질량조건에서 annular type 패블베드의 단연크기 (DQ -D，)는 cylinder type의 단연크기 D 

에 비하여 향상 작으며， 베드의 높이는 항상 더 높다 그러므로 annular type 페블베드의 

고유진동수 fn은 cy파lder type 페블베드의 고유진동수 fn보다 항상 크다고 예측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내진안정성의 측면에서 구조물의 고유진통수가 30Hz보다 높을수록 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고유진통수를 갖는 annular type 페블베드가 

내진안정성 측면에서 cylinder type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이라고 명가할 수 있다-

페를베드의 척적압력 특섯 

페블과 같은 granular가 채워진 silo 내부의 명균 정적압력은 ]anssen의 수식으로 예측 

할 수 있다. 1985년 독일의 Janssen은 실험올 통해 silo에 채워진 용수수의 양이 중가함에 

따라 silo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옥수수와 

sil。 내벽의 마찰력 때문이라는 점올 밝혀냈다. 실험에서 구한 수직압력과 수평압력의 관 

계 Kpv = μwPh를 이용하면 silo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다음파 같은 함수로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K는 실험으로 구하는 Janssen 계수이며 Pν s , A , μψ Phl Pbl g , X는 각각 수 

직압력r 단연둘레， 단면적， 마찰계수/ 수직압력l 베드명균밀도， 중력가속도 그리고 수직좌 

표이다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잉l。 바닥압력은 베드의 높이가 중가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수렴하며 수렴값은 베드의 밀도 Pb에 비례한다. 

Pv(X) = 쩔[ l -eXp(-뿜) 1 (3.3.7.6) 

본 연구에서는 Janssen의 수식을 변형하여 annular type 용기의 내벽에 가해지는 패블 

베드에 의한 수평방향 정적압력 수식을 유도하였다. 수직압력과 수명압력간의 관계， 베드 

의 단면적， 단연둘레， 베드의 평균밀도 퉁의 관계식올 이용하였다. 

Kpv = μII:Ph 1 A= 응(며 아)， s = π(DQ+D‘)， P. = O:pPp (3 .3‘ 7.기 

여기서 DOI Dil Opl Pp은 annular type 페블베드의 외경/ 내경， packing 밀도/ 패블의 

밀도이다 위 식과 수직압력식올 이용해 유도한 수형압력식은 다음과 같다. 

p" (x) = 쩍뽑 [l-exp(-월숨x l] (3.3.7.8) 

• 3Z7 -



페블베드를 담고 있는 용기의 내벽에 가해지는 페블베드의 평균 수평압력은 깊이에 따 

라 지수적으로 수렴하며 수렴값은 packing 밀도에 비례한다 

2345678910 
υs 

그림 3.3.7.14 페블베드 깊이에 따른 용기벽에 

미치는 압력경향 

그러나 수명압력이 packing 밀도에 비례한다는 점은 HfR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다 HTR 실험에서는 진동시험 후 packing 밀도는 최대 5% 증가한 반면 정적압력 

은 17%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동하중에 따른 수평압력의 변화 

에 관해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통하풋에 대하 packin l! 밍도 ;엇향 

진동시험에서 페블베드의 갚이에 따라 packing 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다수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진몽하중에 의해 

전반적으로 packing 밀도는 다소 중가하지만 0.62-0 없 범위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수렴범위와 페블베드의 깊이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fR 떼블베드의 진동시험에서 packing 밀도에 관한 사항과 유사 

한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페를베드의 기타 특셔 

HfR 진통시험에서 정적압력의 급격한 변화는 페블베드가 갖는 force network이라는 

독특한 특성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그 림은 떼블베드를 구성하는 페블들 

간의 contact force를 network 형식으로 그린 것으로 force의 크기를 선의 굵기로 나타낸 

것이다 

그 립 3.3.7.15 Force network in pebble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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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틀 간의 contact force는 균일하지 않으며 벽에 가하는 정적압력 또한 일정하지 않 

다 용기 벽면에 가하는 페블의 압력은 균일하지 않으며 진동하중과 같은 특정조건에서 

그 크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HTR 진동시험에서 페블의 force network이 변경되 

었으며 시험에서 측정한 정적압력은 평균압력이 아니라 측정정에서의 국부압력이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페블베드는 유체가 아닌 탄성체 거동을 하며 구조적으로 강쇠가 매우 크므로 지진하중 

에 대하여 매우 안정적인 거동을 보인다 또한 cy파lder ψpe 보다 annular type이 지진하 

중에 유리하다， 페블베드가 용기 벽에 가하는 평균 정적압력은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적으 

로 특정값에 수렴한다 실제 각 페블이 용기벽에 가하는 하중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비교 

적 크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반사체 내벽올 이루는 혹연블록의 설계하충을 구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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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소폭발 해석모델 개발 

초고온가스로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수소가 누출되어 수소폭발이 발생하여도 가스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대처셜 

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폭발의 물리적 현상올 먼저 이해하고/ 폭 

발시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여 수소폭발 해석모텔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폰 상용 원자로에서 적용된 기술기준 및 법규를 조사하 

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수소폭발 안전거리 법규 조사 및 분석 

원자력수소생산성비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열을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수소는 가 

연성 기체이므로t 사고에 의해 수소가 누출되연 어떤 접화원에 의하여 수소가 연소될 수 

있다. 누출된 수소와 공기의 혼합물에서， 수소의 체적분율이 약 10% 이상이면， detonation 

이 발생활 수 있다. Detonation이 발생하면， 높은 에너지의 압력파가 사랍과 구조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극한적인 사고조건에서도 초고온가스로와 발전소 근무자의 안전 

올 지키기 위해서 초고옹가스로와 수소생산시스탱 사이에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었다. 

안전거리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발전소 부지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올 미칠 수 있다. 그 

래서 일반적으로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시스탱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거리와 방호벽에 관한 기술기준올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과 미국 풍의 안천거리관련 기술기준올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각 국의 안전거리 요건 

안전거리 요건에서는 크게 군사적인 요건과 민간적인 요건이 있는데r 본 문서에서는 

주로 민간적인 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안전거리 요건은 사랍과 건물 및 기기에 대해 

서 다르다. 사랍온 약 100kPa의 압력파에 노출되연/ 폐가 손상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기기 

보다 더 엄격하게 안전거리 요건을 설정하고 었다. 

(가) 독일 [IAEA, 1999] 

독일의 안전거리 요건이 가장 상세하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사랍이 

견딜 수 있는 압력파의 크기는 15kPa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는 않e야 forrnula (식 

(3.3.8.1)), 표 3.3.8.1파 diagram (그림 3.3.8.1)을 적용하는 범위가 방대해서 가연성가스의 

거동올 수치해석 모렐로 명가한 다음/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1RB 810 No. 25에서는 

액화가스(수소포함) 저장용량이 3OOton 이상 일때는 안전거리를 120m 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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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k * M1/3 

여 기서 R : safety distance [m] 

M : gas mass [kg] 

k damping factor 

표 3.3.8.1 안전거리 산정올 위한 k-factor 

。bject k-factor 

Working Building 2.5 - 8 

Neutral Building 8 - 22 

Residental B띠ldings 22 

No damag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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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1 수소 질량에 따른 안전거리(독일/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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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Sochet, 2004.06] 

프랑스에서는 주로 TNT (frinitrotoluene) equivalent rnethod (식 (3.3.8 .2))를 사용하여 

안전거리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방출된 수소가스의 질 량이 4tons 이하일 경우에 소방관 

은 150 -22Orπ 민간인은 350-500rn의 안전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건물과 기기에 대해서 

는 그립 3.3.8.2에 안전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퍼나 TNT equivalent method는 

detonation이 발생한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상당히 보수적이다. 

u
싹-
m
 

W
샤-
H
 

Q W 
W 

(3.3.8.2) 

- WTNT : Eq띠valency wei양t of TNT [kg] 

- WF : Weight of fuel in the cloud [kg] 

- HTNT : TNT blast energy [MJJkg] 

- HF : Heat of combustion of fuel [MJ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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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2 일반인과 소방관에게 적용꾀는 안전거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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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3 폭풍에 의해 부과되는 파압 분포 

(다) 일본 UAERI, 1998J[Inaba, 2004aJ[Inaba, 2004b] 

일본에서는 사고 시 원자로건물이 받는 압력파의 크기를 12MPa 이하/ 콘크리이트 표 

변의 온도를 175 'c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JAEA에서는 연구용 고옹가스로와 수소생산설 

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자로가 받는 압력파의 크기를 10kPa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 기 
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의 거리가 약 1,900m 이어 

야 하는데r 방호벽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470m 로 감소시켰다. JAEA 에서는 수소폭발과 

관련된 실험과 CFD 해석연구를 많이 수행하였다- 또한 JAEA에서는 수소생산 방식이 

steam reforming 방법이므로/ 수소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라) 미 국 [Smith, 2006 ,06] 

미국에서는 유럽과 일본과는 달리 발전소 부지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인지， 군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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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요건을 민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우주선 발사 

대에서 수소와 산소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를 미 공군규정에 따라 167m 로 한 것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Id하1。 연구소에서 RG 1.91를 적용하여 수소폭발시 detonation이 발생했을 

때 수소생산설비와 고온가스로 사이의 거리를 100m 이하로 하면， 노심손상비융이 

1E-06jyr 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본석에서는 고온가스로 

건물만 고려했고， 사랍을 고려하지 않았다， 각 국의 안전거리관련 규정과 계산방법 퉁올 

표 3.3.8.2에 정리하였다， 

표 3.3.8.2 각 국가에서 적용 중인 안전거리 관련 규정 

U.S.A | Guid 
Rl. 11 74 

10-30kPa / Structure 1 x 

RG 1.91 
10kPa / Structure 

175 m with Barrier 。
]apan 

BMI 15 kPa / Human 205m for 4OOm3LNG Tank O 

12아n for 300 ton Liquid Gas 

Tank 

BMI, TRB 810 R =k*W1/3 

Germany I (B뻐 : Germ뻐 -k 
10 15kPa / Human 

Federal Ministry of 2.5-8 for Working Building 

Interior) 8-22 for Neutral Building 

22 for Residential Building 

200 for No Dama2e 

France 1 CFR 29 14kPa / Fireman 220m for 4 ton H2 tank 
。

NFPA 5OA, 50B 5kPa I Human 550m for 4 ton H2 tank 

(2) 분석 결과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으로/ 

유럽과 일본 및 미국의 가연성기체 폭발과 관련된 안진거리 기술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 

다. 안전거리는 각 국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럽과 일 

본에서는 안전거리에 관련된 상세한 명가를 바탕으로 기준을 제시한 반연， 미국에서는 군 

대에서 사용하는 요건올 그대로 민간에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거리 기준은 폭발 시 

발생되는 압력파가 인간과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명가한 후， 그 자료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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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는 것올 알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이 맞는 압력파의 크기 

가 약 15kPa 이하로 하고/ 폭발지점으로부터 약 100-200rn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다. 초 

고온가스로개발과제에서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거리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를 수행한 다음 안전거리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순 해석 모델 검토 및 안전거리 평가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시스템 사이의 안전거리는 수소가스 폭발 시 발생되는 과압 

(overpressure)이 초고온가스로와 작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스 폭발시 발생되는 과압을 예측할 수 었다면， 안전거리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 

다 과압 예측방법으로는 TNT equivalent rnethod 와 MuJ ti-Energy Method (MEM)가 있 

다[Bjerketvedt， 199꺼[Mercx， 1998] TNT equiva1ent rnethod는 가스폭발 시 화염 전파 속 

도가 음속인 detonation이 항상 발생한다는 가정올 한 다음/ 폭발지정으로부터 떨어진 거 

리에 따른 과압을 예측하는 것이고 MEM은 가스폭발 시 폭발 중심부의 압력 (peak 

pressure)올 10 퉁급으로 구분한 다음/ 각 풍급에 따라 다르게 거 리 에 따른 과압을 예측하 

는 방법이다 ηIT equivalent rnethod와 MEM을 일본 JAEA 폭발실험 결과[3.3.8.4]에 적 

용하고 비교평가를 통하여/ 예측방법의 장단정을 분석하였다 

(가) JAEA 폭발실험 및 과압 예측방법 

일본 JAEA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장애물(Obstac1e)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서 가스(æι Natural Gas) 폭발실험을 수행하여 폭발지점 주변의 압력분포와 flarne 

front Tirne-Of-Arrival (TOA)를 측정하였다 폭발접화 방법으로는 spark와 10g의 C-4 

explosive를 사용하였다. 실험장치와 계측기 위치 및 실협조건은 각각 그림 3.3.8.4와 표 

3.3.8.3에 나타나 있다. 실험은 텐트(Tent) 안에 각 case 조건에 맞게 가스농도를 맞춘 다 

음/ 정화시키는 순간 텐트를 제거하여 화염과 압력파가 텐트 밖으로 전파되도록 하였다-

표 3.3.8.3 JAEA 폭발시험 매트릭스 

Case Configuration 19nition Gas cas C(voonlcen %t)ratIOn 

1 With obstacle Spark NG + air 9.5 :t 1 
2 With obstacle Spark Mcthanc + air 9.5 :t 1 
3 No obstacle Spark NG + air 9.5 :t 1 
4 No obstacle 10g C-4 NG + air 9.5 :t 1 
5 No obstacle 10g C-4 Methane + air 9.5 :t 1 
6 With obstacle Spark NG + air 4.5 :t 1 
7 With obstacle Spark NG + air 7.2 :t 1 
8 With obstacle Spark NG + air 8.8 :t 1 
9 With obstacle Spark NG + air 13.1 :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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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d) Tent design for experiment without the obstacle, and sensor locations 

그림 3.3.8.4 JAEA 폭발시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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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5 장애물 유무에 따른 거리별 최대 과압 분포 

(a) Obstacle 

장애물이 있을 때의 실험결과인 Casel-2, 7-8의 거리에 따른 파압 분포는 그림 

3.3.8.5 (a) 에 나타나 있다 Tent 안에서는 약 20-40kPa, 폭발지점으로부터 11m에서는 약 

4- 10kPa, 21m에서는 약 2-7kPa, 41m에서는 1-2kPa의 과압이 측정되었다. Obstacle이 없 

을 때의 실험 결과인 Case4-5의 거리에 따른 과압 분포는 그림 3.3.8.5(b)에 나타나 있고， 

Tent 안에서는 약 80‘ 100kPa, 폭발지점으로부터 11m에서는 약 2-3kPa, 21m에서는 약 

0.8-1.0 kPa, 41m에서는 0.3-0.5kPa의 과압이 측정되었다 Obstacle이 없올 때의 과압이 

큰 이유는 점화원으로 사용된 10g의 C-4 explosive의 에너지 (5.2 x 10'J)가 spark (40]) 보 

다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TOA (그림 3.8.3.6)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Obstacle이 있는 경우의 TOA (그립 3.3.8.6(a))는 없는 경우의 TOA (그립 

3.3.8.6(b))보다 화염전파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고， obstacle이 없는 경우의 과압이 큰 이 

유는 폭발반용 때문이 아니라， 점화원의 높은 에너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3.3 .8. 6(a)에서 Case8 (NG 8.8 vol. %)의 파압이 Case2 (NG 9.5 vol. %)의 과압 보다 큰 이 

유는 8.8 vol. % 일때가 stoichiometry 조건으로 가장 큰 연소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TNT를 사용하여 폭발실험을 수행 

방법이다. 가스폭발에 참여하 

scaled distance를 계 산한 다음， 

(나) TNT Equivalent Method [Bjerketvedt, 1997] 

TNT equivalent method는 폭약으로 사용되는 고체 

해서 얻은 결과 (그립 3.3.8 끼를 가스폭발 경우에 적용하는 

는 가스질량파 폭발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사용하여 

ηπ curve에서 해당하는 과압을 구하는 것이다 (그림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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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8 TNT Equivalent Method에 

의한 과압 차트 

그림 3.3.8.8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폭발에 참여하는 가스질량으로부터 equivalent πIT 

charge (Wn이를 구해 야 한다. N a tural gas와 CH.를 포함한 hydrocarbon gas (C,H,;, 

C3Hs) 는 식 (3.3.8.3)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Natural gas와 hydrocarbon gas에 대해서 

통일한 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stoichiometric 조건에서 연소에너지 값 (3.5 MJ/m3)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TNT equivalent method의 단점은 약한 가스폭발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WTNT 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yield factor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정이다 

(3.3.8.3) W]lVJ' [kg] '" 0.1κV[m3 ] 

- v 1m3] the smaller of either the total volume of the congested region or the 

volume of the gas cloud 

(다) Multi-Energy Method (MEM) [Mercx, 1998] [Berg, 2004] 

항상 detonation 

pressure를 식 (3.3.8.4), 

y축의 10둥급 중의 하나를 

가정했던， 가스폭발시 

중심부의 peak 

그림 3.3.8.9, 

MEM은 TNT equivalent method가 보수적 으로 

이 발생한다라는 가정을 수정한 것이다- 가스폭발 

(3.3 . 8.5)에 의해 계산한 다음/ 이 값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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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해당하는 퉁급의 curve를 따라서 거리 (combustion energy scaled distance, 식 

(3.3.8.5))에 따른 overpressure를 예측하는 것이다 화엽이 obstacle를 지나 갈 때 가속 및 

가압되는 현상은 식 (3.3.8.4)의 "Lp/D"에 의해 표현된다， 

Ln \, .75 ‘ - ‘ -

κ = 0.84 x I VBR x 히 × 작 ' x D V
. ' 

여 기 서 Ps Peak overpressure [bar] 

「τ:- P ‘- --J ~ 

VBR : Volurne Blockage Ratio 

Lp : Length of the f1ame path [m] 

o : Typical obstacle diarneter [m] 

SL : Laminar buming velocity [m/s] 

여 기 서 PO : Arnbient pressure [bar] 

M, Dimensionless maximum static overpressure 

R=R(용r 
여 기 서 Ro Combustion energy-scaled distance 

R Physical distance 

E : Combustion energy (3.5 MJ/m3) 

PO : Ambient pressur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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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9 Multi-Energy Method에 의한 파압 차트 

(라) 실험결과와 TNT 및 MEM에 의한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 

TNT equivalent method와 MEM은 가스폭발 반웅이 연료와 산소의 혼합이 이상적이 

라는 화학양론(stoichiometric) 조건의 가정 하에 개발된 것이므로 JAEA 실험조건 (표 

3.3.8.3) 중에서 화학양론 조건인 경우를 찾고/ 이 경우에 대해서 TNT와 MEM을 적용해야 

한다 실험에서 Air는 N2 (78.1%)와 0 2 (20.9%)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고l 

NaσuaJ Gas는 CHι C2H6, C3Hs의 구성비율이 90% , 7%, 3% 라고 가정하였다 공기와 

CHι C2H6, C3Hs의 stoichiometric 반웅식 (식 (3.3.8 끼~β 3.8.9)) [Tums, 2000]과 이 상기 체 
가정 (lmoJe = 22.41 @ 171 압， 0 "C)을 사용하여 화학양론 조건인 가스와 공기의 혼합비율 

올 찾으면 (표 3.3.8.4-3.3.8.5), Case2와 C잃e8 이다‘ 실험조건 중에서 obstacle이 없는 

case5는 TOA 의 실험결과가 10.7m/s로 화염전파가 매우 느려서 제외하였다 실험에서 

Tent 내부 체적은 5 강n3 이다 Case2, 8 중에서 MEM에 의해 평가할 대상은 Case2로 결 
정하였다. 그 이유는 MEM을 적용할 때， CH.과 NaluraJ Gas의 충류화염속도와 연소에너 

지 값이 유사해서 예측된 overpressure 값이 거의 동일 하기 때문이다 [강형석， 2006] 

equivalent method와 TNT에 의해 overpressure를 예측하는 과정은 표 

3.3.8.4-3.3.8 .5에 나타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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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 20, + 7.52N, • CO, +2H,G+ 7.52N, (3.3.8.η 

C,H, +3.50, +\3 .16N, • 2CO, +3H,O+13 .l 6N, (3.3.8.8) 

C,H8 +50, +18.8N, • 3CO, +4H,G+ 18.8N, (3.3.8.9) 

표 3 .3.8.4 화학양론 조건 계산 (C잃e끽 

Case 2 : CH‘ (9.5%土 1) + Air 

C뻐의 In。lens13수 * , 
0.095 * 5.2 m' * 1000 1 / m' * (1mole / 22.41) = 22.05 moles 

0，의 moles 수 
0.905 * 0.2093 * 5.2 m' ‘ 1아)() 1 / m' * (1mole / 22.41) = 43.97 moles 

N，의 moles 수 

0.905 * 0.781 * 5.2 m' * 1α)() 1 / m' * (1mole / 22.41) = 164.07 moles 

CH., : 0 , : N, moles = 22.05 ‘ 43.97 : 164.07 moles = 1 : 1.99 : 7.44 

표 3.3 .8.5 화학양론 조건 계산 (Case8) 

Case 8 : Natural Gas (8.8% 土 1) + Air 
CH.의 moles 수 : 
0.088 * 0.9 * 5.2 m' η아)() 1 / m' * (1mole / 22.41) = 18.38 moles 

C，H，의 moles 수 
0.088 * 0.07 ‘ 5.2 m' *1000 1 / m' ‘ (1mole / 22.41) = 1.43 moles 

C，Ha의 moles 수 
0.088 * 0.03 * 5.2 m' *1000 1 / m' * (1mole / 22.41) = 0.61 moles 
0，의 moles 수 
0.912 * 0.209 * 5.2 m' * 1000 1 / m' * (1m이e / 22.41) = 44.24 moles 

N，의 moles 수 

0.912 * 0.781 * 5.2 m' * 1000 1 / m' * (1mole / 22.41) = 165.34 moles 
CH. : 0 , : N, moles = 18.38 : 36.24 : 138.21 moles = 1 : 2 : 7.52 

C,Ha : 0 , : N, moles = 1.43 : 5 : 18.81 moles = 1 :3.49 : 13.15 

C,Ha : 0 , : N, moles = 0.61 : 3 : 8.32 moles = "1 : 4.91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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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6 TNT Equiv떠ent Method에 의한 과압 계산 

PhysicaDli Dstiasntacnece (R (R /) ( {Wm]T 11 21 31 
Scaled Distance (R / (WTNT 1/3)) [m kg-1/3] 11.69 22.32 32.96 
TNT Charge (Wπ..rr "" 0.16 V) [kg] 0.832 (*V=5.2m3

) 

Overpressure [bar] 12 4.3 J 2.1 

표 3.3.8.7 MEM에 의한 과압 계산 

Case 2 

꺼 = 0.8뺑R뺨)'75며'000.' = 0.179 [bar] 

VBR : 0.4 / 5.6 = 0.071 

Lp / D = 1.lm / 0.0213m = 46.9 

SL = 0.45 m/ s (SL : CH., 1뻐tinar burning velocity) [2] 

l=」P= 0.179 = 0.179 
p 

Po 1bar 
PhysicaI Distance (R) [m] 1 11 21 41 
Combustion Energy-scaled distance 

0.176 1.941 3.706 7.235 
Ro = R*(Po/E)1 /3 
Combustion Energy (E) [M]] E = 3.5 M] /m' * 5.2 m' = 18.2 MJ 
Overpressure 앤한] 

25 ~ II! 

5능 

홍 1: 
δ 5 

0 

0 10 20 30 
Physic혀 Dis녕n∞ [m[ 

P，와 동일 I 0.061 I 0.033 

~I 
o 

40 
10 20 30 

Physical Distance [m] 

그림 3.3.8.10 실험결과와 TNT 및 MEM 예측 결과의 비교 

0.018 

40 

TNT equivalent method와MEM에 의해 JAEA 폭발실험 Case2 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 

가 그립 3.3.8.10에 나타나 있고， Case2, 8의 실험결과도 함께 그렸다. 그림 3.3.8.10에서 

TNT는 실험결과보다 전 영역에 걸쳐서 높게 overpressure를 예측하고， MEM은 폭발영역 

주변에서는 낮게 예측하였지만 11-41m 영역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TNT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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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예측한 이유는 실험의 폭발화염전파 속도가 아음속 (subsonic) 상태인 deflagration 인 

데， TNT는 detonation 상태로 가정한 때문이며， MEMO] 폭발영역 주변에서 낮게 예측한 

이유는 peak pressure 계산이 실험결과를 잘 모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험에서 Case8 

이 Case2보다 높은 overpressure를 나타낸 것은 Natural Gas (Case8) 연소에너지와 충류 

하염속도가 CH4 보다 약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MEM은 잘 구 

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명가 결파 

JAEA 폭발실험에 대해서 TNT equivalent method와 MEM을 사용하여 overpressure를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검토한 결과， detonation 발생을 가정으로 한 TNT 

는 실험 결파보다 높게 예측하였고 MEM은 폭발영 역 주변에서는 낮게 예측하였지만， 그외 

영역에서는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 

의 안전거리관련 overpressure를 예측할 때는 detonation 발생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πIT equivalent method 또는 MEM 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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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공동연구 

1. Gen-IV Jntemational Forum (GJF) VHTR System 

가. Computational Methods V aJidation and Benchmarks (CMVB) Project 

GIF VHTR 계 통은 앓fety Design and System Jntegration, Computational M 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Fuel, MateriaJs 및 Hydrogen Production 프로젝 트로 구성 되 

어 있다 이중， α，fVB 프로젝트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설계/ 안전해석 및 인 허가를 위하 

여 요구되는 계산 방법론의 개발/ 모델링 및 검중올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CMVB 

프로젝트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유럽연합， 남아공， 한국 둥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MVB 프로젝트의 Work Package는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l 각 Work Package 별 선도 

국， 세부과제 및 현황을 표 3.4.1.1에 제시하였으며r 표 3.4.1.2에는 각 세부과제 별 수행목 

적， 내용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였다. CMVB 프로젝트는 '05년 2월 1차회의롤 시작으로 현 

재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각 Work Package 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었으며， 프로젝 

트 계약체결을 ’07년말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3.4.1.1 CMVB Work Packages - 현황 

WP SubJect L.ader T.lk statu. 

1 PIRT 
KR 

1.1 Thormo.Fluld and • Conlolldatod PIRT propo.od In 1110 
Methodology sarety PIRT ‘KR’ PIRT Wor1< shop (Ooc. '(6) 

2 Thermal.f'luld 
US 2.1 CFO Bonchmar1< (US) 

• US (INL Lower Plonum Exp.) propos.d, 
Dynamlcl b띠， pended due to US Budget 

Rx. Physlcl & 
3.1 Nuclear Oata (US) • Oraft plan proposod 

3 FR 3.2 PMR Physlcl (FR) • Oo18l1lln 1110 Nuclo., Physlcl 
Nucl.arD톨ta 

3.3 PBR Physlc. (EU) Wor1< shop (Apr. '07) 

4.1 Alr.lngros. (E미 
• Oraft Plan propolld 

4 Chomlstry& US 4.2 FP Transp얘 (RSA) 
• Alr.lngress: NaCOK, HTTR 

Transport 
4.3 TrHlum (KR) 

• FP Transport: RAPHAEL, RSA 
• Tritfum: N.w Code Modell 

5.1 PCU~ndlr.ct (FR) 
• Oraft Plan propo.od only on PCU. 6 Plant Dynamlcl FR 5.2 PCU'[)iroct (RSA) 
Olro야 EVO, HE.f'US3, PBMM 

6.3 Hydrogen InterfacI 

6.1 Fluld.Structuro Inl 
6 삐echanlcs RSA 6.2 Graphlte Sel.mlc 

• Draft Plan proposed only on Graphtte 
Sollmlc : JAEA 

6.3 LBB 

6.1 SS Core Phy.lcs 
. Or.빠 PI톨n propo.ed ullng HTTR 

6깅 SS CoroTF 
。pera엉。nOa‘ .. Physlcl Tosts & sarety 

7 HTTR JP 6.3 Plant Dynamlcl Oemonstratlon Tests (Exlst1ng and Ne삐 
6 ‘ Chomlstry Control & • Computor CodOl & Models to JAEA 

T에tlum Perme뼈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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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I 내용 및 기대효과 

Work Package task 명 욕적 내용 기대를과 

- 장여국의 PIRT, DDN 개양 정보 (앙엄론， 
초고온기스로 염용 PIRT의 

해석적， 실험적 근거， 코드검증 및 

1.1 Thermal-Fluid and 톨힘 PIRT 보고서 및 코드 개앓 기술개않 및 실험 필요성 포횡) 
공동개월 

WPI. PIRT - 얼유처1 ，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Safety PIRT 및 검증요건서 생산 - 톨합 PIRT 보고서 생산 

Matrix 및 심규 싫험요건 등 
- PIRT Forum 

DDN 개밑 
- 기간 2006-2011 

- Benchmark 문재 션정 (MIR, HπF 싫험 

초고온가스로의 잊계 잃 
동) 

WP2. Thermal Fluid 2.1 CFD Standard 운전조건에서의 유동현상에 대한 
- In-house 코드와 엄용 CFD 코드률 - Ll LAC 및 싱용 CFD 코드 검증 

Dynamics Problem Benchmark 3차원 전산유치l해칙 코드의 
이용한 검흥/핑기계산 및 톨&1싫성 징랑화 

해석능혁 검증 
- 코드 =&1일도 징랑회 - NHDD 얼뮤체 열계해석에 훌용 

- 모웰링/격자/난륙모일에 대한 용기 

- 기간 2006-2011 

- 상셰 검토되고 g준화된 iII용걸고} 수집 

VHTR 둔전조건이i서되 ;억자료 
- 획자료 톨&1일도가 성능 및 안전성 - 선잔국의 핵자료 관련 싫험 

3.1. Nuclear Data 엉기/개선을 톰하여 노심해석 
인자에 미치논 영항 뽕가 겉과 수집 및 싫험 걸고i 뿜기 

정획도 항상 
- 명기 핵자료집 개선 기술 습득 

- 싣규 실험 도훌 및 싫휠잉료 생산 - NHDD 노심 얼계어| 휠용 
WP3. Reactor - 기간 2006-2011 

Physics & 

Nuclear Data 
- Benchmark 문제 선정 

- MC 및 걸정혼적 코드 검흥/ 몽기계산 

3.2. Core Physics I Prismatic 노십일계 코드의 검증 - 코드 룰확싫도 정랑화 - MASTER 코드 시스델의 검증 

prismatic core 및 물확싫도 정링화 - 정확도 제고흩 위한 앙잉론 개일 및 모일 - NHDD 노심힐계에 적용 

개선 

- 기간 : 2006-2011 

표 3.4.1.2 CMVB 세부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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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chmark 문제 선징 (AVR. HFR 

EU1bis 조사일용 등) 

3.3. Core Physics / Pebb1e 노심흩계 코드의 겉증 및 
- MC 및 결정론적 코드 검증/ 용기계산 

- 코드 물획실도 징링화 
- VOLCAN。 코드 시스텅의 검증 

pebb1e core 톨확싫도 정랑화 
- 정확도 처|고률 위힌 암얼흔 개벌 및 모댈 

- NHDD 노심g계에 적용 

개선 

- 기간 2006-2011 

- Benchmark 문제 션정 (NaCOK 떼톨 및 

블록. JAEA HTTR Mock-up 및 

흑연산회실험 등) 

곰기유밑사고 문석코드의 혹연산화 거동에 대한 모일 개앓 및 코드 
- GAMMA 코드 모일 개알 및 

4.1. Air Ingress 혹연산화 모월 개알， 겁증 잊 검종/명가계싣 
검증 

톨확일도 정랑화 - 배관m딘사고시 공기유입 거동에 대한 
- NHDD 공기유밑사고 해석에 

코드 검증 
적용 

- 모월 및 코드 톨확실도 징랑화 

- 기간 2006-2010 

WP4. Chemistry 
- Benchmark 문지| 선정 (RAPHAEL. RSA 

실용 둥) 
and 

- 획문얼생성물 및 Dust의 수술괴 
- MIDAS-GCR 코드 모앓 개알 

4.2. Radionuclide 
Transport 획룬을샘성줄 수술 운석코드의 

Plate-out 거동에 대한 모윌 개발 및 
및 검증 

Transp。이 and 
모일 개발 및 검증 - NHDD 획룬얼생성울 수숨 

Plate-out 코드 검증/명기 겨|싣 

- 모웰 및 코드 룰확싫도 정랑회 
빼석에 적용 

- 기간 2006-2011 

- 삼중수소 생산 모옐 

상줄수소 냉각재 누훌 모윌 
- 상종수소 수슐코드 개밑 

4.3. Tritium Production 삼중수소 거동 문석코드 개밑 및 - 삼종수소 계톰 수술모덜 

and Permeation 검증 - 상중수소 해석E드 개일 
- NHDD 상중수소 수숭 해석에 

상중수소 해석코드 검증 
적용 

- 기간 ‘ 20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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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싸이를 원자로계통 괴도거동 
- 8enchmark 문제 선정 

5.1 Indirect Cycle 대한 계톨룬석 코드 검증 및 
- 계통운석코드 검증/영기계산 

검증 

불확일도 징링회 
- 코드 물힘싫도 정랑화 

- NHDD 계통 과도 해석에 적용 
- 기간 2007-2010 
- 8enchmark 문제 선정 (EVO. HE-FUS3. 

MAAS-GCA 및 GAMMA 코드 ; WP5. Aeactor and 직접싸이률 원자로계통 P8MM 싫힘) 

Plant 5.2. Direct Cycle 과도거동에 대한 계통분석 코드 - 계통문석코드 검증/용기계산 검증 

Dynamics 검중 및 룰.실도 징랑효} - 코드 붙확일도 정링회 - NHDD 계톨 과도 해석에 적용 

- 기간 2006-2011 

윈자력수소생산시스덩의 
- 8enchmark 문져| 션징 

MAAS-GCA 및 GAMMA 코드 
5.3 Hydrogen Production 

과도거동에 대한 계홍룬석코드 
- 겨l톨운석코드 검증/뽕기계싣 

검증 
Sys1em 

검증 
- 코드 물획일도 정링화 

- NHDD 계통 과도 해석에 적용 
- 기긴 미절 

- 8enchmark 문져| 션접 (JAEA 단g 다흥 

및 다얼 디흥 흑연톨릭구조물 내E 실용 

등) - A8AQUS (또는 ANSYS)훌 

WP6. Mechanics 6.1 Seismic 8ehavior 
i‘연 내후구조율 내진빼석코드 - 단을 디흥톨륙 빼억 앙얼 개빌 이용한 적용톨릭 구조올 

앙얻른 개밑 및 검증 - 다멀 다용톨륙의 빼칙 앙업 개일 내진해석 앙얼흔 개밑 및 겉증 

- 내E빼석코드 검중/몽기계산 - NHDD 내진해석에 적용 

- 코드 불확싫도 정랑화 

- 기간 2006-2011 

- 8enchmark 문제 션징 (HTTA 

운전자료(850!950.Cl. 지|어용 자료 ， 

HTTA 정상상태 시용자료톨 
일계시헝， 연소자료， 제어용구동 시험 등) 

MASTEA 및 MC 노싱g계 코드 

WP7. HTTA 
7.1. Steady Core 

이용한 톨특노싱 설계 코드의 
- 노싱설계코드 모엘 개않 및 

검증 
Physics 

겁중 밑 톨확싫설 절랑화 
검증/영기계산 

- NHDD 노심얼계에 적용 
코드 톨s!싫도 징랑회 

- HTTA 싣규싫휠 요건 개잃 

- 기긴 2006-20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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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enchmark 운져| 선정 (HTTR 운전 

온도훈포 (850/950' Cl. RCCS 운전자료 
- MARS-GCR, GAMMA 및 

LlLAC 코드 검증 
우회유랑실험 등) 

- 계톨 얼유처l 및 전산유치|해석 코드 

모덜개알 및 검증/평가 계산 

7.2. Steady Core 
|이용한 노심일수력 해석 코드의 

Thermal- Hydraulics 1 
1 검증 및 톨확실성 징랑회 

HTTR 정상상태 시용자료률 

- NHDD 노심 얼수릭 해석에 

적용 
- 코드 물확싫도 정랑회 

- 기간 2007-2011 

8enchmark 문제 선정 (유랑상일 

제어웅인흩 ATWS 사고 등) ‘ 
1- MARS-GCR(GAMMAl / 

- 계동 및 노싱 통합괴도해석코드 모일개밀| 
1 MASTER 코드 검증 

및 검종/명가 계산 ! 
’- NHDD 계동 과도 및 사고 

및 

HTTR 과도상태 시험자료를 

이용한 계톰훈석코드 검증 및 

톨at실도 정랑화 

7.3. Planl Dynamics 

해석떼 적용 
코드 물확싫도 정랑회 

- HTTR 신규싫험 요건 개앓 

- 기간 2007-2011 

8enchmark 운지1 선정 (HTTR 화학 

흑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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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AS-GCR 및 상중수소해석 

코드 검증 

NHDD 핵문얼생성물 수술 

화학(핵문일생성올，톨순물，신화 

삼종수소 등) 수술해석코드 모월 개밀 및 

검증/핑기 계산 

HTTR 시험/운전자료를 이용한 

검증 및 화학 수승해석 코드의 

톨확실도 짐링회 

7.4 Chemistry Transport 

- 코드 룰확싫도 정링회 

JH 밑 

해석에 적용 

H까R 신규싫험 요건 

- 기간 2007-2011 



2. KAERI-INET NucJ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가. Compilation of HTR-10 Data 

중국 청화대의 INET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페블형 HTR-10 시험로에서 수 

행한 safety demonstration test 실험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입수하였다， 엽수된 실험 자료 

는 계통 열유체 분석코드인 MARS-GCR과 GAMMA의 검중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코드 

검충을 위해서는 HTR-10 계통올 모텔해야 하므로， 상세한 계통 설계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된 2건의 자료요청서를 INET에 제공하였다 

• NHDD-KA05-CD-016, data request for HTRlO reactor core design 

• NHDD-KA04-RD-007, HTR-10 design data request 

KAERI측의 HTR-10 셜계자료 요청서를 참고로 작성한 2건의 HTR-lO 설계 자료서와 

추가로 KAERI-INET 공동 연구 협약서 상에 합의한 11건의 문서를 INET으로부터 입수하 

였다 INET에서 입수한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이 2건의 설계자료 문서와 10건의 

HTR-10 safety demonstration test 문서 그리고 1건의 연구 협력안 문서이다 

• NH-JRC-P1-D06-001, HTR-10 data for reactor core design 

• NH-jRC-P1-D06-002, HTR-10 data for thermo-fluid mode파19 

• NH-JRC-P1-R06-001, HTR-10 experiments report: initial criticality 

• NH-jRC-P1-R06-002, HTR-10 experiments report: zero power test 

• NH-jRC-P1-R06-003, HTR-10 experiments report: isothermaI temperature coefficient 

• NH-jRC-P1-R06-0여， HTR-10 experiments report: loss of feedwater supply 

• NH-jRC-P1-R06-005, HTR-10 experiments report: loss of helium flow 

• NH-jRC-P1-R06-006, HTR-I0 experiments report: failure of primary isolation valve 

(the helium baffle) test 

• NH-JRC-P1-R06-007, HTR-10 experiments report: loss of offsite power supply test 

• NH-JRC-P1-R06-008, HTR-10 experiments report: turbine trip test 

• NH-jRC-P1-R06-009, HTR-lO experiments report: loss of helium flow without 

reactor scram 

• NH-JRC-P1-R06-010, HTR-I0 experiments report: reactivity insertion without 

reactor scra m 

• NH-JRC-P1-P06-001, topics for future collaboration o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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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ERJ-GA Nuclear Hydrogen ]oint Development Center 

가 。ptirnization of a VHTR Block-Type Core Design 

NHDD 프로젝트의 단기 목표 중의 하나는 950"(; 출구 온도가 가능하도록 노물리 및 

열수력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 상태 

및 사고시 최대 핵연료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프리즘형 블록의 설계 변경을 하고 이 셜 

계 변경을 평가해야만 한다 GA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프리즘형 VHTR 노물리와 열수력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후보 개선 안파 그 안을 구체화하는 방법올 도출한다 개선 안에 

는 재장전 동 연료 관리 체계 변경， 연료공에 대한 냉각재공 피치 퉁 블록 연료 설계 변 

경， 우회 유량올 줄이는 설계， 그리고 냉각재 유량 최적화 동을 포함한다. 

노심 최적화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는 이중 냉각 환형 연료 개념과 축 방향 재장전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GA에서는 블록 내에 10열인 연료공 및 냉각재공 배치를 12열 

로 확장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영들에 대하여 우리 연구소는 정상 상태의 

GT-MHR 노심에 대해 노물리t 열수력 분석올 하였으며 GA는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환형 연료 개념r 축방향 재장전， 그리고 12 배열 블록 개념 모두 혹은 그 

중 일부를 채택할 때 정상 운전시 핵연료 용도를 제한치인 12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확인 하였다- 자세한 분석 방법과 결과는 제 3장 제 1절에 기술되어 있다 

과제 기간이 1년인 이 연구는 현재 GA사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나. Use of Cooled-Vessel 

초고온가스로에서 원자로압력용기 재질의 선택은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GT-MHR의 경우 고온 크리프 특성이 좋은 Cr-Mo강을 압력용기 재질로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HTTR 30MW(t) 연구용 원자로에서 Cr-Mo강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실제 상용로 

크기의 원자로압력용기를 Cr-Mo강으로 제작한 경험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접절차도 제 

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NHDD 플랜트의 압력용기 재질로 기존 경수로에 사용 

되는 SA-508j533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에서 SA-508j533강을 

사용하려연 냉각용기라는 새로운 설계/ 즉 압력용기와 고온 냉각재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내부유로 셜계， 그리고 압력용기 온도를 재질의 허용온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압 

력용기 냉각 계통이 펼요하다 

GA사와 KAERl는 초고온가스로에 냉각용기 설계의 펼요성을 인식하고 냉각용기 설계 

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6년 수행하였다. 2006 년도 연구내용은 GA사에서 냉각용기 설계 

요건 및 기준을 개발하고 설계 안을 제시하면 KAERl에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 

하면 GA사에서 검토 및 개선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냉각용기 관련하여 GA사로 

부터 입수한 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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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서 제목 업수 날짜 

1 H2-MHR Pre-Conceptual Design Report‘ SI-based Plant 

2 H2-MHR Pre-Conceptual Design Report: HTE-based Plant 2006.05.12 

3 Modular Heliwn Reactor Vessel Cooling Requjrements and Concepts 2007.01.07 

4 HTGR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Design Description 2007.02.01 

GA사의 내부사정으로 냉각용기 설계요건 및 설계안에 관한 문서 전달이 6개월(2006년 

6월에서 2007년 1월로 변경) 정도 지연됨에 따라 KAERI 해석 결파 제공일정도 연기되었 

다. KAERI에서는 GA사에서 제시한 성계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결 

파를 GA사에 제공한 상태이며 4월 중으로 GA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는 것으로 2006년 

도 공동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 Tritium Source Terms and Transport 

원자력수소계통에서 노심 및 냉각재로부터 생산된 삼중수소에 의한 수소생산물의 오염 

문제는 인허가 및 대중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내에는 삼중수소의 

생산/ 전달 및 수송해석과 관련한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미국 GA사와의 공 

동연구를 통하여t 기존 고옹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오염/ 헬륨정화계통 설계 그리고 삼중 

수소 수송해석을 위한 TRITGO 코드/ 예제， 교육 및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하여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입수하였으여， NHDD 적용올 위한 코드 모텔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4. lAEA CRP-5 

lAEA는 여러 가지 가스 냉각로 프로그램올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랭의 주요 역할 중 

의 하나는 전기 생산파 산업용 공정 열 이용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자력 에너지원 

으로서 고옹 가스 냉각로 개발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올 증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랩의 또 다른 목표 중의 하나는 피동 안전성에 의존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거동의 예측 능력올 배양히는 것이다 1998년에 시작된 “고온 

가스 냉각로 성능 명가(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Performance )"에 관한 이 공동 연구 프로그램 (CRP)도 HTGR의 안전과 운전 측면의 발 

전소 거동의 연구와 검중에 초점이 있다 이 CRP는 a) HTGR 노심의 중성자 몰리적 거 

동， b) 연료 성능 및 핵분열 생성물 거동， c) HTGR의 자연 열전달 현상에 의한 잔열 제 

거 능력， d) HTGR 관련 열 이용 시스댐의 설계 및 명가， e) HTTR과 HTR-10의 초기 시 

험과 관련된 벤치마크를 통한 HTGR의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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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RP의 초점은 설계 혹은 운전 중인 HTGR의 성능 및 안전의 검증이다- 이 CRP는 

남아공의 PBMR, 러시아의 GT-MHR, 중국의 HTR-10, 그리고 러시아의 ASTRA 임계 시 

설 둥과 관련된 벤치마크 문제들로 구성된다‘ 

이 CRP의 목적은 

1. HTGR의 실제 운전 조건에 대한 해석적인 코드들과 성놓 모텔들의 검중 

2. HTR-10, PBMR, GT-MHR, ASTRA 시설들올 R&D 및 안전 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위한 벤치마크 문제들의 독립적인 평가 

3. GT-MHR과 PBMR과 관련된 해석적 코드들과 모텔들의 탕구 

4.3축 가스터빈 미세모텔인 PBMM과 관련된 코드 대 실험 벤치마크의 연구 

5. HTGR의 안전 특성의 실중 

퉁이다 

이 CRP에서는 업무 범위가 넓고 또 HTTR과 HTR-10의 운전 계획에 맞게 적시에 벤 

치마크 분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2003년 말에 끝났으며 여기서는 HTTR과 HTR-10의 초기 노심 노몰리 시험과 평가/ 

HTTR에 대한 한정된 열수력 벤치마크에 초정을 두었고 그 결과는 IAEA의 TECDOC 

(IAEA-TECDOC-1382)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CRP가 시작되던 1998년에는 고온 

가스로 개발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첫 번째 공동연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공동연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프랑스， 독일， 인 

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 

에는 다음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1. PBMR 개발을 위하여 수행한 ASTRA 엄계 실험에 대한 원자로 물리 벤치마크 

해석 이 벤치마크들에는 임계 노심 높이/ 제어봉가와 관련 미분 반웅도 및 간섭 

계수/ 그리고 페블 베드 원자로의 높이를 다르게 만드는 임계 변수들 퉁이 포함 

되어 있다. 

2 플루토늄을 장전한 GT-MHR 노심에 대한 세포 계산(연소도에 따른 Kinf와 동위 

원소 재고량)， 집합체 계산， 그리고 노심 계산(제어봉가/ 둥온 반응도 계수) 결과 

의 코드간 비교 

3. PBMR 평형 노십에 대한 노몰리 및 열수력 벤치마크 분석 

4. Pebble올 담은 1 m3 상자(pebble Box)에 대한 노불리 벤치마크 분석 

5. 전출력 정상상태 온도 분포， 원자로가 비상 정지 되지 않는 1차 옥 유량 상실사 

고， 비상 정지 되지 않는 제어봉 인출 사고 둥을 포함하는 HTR-10 원자로의 실 

험과 관련된 실험 대 코드간 벤치마크 분석 

6. 3축 가스 터빈 출력 변환 시스템의 미세 모텔인 PBMM에 대한 실험 대 코드간 

벤치마크 분석 

이중 우리나라는 GT-ι1l-IR， PBMR, Pebble Box 퉁 노물리 벤치마크 분석과 HTR-10, 

PBMM 퉁 열유채 벤치마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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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uclear Benchmark Problems 

(1) GT-MHR 벤치마크 문제 

KAERI는 2단계 해석 절차에 기초한 HELIOS/ MASTER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lAEA 

CRP-5 벤치마크 문제 중 러시아의 OKBM사에서 제안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장전한 

600MWth급 블록형 고온 가스로인 GT-MHR에 관한 벤치마크 문제를 풀었다‘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한 표준 해는 몬테카를로 코드인 MCNP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표준 해 

와 비교한 결과/ 이 문제가 플루토늄 연료만 장전한 이려운 벤치마크 문제엄에도 불구하 

고， 2단계 해석 절차에 기초한 HELIOS/MASTER 해석 체계의 성능이 대체로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계산 결과는 본 보고서 [3.3.2.7t]에 수록되어 있다 

향후 연구소는 이 해석 체계를 블록형 고온 가스로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 연 

구소와 이 문제를 푼 프랑스 CEA사와 러시아 OKBM의 결과는 곧 발간될 TECDOC에 수 

록된다. 

(2) PBMR 벤치마크 문제 

원래 이 벤치마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PBMR의 평형 노심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문제 제안자인 남아공의 PBMR사의 설계코드인 VSOP에 맞게 정의 

되어 있고(예를 들연，F1 노심 문제의 경우 VSOP에 내장된 이중 비균질성 보정을 사용하 

는 것을 전제로 한 균질화된 문제이다) 또 우리의 설계 코드인 CAPP이 개발 초기여서 

모든 문제를 다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HELIOS/CAPP을 이용하여 F1 노심을 변형한 완 

전 균질화된 노심 문제를 풀었다 비교를 위한 표준 해는 Monte Carlo 방법올 이용하여 

구하였다 CAPP의 해는 MC 해와 잘 일치하였다. 자세한 계산 결과는 본 보고서 [3.3.2 

나]에 수록되어 있다 

(3) Pebble Box 벤치 마크 문제 

남아공 PBMR사가 제안한 이 벤치마크는 이중 비균질성과 반사체/핵연료 상호 작용 

둥을 알아보기 위하여 1 m3의 정육면체 박스에 a) 균질화된 연료， b) TRISO를 Pebble에 

균질화한 단중 비균질 Pebble 연료， 혹은 c) TRJSO까지 들어 있는 이중 비균질 Pebble 연 

료 동으로 차있고 박스 바깥에는 a) 그냥 빈 공간이거나， b) 이런 박스가 무한이 쌓이거 

나， 혹은 c) 1 m 두께의 반사체로 쌓인 경우 뭉 다양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는 HELIOS/CAPP올 이용하여 2단계 철차로 모든 문제를 풀었다. 비교를 위한 표준 해는 

MC 해인데 우리가 구한 MC 해는 특히 이 문제를 제안한 PBMR사로부터 엄밀성을 인정 

받아 발간될 TECDOC에서도 표준해로 사용될 것이다 HELIOS/CAPP 결과는 MC 해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와 비교하여도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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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본 보고서 [3.3.2 나]에 수록되어 있다 

나 Thermo-Fluid Benchmak Problems 

(1) HTR-10 정상상태 온도 분포 

KAERI는 HTR-10 [Zongxin Wu, 2002] 원자로 정상상태 초기노심 온도 분포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HTR-lO은 중국 원자력 기술연구소(INET，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이 셜계， 건설 및 운전하고 있는 페블 배드형 고온 헬륨 가스-냉각 원 

자로이다， 정상상태 초기노심 10 MWth 전출력은 2003년 1월에 출구온도 700' C, 입구 온 

도 250。ζ 유량 4.32 kgjs 및 압력 3 MPa 인 조건에서 운전되었다 IAEA CRP5 검중 계 

산 문제 [IAEA， 2001]는 이러한 운전 조건에서 측정된 원자로 용기 내부 고체부분의 용도 

자료를 제시하였다. KAERI는 초고온가스로 열유체 계통 및 안전해석용 코드인 GAMMA 

(GAs Multicomponent Mixture Analysis) 코드[Hong Sik Lim, 2006]를 사용하여 검증 계 

산올 수행하였다 계통 모델/ 해석 방법 및 코드 계산 결과의 시험 측정 자료 비교 퉁 상 

세한 내용은 2006년 11월 IAEA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전지수， 2006.11]에 기술되어 있고 

주요 계산 결과는 본 보고서 제 3장 3절 5항에 요약하였다. 

(2) PBMM Benchmark Problem 

PBMM는 질소를 작동유체로 이용하여 세 축 출력변환시스탱의 동적 거통현상을 모사 

하기 위한 출력변환기기 모델 중의 하나이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질소 가스는 단지 루프 

의 에너지 전달체로서 전력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폐루프 내에서 움직인다. 또한 

가장 큰 특정으로 단상 원심 컴프레셔와 터빈을 사용하여 한 쌍의 고압， 저압 컴프레셔와 

터빈/ 출력 터빈과 제너레이터로 구성되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냉각기， 예 

비냉각기， 복수기 퉁의 열교환기가 존재하여 폐루프를 이루는 브레이튼 직접 싸이클을 가 

진다. PBMM 시스탱을 이용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해석코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Be마lcmark 문제가 IAEA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고온가스로 계통 

성농 및 안전해석올 위해 개발된 MARS-GCR 코드를 적용하여 PBMM 벤치마크 문제를 

수행하였다‘ PBMM 벤치마크 문제는 정상상태와 질량유업과도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 

저 정상상태에서의 시스댐의 동적 거통을 계산하고/ 질소 유입의 과도 사고 모사로 측정 

된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정상상태 비교 결과， 온도 및 압력에 대한 계산값과 실험 

측정값과의 편차는 2.52-2.59 % 정도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나 질량유입사 
고에 대한 동적 거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3. 3.4 라 절에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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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ECDjNEA 

가 PBMR Coupled Code Benchmarks 

PBMR의 설계나 해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결정론적 노물리/ 열수력 및 사고 해석 전 

산 코드들은 다른 원자로 기술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디 따라서 PBMR의 설계와 안전 해 

석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사용하고 있는 HTGR 방법론을 시험할 뽑만 아니라 노몰리 및 
열수력 현상올 해석하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산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동연구의 목표는 새 방법론의 개발파 함께 전산 코드 안에 사용할 새 방법론을 겁 

중하기 위하여 적절히 벤치마크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공동연구의 정식 명칭은 "PBMR-400 노심 셜계에 대한 OECDjNEAjNSC PBMR 

원자로 몰려/ 열수력 연관 천이 벤치마크 문제(OECDjNEAjNSC PBMR Coupled 

NeutronicsjThermal Hydraulics Transient Benchmark of the PBMR-4α) Core Design)" 

이다. 이 벤치마크는 먼저 진행되었다가 2005년에 종결된 남아공 PBMR사/ 미국 PSU 

(Penn State University), 및 네럴란드 NRG가 참여한 268MW PBMR 벤치마크 문제의 후 

속 연구이다. PBMR 400MW 노심 설계는 IAEA CRP-5 국제 공동연구에서도 검중하고 있 

다. 하지만 IAEA 연구와는 문제의 정의와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OECD 벤 

치마크는 정상 상태 뿐만 아니라 IAEA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반옹도 유입 사고를 포 

항한 사고 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벤치마크는 서로 다른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불확실성올 제거하기 위해 같은 단연적 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참여 

기관들이 문제를 모텔링할 때 근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노심 

셜계를 단순화하였다. 

이 국제 공동 연구는 다차원 수치 검중 문제를 통하여 같은 단면적이 주어졌올 때 정 

상 상태나 사고 시에 노심의 노몰리 및 열수력 해석올 하는 방법론파 전산 코드를 비교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PBMR 설계를 위한 노물리/열수력 연관 코드들의 표준 

검중 문제를 확립하고 공동 단연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검중에 필수적인 코드틀 끼리 

비교를 하며 사고와 그 진행에 대한 상세한 이해 획득 및 여러 가지 방법들의 근사나 제 

한점 풍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학술지 특별 호 혹은 학회에서 특별 세션을 조직하는 것 

이다 

2006년에 시작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올 비롯하여， 남아공， 미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둥이 참여하고 있다. 착수 후 1 년이 지난 현재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참여 기관들이 정 

상 상태 문제에 대한 노물리와 열수력 결과를 제출한 상태이다 향후 사고 천이 문제를 

풀고 나연 국제 공동 연구의 최종 보고서에 기술될 기술적 주제들은 PBMR 검증 문제의 

정의， 정상상태 문제 정의， 사고 시 문제 정의， 단면적의 조정과 제출 결과의 형태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 참여 기관이 사용한 코드와 방법론 정보， 결과에 대한 토의 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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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연구개발 목표 드~Á게 c;:: q I 
i르 = --'- :><::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의 연구개발 목표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를 표 4.1.1.1과 4.1.1 .2에 각 

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단계 1차년도 연구이므로t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는 1단계 연구 

종료시정인 2008년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 

발된 초고온가스로의 셜계 평가기술， 안전성 입중기술 및 셜계해석코드는 국제경쟁력 있 

는 고유기술로 개발 중에 있으며r 향후 원자력수소 실중사업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이 

다. 연구수행 단계에서 신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이를 완수 

하는 퉁 연구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족기술 확보를 위하여， Gen-rv, 한미， 한일/ 한중 

둥 다자 혹은 양자간 국제기술협력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우수 

성 및 창의성은 Gen-IV, 미국， 일본 퉁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차세대 초 

고온가스로인 NGNP 예비계념설계사업에 우리 개발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입중하였다. 종 

합적으로I 본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기술의 국내 외적 기반올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초고온가스로 평가기술 개발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중 

。초고온가스로 평가기술 개발 

- 9500 C 운전조건의 노심특성 평가기술 
- 냉각 압력용기 적용성 명가기술 
- Compact 열교환기 성능 평가기술 
-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펑가기술 
-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제통 평가기술 
- 위험도/성능정보 병가기술 

- 고온구조건전성 명가기술 

。안전성입중 평가기술 개발 
단계 목표및 - 주요 사고 안전성 평가 
세부 연구목표 - RCCS 성능 평가기술 

。설계해석코드 개발 
- High-Level PIRT 
- 핵설계코드 
- 열유체전산유체해석코드 (LILAC-GCR) 
-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MARS-GCR) 
-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C AMMA) 
- FP jDustjTritium 수송해석코드 (MIDAS-GCR) 
- 흑연적충구조블 내진해석벙법론 분석 
수소폭발 해석모텔 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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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 당해 연도 연구개발 주요실적 및 목표달성도 

가중치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비고 
(%) 

(%) 

- 노십춤력분포 개선안 도출 및 예비펑가 
환형핵연료， 축방향 shuffling, 12 row - GA 공동연구 
블럭 등에 대한 핵척， 열유채 성능평가 

Task 1 
- 엇갈립 블럭， 상부 gap 덮개 퉁 노심유통 - 추가역무 

9500C 운전조건의 
분포 개선안 도출 

12 150 
200MW 

- 노싱우회유량 실험장치 상새성계 (~탁) 후보노심 
노심특성 명가기술 

- 200MWIh 실증로 후보노심 개녕성계 개념셜계 및 

PBR 및 PMR 각 2개씩 후보노심 선정 핵설계/열유 

핵성계 명가 부반용도 요건 만족 체 예비명가 

옐유쳐1 명가 최대 운전온도 요건 만족 

- 입구플레념， 상숭판， 상부플레넙 퉁 혹연구 - GA 공동연구 
Task 2 조물 내부유로 개선안 도출 지연으로， 

냉각 압력용기 혹연구죠물 내부유로 전산유세 오텔랭 및 7 95 자체 개선안 

걱용성 명가기술 유동분포 예비명가 도출 및 
- 혹연구조물 단열성능 예비평가 예비명가 완료 

- 주기조건올 이용한 Unit Cell 모앨령 방법 

Task 3. 
개발 및 검중 

- 열진대 옐유체 
Compact 열교환기 

Unit Cell 모델링 망법을 이용한 PCHX 
5 100 성놓 명가기술 

빛 PFHX의 열유체 성능평가 
성능 명가기술 

- GAMMA 코드홀 이용한 PCHX Macr。 모 
개발완료 

렐링 및 예비해석 

Task 4 
- HyPEP 코드 원자로 및 수소계통 기본방 

원자력수소계흥 
정식 개선 

3 100 
Layout 평가기술 

- HyPEP 코드 GUI 유연성 모웰링 
- HyPEP 코드 알파버천 개발 

- 중간루프 냉각재 모텔 
Task 5 FLlBE, FLl NABE 용융염 냉각재뜩성 생 

수소생산연계 산프로그램 MS-Prop 개 발 
4 90 - 용융염 복성 

중간루프게통 . MARS-GCR 묘드 개 선 입수 지연 
평가기술 - 중간루프 열교환기 모텔 

. 열교환기 예비 모탤링 및 평가 

- 고유 안전계통 신뢰도 명가기술 개\\1" 
. VHTR 리스크 평가용 신뢰도 DB 구축 

Task 6. (GA, 독임 DB 입수) 
- GA 2j. 신규 

위협도/성능정보 ‘ 피동 안전계통 신뢰도 평가기술 개딴 7 100 
평가기술 리스크 평가톨 위한 사고종결조건 정의 

공동연구 추진 

사고종결조건파 소외 리스크 영향 연계 

- 수소폭딸 영향 멍가기술 개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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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7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Task 8. 
주요 사고 안전성 

명가 

Task 9. 
RCC:S 성놓 
평가기술 

Task 10 
PIRT 

Task 11 
핵설계코드 

(LTBERTE, 
MASTER-GCR, 

CAP꺼 

- ASME, RCC-Mlζ BDS/DDS, R5 둥 고온 
구조설계 Codification 세계 분석 및 적용 
성 평가 

- ASME Sec.ru Code case N -499-1 명가프 
로그램 개발 

- 창조 왼자력수소계용 오댈링 
참조 GT-MHR, PBMR 모텔링 개선 
정상상태 민갑도 분석: 입구온도/ 압력， 

울/공기 RCC:S 
- 제한사고해석: HPCC, LPCC/공기유입 
민감도 분석: 입구온도 압력 

- 200MWth 실중로 후보노심 모웰링 및 예 
비안전성 명가 

정상상태 노심 온도분포 
’ J-I PCC, LPCC 사-고해석 

- 신개 념 노심 안전성 분석 Bund le Core, 
Deep-Burn 

- 물 및 공기 냉각 RCC:S 셜계/ 설계요건 비 
교 검토 

공기냉각 RCC:S 2차원 CFD 모델링 및 예 
비해석 수행 

고유 RC<경 설계개녕 도출 

- High-Level PIRT 
참조 GT-MHR, PBMR HPCC, LPCC, 
LC 사고 PIRT 개선 

Gen-IV PIRT Workshop 개 최 
Gcn-IV PIRT Work Package 작성 

- 핵반용단면적 Library 특성 조사 
L1BERTE 190군 Library, 기하처 리 모탤 

Double Heterogeneity 모델링 기법， 

RPT 개발 및 척 용 
- MASTER-GCR 코드 (블록형) 
온도계산 모률 및 장전모형 모둡 개발 

‘ MARS 예 비 CoupUng 
- CAPP 코드 (페블형) 

‘ FDM 모률 개발 완료 
MARS 예 비 Coupling 

- OR IGEN/DORT 연계， 용괴연 계산 
- 검증 IAEA GT-M HR, Pebble Box, 
PBM Iζ 。ECD MARS-MASTER Coupled 
Code 정상싱 태， MARS-CAPP Couplec\ 

Codc 정상상태 
- 페섣노심 해석모틀 개발 및 MCNP 모텔 

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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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 

10 150 

4 110 

3 80 

10 130 

- 추가역우: 
200MW 
실중로 

후보노심 

안전해석 
- 추가역무: 
신개념 노십 

안전성 분석 

- 고유 RCC:S 
설계개념 도출 

- 실종로 PJRT 

생산 지연 
실증로 설계 

미확정 

- 추가역무’ 
CAPP 
떼블노싱 

코드추가 개발 
및 MARS 
예비 coupling 



-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및 검중 
- CFX 코드와 입력 연계 

Task 12 
- 입릭 데 이터 구조 변경 및 자료변환 효 

열유체전산유치l해석 
로그햄 개발 

5 100 
코드 (L1 LAC) 

- 검중 2차원 Backward-Facing Step 난류/ 
충류 유동， 3차원 Backward-Facing Step 
총류 유통， 2-D Pipe Expansion 닌 류 열 
전달， 북사열진달， CFX 연계모렐 동 

- 열유채모댈 개선 
접혹열전달 및 페블노심 압력강하 모델 

Task 13 
단순 다차원열전도 모델 및 상세 

- 추가역무: 
계통 

GAMMA 모델 연계방안 도출 
정상상태 

성놓/안전해석코드 
Turbine, Circulator 모델 개선 7 110 

국부온도 

(MARS-GCR) 
- 경중: IAEA PBMM, OECD Coupled 

통합해석 체계 
Code 정상상태 해석 

- 정상상태 국부온도 통합해석 체계 개발 
(MAR~ιMASTER-ULAC) 

열유체모헬 개선 

- 접촉열전도 모델윷 포함한 다차원 - 추가역무‘ 
Task 14 열전도모렐 코드개산 

공기유입사고해석코 . 흑연-공기반용 및 분자확산 모옐 7 110 용이생 확보를 

드 (GAMMA) . 코드 구조개선: C++ Upgrade 위한코드 
- 검중 lAEA HTR-I0 정상상태， 2-D Back- 구조개선 

facing 유통， JAEA 혹연반용 실험 

- FP 수송모텔 개선 
정상상태 모델 개선사항 도불 He 환경， - 추가억무· 

Task 15 용피/ plate-out, 고온재료 확산 동 GA9} 
FP jDustjTritium 검중 5 11 0 

TRITG。 코드 

수송해석코드 JAERl P05, OGL-l 예 비 해 석 공동연구 착수 
(MIDAS) - 삼중수소 해석 (2차년도 연구 

. GA TRITGO 코드 입수 및 예 비해석 선착수) 
VHTR 적용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선행 고온가스로 내진해석 방법론 

Task 16. ‘ 혹연구조활 내진해석 규갱/법규 검토 

흑연직총구조왈 
‘ 참조원전 내진해석 방법롤 조사 

- GA와 신규 
내진해석망법론 

. ASME CE 코드 기술현황 및 개선동향 4 100 
공동연구 추진 

분석 
‘ 상용코드 적용성 검토 및 예비해석 
. 떼용노싱 내진특성 검토 

- 혹연블럭 불리적 성질 및 거동 특성 

추가역우: 

TasJ.. 17 - 수소폭받 안전거리 법규 조사 및 분석 수소폭만해석 

수소폭딴 해식모델 
- 단순 해식모댐(fNT， MEM) 검토 맞 아륜 

3 100 
의 중요성이 

새‘J} 
이용한 안전거리 평가모텔 검토 부각됨에 따라 

- 수소혹안 해석코드 개발방향 수립 4차년도 연구 

신 착수 

총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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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기술적 측면에서l 본 파제를 통하여 개발된 핵심 설계개념/ 평가기술 및 설계코드는 수 

소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실증로 설계， 건설 

및 실중사업의 초고온가스로의 설계y 건설 및 운전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또한， 초고온가 

스로의 안전성 입충 기술은 원자력수소사업의 인.허가 뿐만 아니라 대 국민 신뢰도 향상 

에 활용될 것이다. 특히， 당해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초고온가스로의 노심비교평가 

결과와 200MWth 실중로의 핵적， 열유체적， 안전성 명가결과를 미국의 초고온가스로인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수출함으로써， 향후 우리 개발기술의 해외수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국 GA사는 우리기술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블록형 고온가스 

로를 이용한 GNEP Deep-burn 사업과 고용가스연구로인 HT3R 개념설계 사업에 본 과제 
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동 향후 연구 

개발 결과의 지속적인 기술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실중로 설계， 건설 및 실중사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상용화를 통한 2030년대 수소경제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 

였다. 최신기술에 근간한 우리개발 고유 설계기술의 국제경쟁력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 탈피 및 나아 

가서는 기술수출과 국가 기술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국 

내 산 학.연에 대한 원자력수소 설영회， 산업체의 원자력수소 관련 자체과제 지원， 학계의 

위탁연구 동을 통한 기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동 infra 구축은/ 수소경제에 대비한 국가 

원자력수소 실중로 설계l 건설 및 실중사업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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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과학기술정보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과학기술 정보는 크게 Gen-IV 공동연구， 중국 INET와의 

NHJRC, 미국 GA사와의 NHJOζ 미국 ANL， INL과의 I-NERI 공동연구 동 양자 및 다자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와 국제회의 참석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입수 

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대외 공개가능 자료와 비공개 자료로 구분되 

며， 모든 기술정보는 원자력수소연구회 (http:j jhyruogen.re.kr)에 풍재하였다 정보 열랍 

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소연구회에 가입함으로써 공개 퉁급에 따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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