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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뾰순l 
2 연구결과 (계속) 

- 위험도/성능정보 평가를 위한 신뢰도 DB 구축 및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모델 
시법적용 

• Gen-IV 통합 PIRT WP 작성 
- 블록형 노심 고유핵설계코드 MASTER-GCR 원형개발 및 검증 
페블형 노심 고유핵설계코드 CAPP 코드 주요 모률 통합 

-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개발 (MARS-GCR) 
MARS-GCRjMASTER-GCRjCFD 및 MARS-GCRjCAPP과 연계해석체계 구축 및 
검증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GAMMA+) 주요 모률 개발 및 검증 

- FPjDustjT 수송코드 (M1DAS-GCR): FP 중착 및 뭉괴 모델 개 발 및 검증 
- 수소폭발 안전거리 단순 평가모델 개발 
- 단순/ 적충 혹연구조물 내진해석 ABAQUS 모텔 개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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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1. 목표 

• 초고온가스로 평가기술 개발 

안전성입증 평가기술 개발 

•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2.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Gen-IV의 주요선진국은 수소경제 진입을 위하여/ 대규모의 원자 

력수소생산 기술개발에 착수 

경제적인 원자력수소 생산에는 원자로 출구온도 950 'C 의 초고온 

가스로 및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연계계통의 개발이 필요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계통은 세계적으로 적용 

된 바가 없으므로， 신개념의 설계개발과 안전성입증을 위한 기술 

의 개발이 필요 

나 경제 산업적 측면 

•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대규모의 경제적인 수소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2020년대 수소경제 진입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국가에 의존하는 석유수급의 불안정 

성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경제 안정 및 에너지 안보 확보 

원자력수소계통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 

다 사회·문화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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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분해하는 원자력수소생산은 추가적 인 온실가스 방출 및 부수 

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수소생산 방법이며/ 경제적이고 청정에 

너지원인 수소생산기반 구축으로 국가 환경보호 및 국민복지 증진 

원자력은 준 국산에너지원으로y 기술주도형 원자력수소생산으로 국 

가 에너지 자립과 안보에 기여 

IIl.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1) 9500 C 출구온도 200MW납1급 실증로 노심 개 념 

(2)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3)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개발 

(4)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5) 고온구조건전성 평가기술 

나 안전성입증 평가기술 개발 

(1)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기술 

(2) 초고온가스로 리스크/성능 평가기술 

다 설계해석코드 개발 

(1) PIRT 

(2) 핵설계코드 (MASTER-GCR, CAPP) 

(3) 계통 성농/안전해석코드 개발 (MARS-GCR) 

(4)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GAMMA+) 

(5) FP /Dust/T 수송코드 (MIDAS-GCR) 

(6) 전산유체해석모델 검증 

(7) 수소폭발해석모델 개발 

(8) 흑연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IV 연구개발결과 

가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1) 9500 C 출구온도 200MWth급 실증로 노심 개 념 

• 노심 및 열유체 예비개념설계 

II -



• 붕괴열/조사량 분석 

GA/PBMR 독립검토 

(2)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 내부유로 및 단열/외부공기 냉각 열유체 모델 및 평가 
• RCCS 열유체 모델 및 평가 

(3)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개발 

• 예비 Layout 평가 및 수소생산 효율 평가 

• HyPEP 물질객체화， RELAP5 연계， Brayton/Rankine Cycle 

(4)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중간루프 MARS 모텔 링 

• 중간루프 열유체 성능평가 

(5) 고온구조건전성 평가기술 

• Mod 9Cr-lMo 용접부 잔류웅력 평가 

고온 크립 변형율 평가방법 분석 

나. 안전성업중 평가기술 개발 

(1)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기술 

LPCC/HPCζ ATWS, 물유입사고/ 수소측 사고 예비 안전성 평가 

(2) 초고온가스로 리 스크/성 능 평 가기술 

• PSA용 RDB 구축 및 검중 

피통계통 신뢰도평가방법 개발 및 시범적용 

• 신형로 기술중립체계 적용성 검토 

다.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1) PIRT 

• Gen-IV 통합 PIRT WP 작성 

(2) 핵설계코드 (MASTER-GCR, CAP꺼 

최 신 ENDF-B-VI-R8 VHTR 핵 자료 Library 생 산 

블록형 노심용 MASTER-GCR 원형개발 

• 페블형 노심용 CAPP 코드 주요 모률 통합 
• Gen-IV, IAEA, OECD 검 중 

(3)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개발 (MARS-GCR) 

• MASTER-GCR/CFD 및 CAPP과 연계해석체계 구축 및 검증 

• 노심우회유로 모델링 및 영향 분석 

• HX 열전달/압력강하， N2-He 혼합기체 물성치 모률 개발 

(4)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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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점 동특성， Xe 붕괴모텔 

• 물-혹연 수소화 반웅모텔 

2-D 열전도 및 혼합대류 열전달 모델 

제어/기기 모델 개발 및 검증 

(5) FP /Dust/T 수송코드 (MIDAS-GCR) 

• FP 중착 및 용괴 모델 개발 및 검중 
• TRITGO를 이용한 수소수송 해 석 

JAEA OGL-l 실험 모의 

(6) 전산유체해석모텔 검증 

노심유동분포 CFD 모델 개발 및 적용 

• CEA 자연순환 및 페블노심 압력강하 검중 

• 하부 플래넘 (Utah대 실험) 검증 

우회유량OAEA 실험) 검증 

(7) 수소폭발해석모델 개발 

• CFD, Multi-Energy 볍 및 TNT 퉁가법 평 가 

수소폭발 안전거리 기준 분석 및 단순 평가모델 개발 

CFD 수소확산 모텔 개발 및 확산 예비해석 

(8) 흑연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지 진하중 전달경로 및 응답특성 조사 

단순， 적충 흑연구조물 내진해석 ABAQUS 모델링 

v. 연구개발젤과의 환용 껴l 확 

가 기술적 측면 

• Gen-IV 공동연구를 통하여 관련 실험/운전자료를 확보하여， 고유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중에 활용 

• 국제경쟁력있는 초고온가스로의 고유 설계해석 코드 및 설계기술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수소기술의 해외의존도 탈피 및 해외수출에 

기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설계개념 및 평가기술 개발을 통하여/ 원자 

력수소 설계， 건설， 실중올 위한 핵심기술 확보 

나 경제 ·산업적 측면 

• 대용량， 고효율의 원자력수소생산기술 확보를 통하여 수소경제 조기 

진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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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국산에너지인 원자력수소 구현으로 에너지안보 강화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보장 

원자력수소생산 시 석유수입 절감 및 CO2 방출감소로 타 산업분야 

에서 용실가스 방출 여지 확보 가능하며， 저렴한 수소연료 공급으로 

자동차l 연료전지의 내수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다 활용방안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 

및 계통의 설계개념은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원자력수소 실 

중사업의 창조 계통설계로 활용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설계해석코드 및 설계평가 기술은 산업 

체에 이전되어 초고온가스로 연구에 활용 

v 



SUMMARY 

L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VHTR Design Technology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cct 

1. Objectives 

• Development of VHTR system evalu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safety evaluation method 

• Development of design analysis codes 

2. Importance 

A. Technic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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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hydrogen for the early entrance into the hy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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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l and the interfacing 

system to the hydrogen production system sho비d be 

developed 

•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using the VHTR has never 

been demonsσated.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key 

technologi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new design 

concepts and their safety. 

B. Economic and Indus trial Aspects 

• Massive and efficient production and supply of hydrogen using 

the VHTR will realizc the entrγ into hydrogen economy in the 

20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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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economy and energy security will be stabilized by 

reducing the demand on oil that is irnported mainly from the 

geopolitically unstable middle- east countrics. 

• National econorny will be vitaliz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s. 

C. Social and Cultural Aspect 

• Economic and clea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by water 

splitting is C02- emission free. It is an environmentally- friend 

method to produce hydrogen and will cstablish the bases for 

protecting the nation ’s environrnent and enhancing the public 

welfare. 

• Nuclcar cnergy technology is self- reliant and tcchnology- driven 

so that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will contribute to 

national cnergy localization and security. 

m. Scopes and Contcnts of the Project 

1. Developrnent of VHTR system evaluation tcchnology 

(1) Core Concepts for 200MWth nuclear hydrogen systern with core 

exit temperature of 950oC. 

(2) Application of cooled- vesse l. 

(3) Nuclear hydrogcn system layout. 

(4) Intermediate loop pcrformance. 

(5) High ternperaturc structural integrity 

2. Developrnent of safety evaluation method ‘ 

(1) Safety evaluation of rnajor accidcnts. 

(2) Risk- Informed/Perforrnance- based mcthod 

3. Development of design analysis codes 

(1) PIRT. 

(2) Nuclear design code, MASTER- GCR and C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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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ystem performance/safety analysis code, MARS- GCR. 

(4) Air - ingress accident analysis code, GMαIIA + . 

(5) Fission product/tritium analysis code, MIDAS-GCR 

(6) Application of commercial CFD analysis code. 

(7) Hydrogen explosion models 

(8) Graphite structure seismic analysis method. 

IV Results of tbe Projcct 

1. Development of VHTR system evaluation technology 

(1) Core Concepts for 200MWth nuclear hydrogen system with core 

exit temperature of 9500 C 

• Preconceptual design for candidate core concepts. 

• Decay heat and fast neutron fluence analysis. 

• GA/PBMR independent review of KAERl designs. 

(2) Application of cooled- vessel 

• CFD modeling and analysis of graphite intemal f10w paths and 

adiabatic/ air- cooled vesse l. 

• CFD modeling and analysis of RCCS. 

(3) Nuclear hydrogen system layout : 

• Preliminary system layout and its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 
• Enhancement of HyPEP capabilities. 

(4) Intermediate loop performance : 

MARS modeling and performane analysis of intermediate loop. 

(5)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ty ‘ 

• Residual Stress analysis of Mod 9Cr-lMo welding part 

•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creep deformation analysis 

methods. 

2. Developmcnt of safety evaluation method 

(1) Safety evaluation of major accidents 

Preliminary safety analyses of LPCC/HPCC, ATWS, Water 

ingress, and hydrogen-side accidents. 

(2) RislιIperformance-informed method 

•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Reliability data base for the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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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developmcnt and its test application to the passive 

system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 Applicability investigation of technology-neutral regulation for Úle 

advanced reactors. 

3. Development of design analysis codes 

(l) PIRT : 

• Gen-IV VHTR PIRT Work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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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eration of ENDF-B-VI-R8 VHTR Cross-section Library. 

• Development of prototype MASTER-GCR for prismatic core. 

• Integration of m매or CAPP modules for pebble-bed core. 

• Code V&V against Gen-IV, IAEA, OECD benchmarks. 

(3) System performance/safety analysis code, MARS- GCR : 

• Development of Mars-GCRjMASTER-GCRjCFD and MARS-GCRj 

CAPP coupled code systems. 

• Modeling and an려ysis of core bypass. 

• Development of HX heat transferjpressure drop and N2-He 

mixture property modules. 

(4) Air- ingress accident analysis code, GAMMA + 

• Development of point core-kinetics and Xe decay modules. 

Development of water-graphite chemical reaction module. 

Development of 2-D conduction and mixed convection heat 

transfer modules 

Development of controlj component modules 

(5) Fission productltritium analysis code, MIDAS- GCR 

• Development of FP plateout and decay mode l. 

Tritium transport an외ysis using TRITGO. 

• Simulation of JAEA OGL-l experimen t. 

(6) Application of commercial CFD analys is code 

• Development of core fluid distribution CFD modeling 

• Verification of CFD model against CEA natural circulation, 
pebble-bed pressure drop, low-plenum (Utah University), and 

bypass flowOAEA) experiments 

(7) Hydrogen explosion models 

• Survey and rcview of CFD and simple analysis models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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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 Developmcnt of s imple safety distance evaluation model ‘ 

(8) Graphite structure seismic analysis method 

Survey of earthquake load transfer path and response 

characteristics. 

ABAQUS seismic modeling of single or multi-Iayered graphite 

structure. 

V. Proposal fOT Applications 

1. Technical Aspect 

• The experimental or operational data which are obtained from the 

Gen-IV intemational collaboration can be used in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key VHTR designjanalysis codes. 

• The key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VHTR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pr이ect will reduce the foreign dependency of the 

nuclear hydrogen teclmology and promote the exports of the 

related technologie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the key design technologies 

in the design , construction and demonstration of nuc1ear hydrogen 

systcm. lt is expccted that the development of key design 

technologies will be completed by the early 2010' s when the 

demonstration project will be ready to start. 

2. Economic and lndustrial Aspects 

• The large scale and high efficiently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to be developed in this pr이ect makes it possible to 

enter early into the hydrogen economy era. 

• Realization of the nuclear hydrogen era wiU surpport the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sustainable economy growth 

• The C02-free nuclear hydrogen wi l1 provide other industries with 

increase margins of releasing the greenhouse-effect gases. 

• The cheap nuclear hydrogen supply will expand the hydrogen 

automobile and fuel cel1 markets 

3. Futu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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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re and system design concepts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be used as the reference designs for the nu cJ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이ect which will be launched 

in the early 2010 ’s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used not only in the 

licensing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 but also in enhancing 

the public acceptance. 

• The VHTR design/analysis computer codes developed in this 

project wi ll be transferred to the industrial sectors to promote 

their VHTR research activities 

- X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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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l 최종 목표 

연구의 최종목표는 대량의 효율적 수소생산에 적합한 고온의 열을 공급할 수 있 

는 초고온가스로를 포합한 수소생산 실증계통의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수소 실증계통의 기기 및 계통의 명가기술을 개발 

하고 실중계통 설계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한다 

2. 단계 목표 

본 연구는 1단계 연구의 2‘3차년도 연구로서 고효율 수소생산올 위한 950"(; 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의 노심특성， 압력용기y 중간열교환기 둥 기기 및 

계통의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초고온가스로의 고유 안전성을 입중하기 위한 평가기 

술을 개발한다 또한， 초고용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 연계계통의 설계에 요구되는 

고유 핵심 설계해석 전산코드의 원형을 개발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수소경제 시대의 요구 수소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이며 대용량의 수 

소생산이 가놓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고용 전기분해 또는 

열화학적 직접 물분해 수소생산 방법이 적합하며/ 특히l 초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고온의 열올 이용한 수소생산이 가장 현실적인 수소생산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초고옹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세대 원자로 국제협력 기구(Generation-IV 

lnternational Forum) 동 다자 혹은 양자 간 기술협력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원자로의 출구온도가 9500C인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 연계 계통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계통은 세계 

적으로 적용된 바가 없으므로， 신개념의 설계개발과 안전성업충을 위한 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l 



2 경제 산업적 측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주도형 에너지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조기진입을 천명하고 2005년을 수소경제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초고온 

가스로를 이용한 대규모의 경제적인 수소생산올 실중하면 2020년대 수소경제 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I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일차에너지의 97%를 수입하였 

으며， 이중 53%가 석유이다 석유는 고갈이 예정된 화석 연료로서 작년 한때 배럴 

당 가격이 150불을 육박하는 데서 보는 것처럼 향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숭할 것 

이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로 석유를 대체함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수소경제는 화석 연료 고갈과 지구기후 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하여 수소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비화석 

연료와 물의 직접분해에 의한 수소생산이 가장 바랑직하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물 

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은 추가적인 온실가스 방출 및 부수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수소생산 방법으로 지구 환경보호 및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또，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의 75%를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 

고 있으므로/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다. 이렇게 중동국가 

에 의존하는 석유수급의 불안정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에 펼요한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연구 벙위는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안전성 

입증 평가기술 개발r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퉁 세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먼저/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1) 노심 핵적 및 열유체적 해 

석을 포함하는 9500 C 출구온도 실증로 노심개념 개발， 2) 내부유로 열유체 해석과 

RCCS 열유체 평가를 포함하는 냉각 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3) 원자력수소계통 

예비 Layout 평가를 포함하는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4) 중간루프 순환 

기모델 및 중간루프계통 성능 평가를 포함하는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 

술， 5) 크리프 해석방법론 평가를 포함하는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동을 개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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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성입증 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1) ATWS, 물유입사고r 저압냉각사고/ 

고압냉각사고 퉁의 예비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는 주요 사고 안전성 평가 기술과 2) 

초고온가스로 PSA용 RDB 구축r 피동계통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l 신형로 기술중립 

체계 적용성 검토 동을 포항하는 초고온가스로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분야에서는 1) 경수로 노심 설계코드인 

MASTER를 수정하여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해석 코드인 MASTER-GCR, 2) 연 

속 연료 재장전， 유동 연료 동 페블 노심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형 페블형 초고온 

가스로 노심해석 코드인 CAPP, 3) 초고온가스로 계통의 성능 및 안전성을 해석하 

는 코드인 MAR~ιGCIζ 4) 계통의 거동뿐만 아니라 흑연-공기/ 흑연-물 반웅 둥을 

해석할 수 있는 공기유입사고 해석 코드인 GAMMA, 5) 핵분열 생성플/ 삼중수소， 

흑연 먼지 풍의 계통 내 수송을 해석하는 코드인 MIDAS-GCR 풍을 개발하고 6) 수 

소폭발을 고려한 원자로와 수소생산 계통의 안전 이격 거리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 

한 수소폭발해석 모텔， 끼 지진하중 전달경로 및 웅답분석 특성 분석과 단순 적충블 

럭 지진해석방법론 개발을 포항하는 흑연구조물 내진해석 방법론 동을 개발하며 8) 

전산유체해석모델의 초고온가스로 해석에의 적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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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 술 개 발 현 황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웅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청정에 

너지로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시대가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을 수소경제시대 원년으로 선언하고， 2005년 원 

자력수소생산을 포함한 수소경제 국가 비전을 발표하였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 

획 (2007-2011)에서 원자력이용 수소에너지 대 량 생산 시스탱 개발 추진계획올 수립 

하였으며 2008년 12월 22일 제 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원자력을 이용 

한 대량 수소생산 실중올 완료하는 국가 장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의 중간 

목표인 2017년까지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부홍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2005년 2년간 원자력수 

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과제의 예비 개념설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페블 및 블록형 노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00MWth 급 실중로의 노십， 계통 

및 안전성 분석을 위한 예비개념모텔을 개발하였다 2006년 원자력수소사업의 재기 

획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심기술의 개발을 전당하고， 원자력수소생산 계 

통의 설계r 건설， 실증은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토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 단계 

동안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탱의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초고온가스 

로의 계통 핵심평가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설계해석코드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원 

자력수소 실중계통의 개념설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였다 

초고온가스로의 계통 핵심평가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9500 C 출구옹도를 갖는 

200MWth 실증로의 노심개념과 고온재료 대신 경수로용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냉각 

압력용기 개념을 개발하고 이들 개념의 핵적 및 열유체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안 

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고압전도냉각(HPCC)， 저압전도냉각(LPC디/ 

ATWS, 물유입y 수소 측 사고 퉁 주요 사고의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 설계해 

석코드 개발 연구에서는 블록형 핵설계 코드 MASTER-GCIζ 페블형 핵설계 코드 

CAPP, 계통 동특성 코드 MARS김CIζ 계통 및 안전 해석 코드 GAMMA+ 둥의 고 

유/원천 설계해석 코드의 원형올 개발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노심개념t 안전성 평가 기술 동을 기반으로 1 단계 중 아래 

와 같이 미국 NGNP, GNEP, Deep Bum 퉁 사업에 총 약 83 만불 기술수출을 달 

성하였으며， 이 기술 수출에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고유/원천 설계해석 코드를 사 

용함으로서 이들 코드의 성능이 우수함올 업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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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칭 발주사 기술내용 계약기간 금액 

- 원자로형태 비교 분석 
NGNP 

GA - 원형노심 출력 분석 
2006. 12 -

$69,400 
예비개념설계 

- 압력용기 제조성 평가 
2007. 7 

NGNP - 고온 및 냉각 압력용기 설계 해석 
2007. 12 -

개념셜계연구 GA - 금속재 표연처리 기술현황 
2008. 4 

$230,000 
Phase A - 삼중수소 수송해석 
NGNP - 격납건물 온도 및 핵분열 생성물 

2008. 5 -
$1잃，0001 개념설계연구 GA 거동 

2008. 11 
Phase B - 복합체 특성 및 온도거통 해석 

GNEP 심총연소 
GA 

- 심층연소 노심해석 (fRU 연료) 2006. 9 -
$25,000 

고온가스로 - 운전옹도 영향평가 2007. 02 

토륨노심 
GA 

노십 및 핵연료 형태 영향 평가 2007. 11 -
525,000 

고온가스로 - 토륨 노심해석 2008. 2 
DB-κ까fR - 십층연소 노심설계 

2008. 12 -
심충연소 LOGOS - 피복입자핵연료 상세해석 

2009. 11 
고옹가A로 - 고온가A로 고속론」련켄해섣 

원자력수소 실중사업의 국가 파제화 및 산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는 산업체설명회 및 간담회와 워크숍 동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국내 산업체도 

많은 관심올 표명하고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전 전력연구원은 

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연구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원자력수소 Roadmap을 개 

발한 바 있다. 2007년부터 한전 전력연구원은 자체 연구 과제인 원자력이용 수소생 

산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자체 연구과제 수행올 지원하기 위하 

여 원자력연구원은 한전 연구원에 핵 설계l 계통/안전 해석 분야의 고유원천 설계 

해석코드 3종을 기술 전수하고 연구원 교육， 자문/ 세미나 둥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 

다 2009년 초부터 한전 전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와 고온 전기분해를 결합한 원 

자력수소 생산계통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완료를 목표로 원자력수소 실용화 타당성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과학기술원은 수소생산용 가스 냉각로 안전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교과부가 지정하여 전국 주요 대학교에 설립한 원자력기초공 

동연구소(BAERI)는 고옹 구조재 연구 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국외 기술 개발 현황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20년대 중 

반에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대규모 수소생산 실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다음 표에 주요 국가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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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나열하였다. 

연구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수행기관 

o 차세대원자로(NGNP) 사 · -갯「5”녀g 제정 에너지정책법 (EPA)에 따라 
업 

- 좋실중융훌7쌀휴훌 멍홍황산 
· 짧떻”념설계 완료 후 개념설계연구 수 

• ’ 09년 개념설계 수행 예정 l 

미국 
• 돼훌 캘블형 고용가스로 설계해석 코 

Id하10 국 • 원자력연구원은 GA 콘소시웅에 참여중 

립연구소 。 심층연소(DB-M에{) 사업 · 끓흉쉴j료훨 앓좋협1휠갱활 심층연소 
(INL) 

훌쫓훨蠻。쟁1慧찮 • 심층연소 고온가스로 해석 방법론 개발 

· 흉확량T연탁구사원업은으로 미국 참여 LOG 중$사의 기술 

o GT-MHR 사업 ·鋼tZ뻗켜휩흘| 으룹힌법원청꿇71짧u 
- 짧가A로로 무기급 PU 

일본 o HTTR흥 정좋한 원자력 • ’09년 50일간 950
0
C 운전 예 정 

JAEA 
수소생 

· (11O2U녁üN깐m것A끼 Hπ 계R통과 병 SI합 수소생산 Demo 

• ‘ 14까지 HTTR 안전성실중시험 수행 

。훤f웹흥회鍵로 • 졸5깡FLfR9關훌 수소 • 전력생산 상용 
중국 

o 켈젤웰룡 명월뿔핑헐} • 안전성 실증시험 수행 중 
lNET 중 · 고옹가스터빈 개발 중 

o 상용로(HTR-PM) 개 발 • ’ 13년 완공목표로 현재 건설허가 검토 

· 혈갔캘휠갚잃옐첼뿔뿔울훌강짧}지 
남아공 。 PBMR 건설사업 • ’검15토년 중 완공목표로 현재 건설허가 신청 
PBκ1R 

• 후속 상용로는 경제위 기로 5년 연기 

• 수소생산， 공정열 이용 연구 중 

I 랑스 o ANTARES 개발 • '06년 예비개념설계 완료 

AREVA · 공정열 사용자 수요 조사 중 

• 미국 NGNP 사업에 창여 중 
• CEA는 고온가스로설계해석코드 개발중 

GIF o VHTR System • 활모장여 미 국/ 일본/ 중국I 남아공 동 107~ 

· 프한로국젝은트핵참여여료/수소，재료/코드/방법론 

· 발 주효요예 프정로젝트 기발효 혹은 ’0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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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용가스로의 선행로인 8500C아하 출구온도의 고옹가스로는 블록형과 페블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블록형 원자로는 미국에서 Peach Bottom-I (115MWth, 

1967-1974), Fort Saint Br외n (842MWth, 1979-1988)이 건설， 운전되었으며， 일본은 

HTIR (30MWtlu 1998-) 연구로를 운전하고 있다. 페블형 원자로는 독일에서 AVR 

(46MWtlu 1968-1988), THTR (300MW th, 1985-1988)이 건설， 운전되 었으며， 중국은 

HTR-10 (lOMWth, 2000.12-) 연구로를 운전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블록형 고옹가스로의 설계 개념으로는 GA(미국)-OKBM(러 

시아)의 Weapon-grade PU Bumer인 GT-MHR (600MW th, 850oC), GA사의 수소생산 

용 H2-MHR (600MW"" 950。디， 일본의 GTHTR-300 (60뼈Wth， 850oC) 및 

GTHTR-H (600MWth, 950oC) 퉁이 있다 프랑스 떠\.EVA사는 ANT ARES (600MW싸 

850oC) 예비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열공급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페블형 고온가스로로는 남아공과 중국(15차 국가계획에 의거)이 각각 2015 

년까지 400MWth급 PBMR과 2013년까지 250MWth급 HTR-PM의 완공을 목표로 기 

본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건설 허가 신청올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8월 통과된 에너지정책법에 2021년까지 상용 원자력수소 생산기 

술 개발 및 운영을 명시하였다 기술개발단계 (1단계， 2005-2011)의 예산은 12.5억불 

이며， 건설 및 운전단계 (2단계， 2012-2021) 예산은 유사한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및 NHl (Nuclear Hydrogen 

lnitiative) 과제가 INL 주도하에 수행 중인데 NGNP 사업 중 연구개발 예산은 총 

9.15억불， 600MWth 실중로 건셜예산은 총 9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INL은 2006년 12월에 PBMRjWesting House, GA USIT 및 AREVA사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착수하여 2007년 7월에 완료하였 

다. 또 2007년 12월부터 개념설계의 예비단계로서 개념설계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 

지 Phase A, B, C를 완료하고 Phase D가 진행 중이다 FY08 예산윤 FY07년 예산 

0.365억불보다 대폭 중액된 1.16억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GA의 USIT의 일원으 

로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NGNP 사업에서는 원래 2009년에 

시작되는 개념설계 전에 노형을 선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노형 선정 

올 미루고 두 노형 모두의 개념셜계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충분한 예산 지원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INL은 NGNP로는 전기 생산과 정유 산업 퉁에 고온 공정열만 공급하고 초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INL에 건설할 기기시험시설(Component Test 

Facility)로 실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NGNP도 원래 계획했던 INL이 

아니라 Texas 정유 시설 근처에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 계획이 미국 

의회의 숭인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INL은 2008년 11월부터 또 다른 DOE 사업인 Deep Bum Modular Helium 

Reactor (DB-MHR) 사업을 수행 중인데 이 사업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초 

우라늄(TRU)를 고온가스로의 심충 연소 능력올 이용하여 60% 소멸 처리하여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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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이다. FY08 예산은 방법론 개발 예산 100만불을 포함하여 모두 800만불 이 
고 우리 연구원도 미국 LOGOS사의 기술용역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블록형 고온 

가스로 노심의 심층연소 주기기술과 고속로를 결합한 공생 주기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미국 GA사는 현재 수행 중인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NGNP, Deep-Burn MHR, 

Weapon- grade PU Burner (GT-MHR) 사업을 통하여t 고온가스로 기술의 Synergy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업계가 지원하여 교육 및 실험용 연구로를 

UTPB에 건설하는 HT3R 사업은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한 후 일시 중단 상태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2006년 1월에 Gen-IV 원형로의 완공을 2020년 목표로 제시하였 

으며t 이에 따라， 2012년에는 미래 원자로의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원자로 예산은 2012년 까지 900M 유로이며， 수소생산고온가스로도 주요대상으로 
고려중이다 

프랑스 AREVA사는 2006년에 600MWth，급 블록형 고온가스로인 ANTARF5의 예 

비개념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고온 공정열 사용자 수요를 조사 중이다， 또， 미국 

NGNP 사업에도 참여하여 PMBR/WH 및 GA USIT 콘소시웅과 최종 계약자가 되 
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CEA는 이런 사업들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계통/안전 설계해석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남아공의 PBMR사와 전력생산용 고온가스로인 PBMR의 건설 및 인 허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PBMR 해석모델 개발 및 검중을 위하여， HTF, Hπ'F， PBMM 둥 대 
용량의 실험셜비를 건설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 중이고 이와 병행하여r 원자력수 

소생산을 위하여，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PHP (Process Heat Plant) 사업을 착수하 
였다 PBMR은 2015년 완공올 목표로 현재 개념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건설 인허가 

를 신청올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첫 호기 이후의 후속 상용로의 건 

설은 5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RAPHAEL 사업을 통하여I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핵심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 7차 EU FP 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며/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 입증 및 실험설비의 구축둥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핵심 실험장비로 독일 FZj 의 NaCOK, 네덜란드 Petten 원자로/ 이태리 및 

독일의 고온 Helium Loop 퉁이 고려되고 있다. 
중국 lNET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50MWth급 중기터빈 전기생산로인 

HTR-PM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념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건설 인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중국은 과기계획 16대 중대항목으로 2020년까지 원자력수소 생 

산 실증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 VHTR 계통에는 초고온가스로 설계안전 및 
종합， 코드개발 및 겸중， 재료 및 부품，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그리고 수소생산기 

술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퉁 107~ 국(후발국인 남아공， 중국/ 러시아의 

비준은 미 발효)이 참여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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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과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프로젝트는 이미 2008년에 발효가 되었으며 재 

료 및 부품 프로젝트와 본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코드개발 및 검증 프로젝트는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아다 설계안전 및 종합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 위 

원회 (PMB)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2009년 초 발효 예정인 GIF VHTR 계통의 코드개발 및 검중 프로젝트에는 

PIRT, TF 동력학， 원자로 물리 및 핵자료t 방사성 물질 및 수송/ 원자로 통력학/ 기 

계， HπR 시험 동의 Work Package(WP)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7개의 WP 모두 

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GIF 기여 연구는 모두 160억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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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개발 

1. 950 t: 출구용도 설중로 노심개념 개발 

가 노심출력분포 핵적 모델 및 평가 

(1) 갈록형 노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 실증올 위한 원자로 출력규모를 200 MWth로 

설정하고 예비 개념 설계를 진행 중이다[이원재 ， 2006] 본 연구에서는 200 MWth 

블록형 초고온가스 실종로9야-IDD-PMR200) 노심의 핵적 특성 즉， 주기길이/ 주기초 

잉여반웅도， 핵연료 최대온도 및 용도계수 풍을 평가하였다 현재 예비 개념설계중 

인 NHDD-PMR200 원자로의 냉각재 입구온도는 490"(; 이고 출구옹도는 950t:이다 

노심 핵설계 계산을 위해서 HELTOSjMASTER-GCR [Stamm’ler , 1998][노재만， 

2008] 코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가) 노심 구조 및 모델링 

그림 3.1.1.1은 NHDD-PMR200 원자로 노심을 보여준다 진한 색으로 표시된 영 

역이 핵연료 블록이다 핵연료 블록 안쪽과 바깥쪽에 반사체 흑연 블록을 두는 환 

형 노심으로서 핵연료 블록은 66개 칼럼 (c이umn)이 장전되도록 하였다. 노섬 주요 

설계 변수는 표 3.1 .1:1에 나타내었다. 핵연료 블록 1개의 높이는 79.3 cm이며 핵연 

료 블록 6개가 쌓여 active core height 475.8 cm를 이룬다. 핵연료 블록은 그림 

3.1.1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준핵연료 블록과 제어/정지 핵연료블록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연료 블록은 GT-MHR [8] 핵연료 블록과 유사한 설계 변수를 채 

택하였다. 다만 GT-M매R과는 달리 중앙 부근에 6개의 가연성 홉수봉 구멍을 추가 

하여 주기초의 잉여반웅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127R 가연성 홉수봉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핵연료 블록 내에는 1087R 의 냉각재 구멍과 2047R 의 핵연료 구멍， 12개의 

가연성 독봉 구멍이 존재한다 핵연료 컴팩트는 핵연료 구멍에 장전되며 핵연료 구 

명은 이탈 방지를 위해 흑연 플러그로 밀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체 (TRlSO)의 설계사양은 표 3.1.1.2에서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235 12.0w j。의 농축도를 갖는 U02 핵연료를 사용하였 

다 또한 반경반향 출력분포의 평단화를 위하여 핵연료 롬펙트내의 TRISO의 충진 

률(packing fraction)이 서로 다른 핵연료 블록을 사용하였다， 즉， 그립 3.1.1.3에서와 

같이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핵연료 블록에는 23.5%의 TRlSO 충진률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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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핵연료 블록에는 27.5%의 충진률을 사용하였다. 노심내에 장전되는 핵연료 

콤팩트의 개수는 1，164，2407~ 이며， 초기 노심에 장전되는 우라늄의 양은 2，668Kg이 

다 NHDD-PMR200 노심에서의 출력밀도는 5.67Wjcc이다. 

또한， 주기초에 영여반용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B4C 가연성 홉수체를 사용하였 
다. B4C 가연성 홉수봉은 흑연 maσix에 B4C가 0.91%의 부피비로 섞어있는 형태를 

갖는다. B4C 가연성 홉수봉의 반경의 핵연료 콤펙트의 반경과 동일한 0.6깅5cm이 

다 

본 연구에서 핵연료블록의 장전방법은 그링 3.1.1.4에서와 같이 3배치 축방향 블 

록 교체방법을 사용하였다. 

NHDD-PMR200 노심해석을 위해서 그립 3.1 .1.5에서와 같은 핵설계 계산체계를 

이용하였다. HELIOSjMASTER-GCR 계산체계를 현행 경수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 

는 2단계 핵설계 절차이다 다만/ 핵연료 콤펙트내에 분포되어 있는 TRlSO의 이중 

비균질성올 RPT 방법올 처리하였다. RPT 방법을 이용한 이중 비균질성올 계산하기 

위하여 몬테칼로 코드인 MCNP를 이용하였다 HELIOS 코드는 단일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의 소수군 단연적을 생산한다. 연계코드인 HOPEjPROLOG를 이용하여 

노심분석 코드인 MASTER-GCR 코드에서 이용가놓한 형태로 단면적올 Table화 한 

다 마지막으로 MASTER-GCR 코드를 이용하여 노십분석을 수행하였다. 

Startup Operating Control Rods (24) 

Reserve Shutdown System Channels (12) 

그림 3.1.1.1. PMR200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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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정지 핵연료 블록 및 3.1.1.2. PMR200 표준핵 연료 그림 

。 PF=27.5%。 PF=23.5%

3.1.1.3. TRIS。의 충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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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핵설계 계산체계 

표 3.1.1.1 PMR200 노심 주요 설계 변수 

Parameters Cases 
Thermal power (MWth) 200 
Coolant inlet temperature ( 'C ) 490 
Coolant outlet temperaturc ( 'C ) 950 
Nominal coolant flow rate (kg/ s) 83.7 
Number of fuel colurnns 66 
Number of fuel blocks per column 6 
Total number of fuel blocks 396 (=66*6) 
Active core height (cm) 475.8 
Nominal LHGR (kW 1m) 3.122 
Top/bottom reflector height (cm) 135 
Total core height (crn) 745.8 
U235 enrichment (w 1 0) 12.0 

표 3.1.1.2 TRlSO 업자 설계 사양 

반경/두께(cm) 밀도(gl cc) 

커 널 (U02) 0.0250 10.4 
Buffer 0.01 1.0 
Inner PyC 0.004 1.9 
SiC 0.0035 3.2 
。utcr PyC 0 ‘ 004 1.9 

HELIOSjMASRER-GCR 전산체계를 이용하여 NHDD-PMR200 원자로의 평형노 

싱 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3.1.1.3에서는 주요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12wjo 

U02 핵연료를 갖는 NHDD-PMR200 원자로의 평형노섬에서의 주기길이는 450 

EFPD이고 핵연료 블록의 평균방출 연소도는 102.859 kWdjkgU이다 또한/ 평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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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reactivity swing은 2，811pcm으로 예측되었고 핵연료블록의 최대온도는 주기 

초에 1，019"(:이고 주기말에 1，006 "(:로 예측되었다 

표 3.1.1.3 주요 계산 결과 

Cycle 
Reactivity Avg Max. Fuel 

Reactivity (k-eff) Discharged Temp(C) 
Length 

Swing Bumup BOC 
(day) BOC EOC EOC 

(kWdjkgU) (Eq.Xe) 

453 2,811 1.0]4 1.0052 102.859 
1ι019 1,006 

그립 3.1.1.6에서는 평형노심올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기별 반웅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3.1.1.7에서는 평형노심에서의 반용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 

3.1.1.8에서는 평형노심에서의 핵연료블록의 최대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여주고 있는 최대온도는 MASTER-GCR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으로써 실제 핵 

연료 콤돼트나 TRlSO에서의 최대온도보다는 낮은 값이다 하지만 정상상태의 최대 

기준값인 1，250"(:보다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 3.1.1.9 및 3.1.1.10에서는 각각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축방향 출력분포를 보연 노심 상부로 출력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심 상부로 헬륨 냉각재가 유입되기 때문에 출력이 상부로 치우쳐도 핵연료 및 냉 

각재의 온도는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며 노심 하부에서의 핵연료의 온도도 기준값 이 

하로 유지할 수 있다 반경반향 출력분포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맨 안쪽에 위치한 핵연료블록틀의 TRIS。 충진융이 나머지 보다 작게 하 

였기 때문이다 

1 . 1。

j I 1I 1 이미e 4 Cycle 6 Cyde 8 C)lcJ~ 

훌 ::] I! ’ I J싸 Ir、 이 Ir .. i .. Ä.. I /\1κ 1 

100 

0.98 

0.96 
0 1000 2000 30∞ 4∞o 

Time (day) 

그링 3.1.1.6 주기별 반웅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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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평형노심에서의 반웅도 변화 

’2>. 
1.써 

--L 

뼈
 
뼈
 
뼈
 
뼈
 

(Q) 

egeat-

‘• 
rpi 

ι
 
‘a 
z 

- - .... • • • - •• • •• •••• 

"" 
.,. 

100 '" 3‘’。 ·∞ '" TIme (day) 

그림 3.1.1.8. 핵연료블록 최 대용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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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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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
Center 

그림 3.1.1.10 반경방향 출력분포 

그립 3.1.1.11에서는 블록위치별 평균 방출연소도를 보여주고 있다- 맨 안쪽 핵 

연료블록에는 핵연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출연소도가 다른 블록들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Core ‘~ 
Center ... 

그렴 3.1.1.11. 핵연료블록 평균 방출연소도 (kWdjkgU) 

그림 3. 1.1 .12-14에서는 정상상태 전출력 운전시 핵연료 온도계수t 감속재 온도 

계수 및 출력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은도계수는 현재 MASTER-GCR 코드에 

서 U02만의 온도를 따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연료 콩펙트에 포함되어 있는 

graphite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핵연료 계수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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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모두 읍의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NHDD-PMR200 노심이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 - ' '-~. 

홍 s 。

·、
·、、

、

55 
'00 200 

EFPD 

300 ‘∞ 500 

그림 3.1.1.12 핵연료 온도계수 

o。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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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 m 300 ‘m "" EFPD 

그림 3.1.1.13 감속재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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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14 출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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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에서는 영출력 (zero power)에서의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영 

출력 (zero power)에서의 은도계수는 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심의 옹도가 상숭하거 

나 하강할 때 노심의 반웅도 변화를 추적하여 노심의 안정성올 평가하기위하여 계 

산한다 퉁옹온도계수는 노심내의 모든 물질이 일정한 온도라고 가정하고 반웅도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퉁온 온도계수는 노심내의 모든 물질이 20 "C, 100 "c , 200 "C, 30 

O"C, 500 "C, 700 "C, 900 "C , 1100 "C, 1300"C라고 가정하고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각 온도의 중간 온도에서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를 보면 모든 온도영역에서 동온 옹 

고계수가 음의 값을 가짐올 볼 수 었다 따라서 NHD-PMR200 노심은 영출력의 모 

든 옹도 영역에서 안전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다)결론 

흥 

흘 

g 

0 

-2 

4 

-8 

E -12 

--T=60C - 0 • T = 150C - - T = 250C -- T = 400C 
•• T=600C -• - T=800C - - T=1000C - - T=1200C 

-‘~‘~、‘

100 200 300 400 

EFPD 

그림 3.1.1 .15. 동온옹도계수 

500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을 위한 200MWth급 블록형 실중로 노심에 대한 노심 

예비 해석 결과를 수행하였다. 예비 계산결과 NHDD-PMR200원자로 노심은 450일 

이상의 주기길이를 갖고 있으며 평균 방출연소도는 100kWdjkgU 이상이며 정상상 

태 운전시 핵연료의 최대온도는 1,250 0C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I 전출력 및 영출력 운전조건에서의 용도계수 및 출력계수의 결과에 따르면 

NHDD-PMR200 원자로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노심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홉수체로서 

하기 위하여 Gd2C3와 Er2C3가 혼합된 

노심에서 보론을 

연구가 필요할 

B4C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연성 홉수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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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제어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어봉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페블평 노심 

가) 노심구조 및 모텔링 

원자력올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의 실증로 노형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200MWth 페블형 원자로의 후보노심을 선정하여 노심계산 결과를 기술하였다 핵연 

료구의 장전/방출의 복잡성I 높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내부반사체의 교체/ 지진 

등을 고려하여 내부반사체가 없는 원통형 노심(Cylinder Core)을 200MWth 페블형 

실중로 노심(이하 NHDD-PBR200)으로 선정하였다. 본 계산을 위해 사용한 전산체 

계는 독일 FZJ가 개발한 VSOP94 (Very Superior Old Program) 코드체계 [Teucheπ， 

1994]를 이용하였다， 

그립 3.1.1.16에서는 NHDD-PBR200 후보노심의 구조[조창근， 2008a][조창근/ 

2009]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1.4에서는 각 후보노심의 주요 셜계변수를 기술하고 

있다‘ 표 3.1.1.5에서는 본 계산에서 사용한 핵연료구 및 TRIS。의 기하학적 수치를 

보여주고 았다 그림 3.1.1 .17에서는 TRISO와 핵연료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Top Reflector 

& 
잉 Bottom Reflector 
q、

I 

그림 3.1.1.16. NHDD-PBR200 후노노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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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설계변수 

Dcsign Parameter NHDD-PBR200 
Thermal power (MWth) 200 
lnlet/outlet helium temperature ("C ) 490/950 
Active core outcr radius (cm) 150 
끼lickness of outer reflector (cm) 90 
Effective core height (cm) 943 
Average power .densityj\<V...Lc.c) 3.00 
U235 enrichment (w/o), lnital core 2.99 
U235 enrichment (w /이， Equilibrium core 9‘6 

표 3.1.1.5 TRISO 및 핵연료구의 설계변수 

Description Unit Value 

Fuel pebble outer radius cm 3.0 

Th ickness of unfueled graphite zone cm 0.5 

Density of maσix graphite of fuel pebble g/α" 1.74 

Fuel kernel diameter μm 500 

Buffer layer thickness μm 95 

hmer PyC layer thickness μm 40 

Sic layer thickness μm 35 

。uter layer thickness μm 40 

.>0 .. ", 

α， 0921TV’‘ 
IR!융q 

흐g학ξ흐f한쉰되흐 
。‘ 0 5mm

‘ )r,1n1um Dioxide 

.El!화윤단낀밍 

그림 3.1.1.17. TRJSO 및 핵연료구(Pebble)의 구조 

NHDD-PBR200 노심에는 약 359，5177~ 의 핵연료구가 폰재하며， 초기노심에 장 

전되는 우라늄의 양은 약 3，236Kg이다. 또한 각 핵연료구는 노심에서 6번 재순환 

장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m 

μ
 



조절하기 위 하여 신 핵 연료구(Fresh Pebble)는 

Channel 1과 2에는 노심내에서 2회， 3회， 4회， 5회 방 

3.1.1.18에서와 같이 다영역 핵연료 재순환모텔올 

노심 모텔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조 

200MWth급 페블형 (NHDD-PBR200) 노심설계l에 기 

반경방향의 출력 분포를 

Channel 3, 4, 5에만 장전되며 

출된 핵 연료가 장전되도록 그림 

도입하였다 VSOP 코드를 이용한 
창근， 2008b : 원통형 NHDD 

술되어 있다 

;팩펀묘 딴꽉섭 
” 

랬
 
끼
 

덤 5th Pass 

딩 6th Pass 

• 1St Pass (Fresh F삐) 월 3rd Pass 

• 2ndPass 딩 41뼈S Olstharge 

그링 3.1.1.18. NHDD-PBR200 핵연료 재순환모델 

... 

매일 약 2307H가 장전되어야 하며1 핵연료구 

1，561일로 계산되었으며/ 평균 방출연소도는 

나) 계산결과 

노심계산 결과/ 신 핵연료구는 

가 노심내에 장전되는 기칸은 약 

96，487WMdftU로 나타났다 

출콜울폭 

그림 3.1.1.19와 3.1.1.20에서는 NHDD-PBR200 노심에서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를 보면， 2영역 핵연료장전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노심중앙에서의 출력을 낮추어 반경방향으로 거의 고른 분포를 갖는 

출력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외부반사체에 제어봉을 삽입하는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노심 상부로 치우쳐져 있는 축방향 출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었다 제 

어봉 삽입계산과 2영역 핵연료장전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노심상부 및 노심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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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두출력을 완화시켜 LPCC 둥 사고시에도 핵연료 온도가 1600C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제거할 수 있었다 

떠
 
m 

% 

41 

‘
l 

nu 

」
@
〉
〉
。α

-
m
-몽￠
 
깅ω
인

-
m
E。
z
 

NHDD-PBR200 : Averaged Rad ial Power Distribu!ion 
1.05 

0.95 
o 20 40 60 60 100 120 140 160 

Radial Position (cm) 

그림 3.1.1.19. NHDD-PBR200 반경 방향 출력 분포 

1.75 

1.25 

뭉 1.00 

0.50 

0.25 

0.00 
o 

NHDD-PBR200 : Averaged Axial Power Distrib띠ion 

200 800 1000 400 600 
Axial Posi tion (cm) [Top to Bottom] 

그림 3.1.1.20. NHDD-PBR200 축방향 출력분포 

역 출력 에서의 온도계수 

노심 해석시 영 출력 (zero power)에서의 온도계수는 출력 이 없는 상태에서 노 

심의 온도가 상숭하거나 하강할 때 노심의 반웅도 변화를 추적하여 노심의 안정성 

을 평가하기위하여 계산한다 본 계산에서 Doppler 온도계수(DTC)， 동온 

(isothermal) 옹도계수(ITC) 및 감속재 온도계수(MT디를 계산하였다 

Doppler 온도계수는 핵연료 내에 폰재하는 heavy meta l(HM)의 온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반웅도 변화를 나타낸다 퉁온온도계수는 노십내의 모든 물질이 일 

까
 ω 



정한 온도라고 가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반웅도의 변화이다. 감속재 온도계수는 

노심내에 존재하는 감속재의 용도변화에 따른 반웅도 변화를 나타낸다‘ 

영출력에서의 Doppler 온도계수의 계산은 100 't, 200 't, 400 't, 600 't, 800 't, 

loo0 't, 1200 "(; 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각 온도의 중간 온도에서 온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o:ÐTC(Óp/“ α =(~--: )/Ll Tx l.Oe' r- I -, , k

1 
k

2 

또한/ 퉁온온도계수와 감속재 온도계수는 노심내의 핵연료 영역/ 상/하/내/외 

부 반사체의 온도를 20"(; , 100 't, 200 't, 400 't, 600"(; , 800 'C , 1000 't, 1200 't에 대 

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각 옹도의 중간 온도에서 풍온 온도계수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계산하였다 감속재 옹도계수 계산에서는 핵연료에서 중핵종(heavy 

metal)의 온도만 1000'C로 가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o:MTC(Óp/" C) = (上- ..;!-)/ LI Tx 1.0e' 
k, k, 

표 3.1.1 .6에서는 영 출력 평형노심에서의 Doppler 온도계수/ 퉁온 온도계수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동온 온도계수의 결과에 의하면 

NHDD-PBR200 후보노심은 노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6 영 출력시 NHDD-PBR200 온도계수 

온도("C) DTC(pcm) ITC(pcm) MTC(pcm) 

60 - 5.9259 0.6133 

150 6.2701 6.0991 0 ‘ 3802 

300 - 6.2887 - 6.0704 0.3348 

500 - 4.7000 • 4.7764 • 0.0599 

700 - 4.2923 - 5.6857 - 1.3975 

900 3.9216 7.4590 • 3.5716 

1100 - 3.3368 9.6577 - 6.2620 

고요 처 총력에서의 온도계수 

표 3.1 .1.7에서는 고온 전 출력 (Hot full power) 상태에서의 온도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온도계수는 외부 반사체에서의 온도계수/ 핵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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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산소에 의한 온도계수， Doppler 용도계수 동을 계산하였다. 외부반사체에서의 

온도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나 Doppler 옹도계수를 포함한 전체 온도계수의 합에서 

음의 값올 가진다- 이것은 NHDD-PBR200 노심이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안전성을 확 

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3.1.1.7 고온 전 출력 운전조건에서의 옹도계수 

Temperature Coefficients (õp;oC, pcm ) NHDD• PBR200 

1. Outer refleclor 1.90461 
2. Moderator in fuel parl of the core (C -3.511 48 
0) 

3‘ Fuel (Doppler Coefficient of U238l -4.07805 

Total -5.68492 

반사체의 연칸 쥬섯자 조사략 

상 · 하부 및 외부 반사체와 핵연료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중성자속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계산에서 반사체의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한 소격자의 위치 

는 외부반사체의 경우 r방향 51번째 (r=151 .522cm) 격자， 상부반사체의 경우 z방향 

25번째(z=237.894cm) 격자， 하부반사체의 경우 z방향 126번째 (z=1190.800cm) 격자이 

다 

표 3.1 . 1.8에서는 평형 주기에 대해 상 · 하부 및 외부 반사체에 대하여 

O.lMeV 이상의 속중성자와 1.85eV 이하의 열중성자의 주기 평균 최대 중성자속과 

연간 조사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8 반사체의 연간 중성자 조사량 

반사체 영역 Energy F luence (neutrons/cm2/360days) 

상부 
> O.lMeV 3.10E+20 

< l.85eV 1.18E+21 

> O.lMeV 1.60E+20 
하부 

< I.85eV 8.09E+20 

> 0‘ IMeV 5.40E+20 
외부 

< 1.85eV 2.49E+21 

햄보효울도 

그림 3.1.1.21에서는 LPCC 사고시 최대 핵연료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GAMMA 코드에 의해 계산된 핵연료 최대온도는 1507 'C 이 고， VSOP94 코드는 153 

7 "C로 계산하였다 두 코드간의 최대 옹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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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핵연료온도의 제한치이 1，600't를 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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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 LPCC 사고시 핵연료 최대용도 

80 

실중로 후보노형을 하나로 200MWth 페블형 원자로의 후보노심으로 원통형 

노심을 선정하여 노심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선정된 후보노심에 대하여 

평형주기에서의 출력분포/ 온도계수， 중성자 조사량 및 LPCC 사고시 핵연료 최대용 

도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NHDD-PBR200 노심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노심의 안전 

성을 확보됨을 확인하였으며 LPCC 사고시에도 최대 핵연료온도가 기준값인 1600 't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올 확인하였다 

나， 중성자 조사량 및 붕괴열 모델 및 평가 

(1) 중성자 조사량 모델 링 및 평 가[조창근， 2008c] 

본 절에서는 200MWth급 실증로 후보노심중 Block형 노심인 NHDD-PMR200과 

Pebble형 노심인 NHDD-PBR200의 반사체가 받는 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다. 본 

자료를 위해 사용한 전산코드는 블록형 노심의 경우에는 HELIOSjMASTER-GCR 

코드를 사용하였고 페블형 노심의 경우에는 VSOP 전산코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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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HDD-PMR200 노심구조 및 중성자 조사량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NHDD-PMR200 노심의 주요 재원과 노심 단면도는 표 

3.1 . 1.9와 그림 3.1.1.1에서 보여주고 있다 NHDD-PMR200 노심에서는 3-ba tch axial 

shuffling 핵연료 재장전 개념을 이용하고 있어 노심내에는 신연료， 1주기 연소연료， 

2주기 연소연료 퉁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노심 출력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핵연료 

블록내 핵연료 커널의 충진도를 28.5%, 25.5%, 23.5%로 구분하였다(그림 3. 1.1.22참 

조) 이러한 노심에 대하여 상부/하부/내부/외부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 

올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평형노심올 6주기 동안 반복 계산하여 충분히 평형에 도달한 노심 

으로부터 얻었다 표 3.1. 1.1 0에서는 시간에 따른 반사체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기 

술하였고 그림 3.1.1.23과 3.1. 1.24에서는 내부/외부 및 상부/하부에서의 반사체 조 

사량올 그립으로 표시하였다. 

ASME Code Section III Ddivsion 2 Subsection CE에서는 노심지지 혹연의 중 

성자 조사량의 최대한도로 4 X 1021 올 제한하였다 현재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내부/ 

외부 반사체의 경우에는 최대 3주기(약 1300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TRISO 충진율 최적화 및 핵연료 재정전 모델 최적화를 통해 출력분포의 조정 

을 통해 중성자 조사량을 저감함으로써 반사체로 사용되는 흑연블록의 사용기간을 

늘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SME에서 제안된 수치는 1990년대 이전에 제 

조된 혹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연 새로운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흑연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한치가 펼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현재 ASME에서 수행중이다 

표 3.1.1.9 NHDD-PMR200 노심 의 주요 재 원 

Design Parameter NHDD-PMR200 

노심 입/출구 온도( 'C) 490/950 

No. of blocks/layer 및 No. of Layer 66/6 

활성노심 (Active core) 높이 (cm) 475.3 

핵연료블록 높이 (cm) 79.3 

상 · 하부 반사체 높이 (cm) 135 

핵연료 콤팩트 높이/반경 (cm) 5/0.6225 

U02 농측도(평형노심) 및 밀도 15.5w /0, 10.5g/ cm3 

핵연료 커널 직경 0.035cm 

핵 연료 커 널 충진율(Packing Fraction) 28.5% / 25.5%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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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28.9% 

PF=25.5% 

o 
o 

PF=23.5% 

TR1SO 충진율(Packing fraction) 그립 3.1.1.22. 핵연료블록내 

Neutron Fluence at Reflect아 (NHDD-PM없0이 

Inner Reflector 
- 0 - Outer Reflector 
• 

1.2x1022 

EquUbrlum 혀uibrium EquUbriwn Equtibrium Eq ulibrium 

￡샘쓰-요딴￡一으암한--좌띄흐L→S얻흐? 
I ‘ ... ‘ -_ ... 

---칸./.x .- -
-~ ..... “ ...... “ .... -

......... .::...r .... 

-- -------- ---~ν.-
.. !..!; .... -

‘.-‘4i' • ..... 

Eq ulbrium 
Cκ1 • ., 

1.0.10" 

8.0x1021 

6. 0x10잉 

4.0x102’ 

2.0x1021 

(
‘m핀
Q
@”
”Eu
~”
c
。
」
를
얻
)
 

’
u
C
@
그
-
ι
 
E

그
E

틀
애
-
-

2,500 2 ,000 1,000 1,5C0 
EFPD (day) 

5C0 
0.0 

o 

중성자 조사량 변화 그림 3.1.1 .23. 내부/외부 반사체에서의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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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4 상부/하부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 변화 

표 3.1.1 .10 NHDD-PMl\200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 변화 

EfPD Top Botlom Inner Outer 
1 6.0000E+ 16 5.0000E+16 3.2400E+18 3.0300E+18 

4 2.4000E+17 2.0000E+17 1.2880E+19 1.2020E+19 

10 5.9000E+17 5.1000E+17 3.2250E+19 3.0110E+19 

20 1.l900E+18 1.0300E+18 6.4020E+19 5.9870E+19 

40 2.4200E+18 2.0700E+18 1.2618E+20 1 ‘1827E+20 
80 5.0300E+18 4.1000E+18 2.4539E+20 2.3084E+20 

130 8.7100E+18 6.5000E+18 3 .8254E+20 3.6145E+20 

180 1.3000E+19 8.6900E+18 5.1126E+20 4.8084E+20 

230 1.8050E+19 1.0700E+19 6.6380E+20 5.9050E+20 

280 2.3970E+19 1.2570E+19 8.1263E+20 7.0040E+20 

330 3.0670E+19 1.4370E+19 9 .5660E+20 8.2751E+20 

370 3.6380E+19 1.5860E+19 1.0704E+21 9.2985E+20 

400 4.0710E+19 1.7060E+19 1.1566E+21 1.0111E+21 

430 4.5010E+19 1.8350E+19 1.2562E+21 1.1044E+21 

435 4.5720E+19 1.8580E+19 1.2723E+21 1.1197E+21 

436 4.5770E+19 1.8620E+19 1.2745E+21 1.1216E+21 

439 4.5950E+19 1.8780E+19 1.2811E+21 1.1273E+21 

445 4.6310E+19 1.9090E+19 1.2943E+21 1.1390E+21 

455 4.6910E+19 1.9610E+19 1.3163E+21 1.1584E+21 

475 4.8140E+19 2.0650E+19 1.3631E+21 1.1975E+21 

515 5.0740E+19 2.2700E+19 1 .4726E+21 1.2884E+21 

565 5.4420E+19 2.5100E+19 1.6176E+21 1.4128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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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D Top Bottom Inner 。uter

615 5.8720E+19 2.7310E+19 1.7688E+21 1.5423E+21 

665 6.3770E+19 2.9330E+19 1.9211E+21 1.6731E+21 

715 6.969OE+19 3.1200E+19 2.0697E+21 1.8022E+21 

765 7.6390E+19 3.3010E+19 2.2135E+21 1.9291E+21 

805 8.209OE+19 3.4500E+19 2.3272E+21 2.0369E+21 

835 8.6410E+19 3.5710E+19 2.4284E+21 2.1308E+21 

865 9.0710E+19 3.7000E+19 2.5285E+21 2.2240E+21 

870 9.1410E+19 3.7240E+19 2.5447E+21 2.2393E+21 

871 9.1470E+19 3.7280E+19 2.5469E+21 2.2412E+21 

874 9 .1 650E+19 3.7440E+19 2.5534E+21 2.2470E+21 

880 9.2000E+19 3.7750E+19 2.5667E+21 2.2587E+21 

890 9.2600E+19 3.8270E+19 2.5887E+21 2.2781E+21 

910 9.3830E+19 3.9310E+19 2.6333E+21 2.3173E+21 

950 9.6440E+19 4.1350E+19 2.729OE+21 2.3976E+21 

1000 1.0013E+20 4.3750E+19 2.8736E+21 2.5136E+21 

1050 1.여43E+20 4.5950E+19 3.0245E+21 2.6428E+21 

1100 1.0949E+20 4.7970E+19 3.1764E+21 2.7733E+21 

1150 1.1541E+20 4.9840E+19 3.3247E+21 2.9021E+21 

1200 1.2211E+20 5.1650E+19 3.4684E+21 3.0323E+21 

1240 1.2781E+20 5.3150E+19 3.5992E+21 3.1575E+21 

1270 1.3212E+20 5.4360E+19 3.7017E+21 3.2513E+21 

1300 1.3640E+20 5.5650E+19 3.8017E+21 3.3443E+21 

1305 1.3711E+20 5.589OE+19 3.8178E+21 3.3596E+21 

1306 1.3716E+20 5.5930E+19 3.8200E+21 3.3615E+21 

1309 l.3734E+20 5.6090E+19 3.8265E+21 3.3673E+21 

1315 1.3770E+20 5.639OE+19 3 .8398E+21 3.3790E+21 

1325 1.3830E+20 5.691OE+19 3.8618E+21 3.3984E+21 

1345 1.3953E+20 5.7960E+19 3.9064E+21 3.4376E+21 

1385 1.4214E+20 6.0000E+19 3.9983E+21 3.5179E+21 

1435 1.4583E+20 6.2400E+19 4.1282E+21 3.6238E+21 

1485 1.5013E+20 6.461OE+19 4.279OE+21 3.7421E+21 

1535 1.5519E+20 6.6620E+19 4.4307E+21 3.8725E+21 

1585 1.6111E+20 6.8500E+19 4.5789E+21 4.0023E+21 

1635 1.6781E+20 7.0310E+19 4.7329E+21 4.1528E+21 

1675 1.7350E+20 7.1810E+19 4.8725E+21 4.2779E+21 

1705 1.7781E+20 7.3020E+19 4.9749E+21 4.3717E+21 

1735 1.8209E+20 7.4320E+19 5.0748E+21 4.4646E+21 

1740 1.8279E+20 7.4550E+19 5.0909E+21 4.4798E+21 

1741 1.8285E+20 7.4600E+19 5.0931E+21 4.4818E+21 
1까14 1.8303E+20 7.4750E+19 5.09%E+21 4.4876E+21 
1750 1.8338E+20 7.5060E+19 5.1129E+21 4.4993E+21 

1760 1.8398E+20 7.5580E+19 5.1349E+21 4.5187E+21 

1780 1.8521E+20 7.6620E+19 5.1 795E+21 4.5579E+21 

1820 1.8782E+20 7.8660E+19 5.2714E+21 4.6382E+21 
1870 1.9151E+20 8.1070E+19 5.3938E+21 4.7442E+21 
1920 1.9582E+20 8.3270E+19 5.5328E+21 4.8586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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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D Top Botlom lnner 。uter

1970 2.0088E+20 8.529OE+19 5.6845E+21 4.9841E+21 

2020 2.0680E+20 8.7160E+19 5.8344E+21 5.1228E+21 

2070 2.1349E+20 8.8970E+19 6.0062E+21 5.2733E+21 

2110 2.1919E+20 9.0470E+19 6.1458E+21 5.3983E+21 

2140 2.2349E+20 9.1690E+19 6.2481E+21 5.4921E+21 

2170 2.2777E+20 9.2980E+19 6.3480E+21 5.5850E+21 

2175 2.2847E+20 9.3220E+19 6.3641E+21 5.6002E+21 

2176 2.2853E+20 9.3260E+19 6.3663E+21 5.6022E+21 

2179 2.2871E+20 9.3420E+19 6.3729E+21 5.6080E+21 

2185 2.2907E+20 9.3730E+19 6.3861E+21 5.6197E+21 

2195 2.2967E+20 9.4250E+19 6.4082E+21 5.6391E+21 

2215 2.3090E+20 9.5290E+19 6.4528E+21 5.6783E+21 

2255 2.3351E+20 9.7330E+19 6.5447E+21 5.7586E+21 

2305 2.3720E+20 9.9730E+19 6.6671E+21 5.8646E+21 

2355 2.4150E+20 1.0194E+20 6.8003E+21 5.9791E+21 

2405 2.4657E+20 1.0396E+20 6.9468E+21 6.1046E+21 

2455 2.5249E+20 1.0583E+20 7.1077E+21 6.2433E+21 

2505 2.5918E+20 1.071없E+20 7.2795E+21 6.3937E+21 

2545 2.6487E+20 1.0914E+20 7.4191E+21 6.5188E+21 

2575 2.6917E+20 1.1036E+20 7.5214E+21 6.6125E+21 

2605 2.7345E+20 1.1165E+20 7.6213E+21 6.7055E+21 

2610 2.7416E+20 1.1189E+20 7.6374E+21 6.7207E+21 

2611 2.7421E+20 1.1193E+20 7.6396E+21 6.7226E+21 

2614 2.7439E+20 1.1209E+20 7.6461E+21 6.7284E+21 

2620 2.7475E+20 1.1240E+20 7.6594E+21 6.7401E+21 

2630 2.7535E+20 1.1292E+20 7.6814E+21 6.7595E+21 

2650 2.7658E+20 1.1396E+20 7.7261E+21 6.7987E+21 

2690 2.7919E+20 1.1600E+20 7.8180E+21 6.8790E+21 

2740 2.8288E+20 1.1840E+20 7.9404E+21 6.9851E+21 

2790 2.8719E+20 1.2061E+20 8.0736E+21 7.0995E+21 

2840 2.9225E+20 1.2263E+20 8.2201E+21 7.2251E+21 

2890 2.9817E+20 1.2450E+20 8.3810E+21 7.3638E+21 

2940 3.0486E+20 1.2631E+20 8.5529E+21 7.5142E+21 

2980 3.1055E+20 1.2781E+20 8.6924E+21 7.6393E+21 

3010 3.1486E+20 1.2903E+20 8.7948E+21 7.7330E+21 

3040 3.1914E+20 1.3032E+20 8.8946E+21 7.8259E+21 

3045 3.1984E+20 1.3056E+20 8.9107E+21 7.8411E+21 

나) NHDD-PBR200 노심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그립 3.1.1.25에서는 NHDD-PBR200 노심의 주요 재원 및 노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NHDD- PBR200노심은 단순 원통형 노심구조를 갖고 있으며 축방향 출력분포 

의 조절을 위하여 외부반사체에 제어봉을 삽입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그립 3.1.1.26에서는 중성자속 조사량을 계산한 지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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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VSOP94 계산격자 모텔에서 상 · 하부 및 외부 반사체와 핵연료 영역이 만나는 

지정이다 외부반사체 및 상하부 반사체의 중성자 조사량은 핵연료 영역과 접하고 

있는 상하부 반사체의 가장 가까운 소격자(fine mesh)에서 계산하였다- 즉， 외부반 

사체의 경우 r방향 51번째 (r=151.522cm) 격자， 상부반사체의 경우 Z방향 25번째 

(z=237.894cm) 격자， 하부반사체의 경우 z방향 126번째 (z=1190.80Ocm) 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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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1.25. NHDD.PBR200 주요재원 및 노심구조 

Top Rellecκx =23T.894cm 

Outor 
Røflector 응 

\ l 

r=151 .5강썩 

B<>uαn Reflector =1190.8cm 

150 

그립 3.1.1.26. NHDD.PBR200 중성자 조사량 게산점 

표 3.1 . 1.11에서는 평형 노심상태에서 상부/하부 및 외부 반사체에 대하여 

O.lMeV 이상의 속중성자와 1.85eV 이하의 열중성자에 의한 연간 최대 중성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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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여주고 있다. 

AMSE에서 제안한 혹연블록의 중성자 조사량 최대한도를 4 X 1021 를 고려하면 

현재의 노심에서 사용되는 외부 반사체 혹연블록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1.1.11 NHDD-PBR200 원자로 반사체의 연간 중성자 조사량 

반사체 영역 Energy Fluence (neutronsjcm'j360days) 

상부 
> 0.1MeV 3.10E+20 
< 1.85eV 1.18E+21 

하부 
> 0.1MeV 1.60E+20 
< 1.85eV 8.09E+20 

외부 
> 0.1MeV 5.40E+20 
< 1.85eV 2.49E+21 

(2) 노심 몽괴열 계산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원자로 운전중 발생되는 방사성 원소들의 방사 붕괴에 의해 발생되는 붕괴열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설계뿐만 아니라 원자로 설계에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압/저압 강재 냉각 상실 사고 시 노십 붕괴열의 효과적인 제거는 

원자로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심 붕괴열올 정확히 해석할 수 있 

는 해석체계의 개발은 고온가스로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McCARD 코드를[Shim， 2002] 이용한 Monte Carl。 연소 계산과 

ORIGEN-2 코드를[Croff， 1983] 이용한 붕괴계산을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붕괴열 계 

산을 수행하였고 이전 단계 연구에서 기 개발된 HELIOSjORIGEN-2 체계를 검증하 

였다[Noh， 2008]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소 개발 실중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장종화， 2007] 프로그램 의 원자로 후보 노형 중의 하나인 PMR200 

원자로에 대해 붕괴열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 1.1 .27은 블록형 고온 가스로인 

PMR200 원자로의 구성을 보여준다.[3.1.1.6]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12에 제시되 

어 있다 노심은 66개의 핵연료 column을 이용하여 환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column은 축방향으로 쌓여진 6개의 핵연료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심에는 12개 

의 Reserved Shutdown System Channel이 있고 내부 반사체 영역에는 127H 의 시동 

제어봉 Hole이 있으며 외부 반사체 영역에는 24개의 운전 제어봉 Hole이 있다- 노 

심내 평탄한 출력분포를 얻기 위해 핵연료 블록 링 별로 TRISO 핵연료의 Packing 

Fraction을 달리 하였다 한편 그립 3.1.1 .28은 PMR200 원자로의 핵연료 블록을 보 

여주고 그림 3.1.1.29는 3 배치 축방향 재장전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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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27. PMR200 원자로의 노심 구성 

표 3.1.1.12 Pνffi200의 주요 설계 변수 

Parameters 

Therma! power of core (MWth) 
U02 enrich01ent (w /이 
Numbcr ofAxia! Layers and b!ocks/!ayer 
Active core height (cm) 
Top/bottom reflector height (co1) 
Fue! b!ock height (cm) 
ßumable Poison 
Contro! Rod Materia! 
Compact height and radius (cm) 
Kemel diameter (cm) 
TRlSO volume fraction in compacts (%) 

Specific power density ryv / g) 
Power Density (W / cc) 

c .. ~““. TOll 
gnl)lhite 

Values 

200 
12.0 

6/66 
475.8 

120/160 
79.3 

0.91% B,C 
B,C 

5.0 / 0.6강5 

0.0500 
27.5 / 23.5 

74.% 
5.67 

2.15 cm 

Fud zone 

Botto l11 

gr;l(lh!te 

그림 3 .1 .1.28. PMR200 원자로의 핵연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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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PMR200 원자로의 축방향 재장전 전략 

일반적으로 붕괴열 계산에는 ORIGEN-2 코드가 이용되며 ORIGEN-2 코드에는 

가압경수로/ 비둥경수로/ 고속로 퉁 몇 가지 노형에 대한 핵종별 1군 단면적이 제공 

되어 각 노형별 일접 (point) 연소계산과 붕괴계산을 통하여 붕괴열을 계산한다 그 

러나 ORIGEN-2 코드에서 제공하는 1군 단면적에는 고온가스로용 단연적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는 고온 가스로 환경에서 29 종의 주요 악티나 

이드 핵종에 대한 1군 단면적을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구하여 사용하였고 나머 

지 핵종에 대한 1군 단연적은 가압경수로용으로 제공된 단연척을 사용하였다. 그림 

3.1.1 .30은 이전 단계에서 개발된 HELIOSjORIGEN-2 붕괴열 해석 절차를 보여준다 

Polnt Depletlon and 
Block Oepletlon Calculatlon I 

10ecay Coollng Calculatl。n i

-τ"^ ，τ:=---1 

I I 。RIGEN Oecay Library 

꾀HE타L니LlO쐐。 
+ PWRUE Library 

그림 3.1.1.30. HELIOSjORTGEN-2 코드를 이용한 붕괴열 계산 절차 

이전 연구에서는 연소 계산 및 붕괴 계산을 모두 ORIGEN-2 코드가 수행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연소계산은 Monte Carlo 연소계산 코드인 M cCARD 코드가 담당 

하고 연소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핵종의 수밀도에 대해 ORIGEN-2 붕괴 계산을 수 

X 

ω
 



행하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붕괴 

열 계산 절차를 검중하였다. McCARD 중성자속 계산에는 ENDF-BjVII에서 제공하 

는 393 핵종의 연속에너지 단면적 자료가 사용되었고 핵총 연소 계산에서는 ENDF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핵종들에 대해서는 중성자속 계산 시 에너지축약을 통해 구 

한 1군 단면적이 사용되었고 ENDF 라이브러리에 제공되지 않는 핵종들에 대해서 

는 ORJGEN-2 코드의 가압경수로용 1군 단면적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림 3.1.1. 31은 

McCARD 코드와 ORJGEN-2 코드를 이용한 붕괴열 계산 절차를 보여준다 

Core Oepletion Calculalion .Oecay Cooling Calculalion 

면월퍼웰 

그림 3.1.1.31. McCARDjORIGEN-2 코드를 이용한 붕괴열 

계산 절차 

McCARD 코드는 고옹 가스로 핵연료의 이중 비균질성을 직접 모사할 수 있으 

나 전산시간과 전산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반웅도 둥가 물리 변환 

(Reactivity Equivalent Physic머 Transfonnation; RPT) 방법올[김용회， 2005] 적용하 

여 단일 비균질 문제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붕괴열 계산은 PMR200 원자로의 평 

형주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이 계산에서 온도 궤환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으 

며 노심 전체가 1200K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1.1.12에 제시된 설계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10주기의 연소 계산 후 펑형 노 

심에 도달하였으며 평형노심의 주기길이는 440일， 명균 방출연소도는 

99.0GWdjtHM, 노심 평균 연소도는 70.1GWdjtHM이다 다읍 표 3. 1.1.13은 평형주 

기에서의 각 배치 별 출력과 연소도를 보여준다 

McCARDjORIGEN-2 뭉괴열 해석에 있어서는 주기초， 주기중/ 그리고 주기말에 

각각 Shutdown이 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McCARD 코드를 이용한 

Monte Carlo 연소 계산을 통하여 명형주기에 도달한 뒤 각각의 연소 단계에서 노 

심 전체의 핵종 수밀도를 얻어내 이를 ORIGEN-2의 붕괴열 계산의 입력으로 제공 

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HELIOSjORJGEN-2 붕괴열 해석 절차를 이용하여 평 

형주기의 주기말 노심 평균 연소도에 해당하는 70.1GWdj남센A 까지 일정 연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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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후 붕괴열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32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의 용괴열 곡 

선올 비교적 짧은 시간인 Shutdown 후 1000시간까지 비교한 것이다. 주기초를 제 

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기초에는 노심내 전체 핵연료의 1/3 

이 거의 연소되지 않아 신핵연료 상태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들에 비 

해 훨씬 적은 붕괴열을 내고 있다 그림 3.1.1 .33은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붕괴열을 시간에 대해 적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주기초 적산 붕괴열과 주기중 적산 

붕괴열은 주기말 적산 붕괴열에 비해 각각 48%와 4.7% 적게 나타났다 또한 

HELIOS/ORIGEN-2 계산 절차에 의한 주기말 적산 용괴열은 McCARD/ORIGEN-2 

계산 절차에 의한 주기말 적산 붕괴열에 비해 4.1% 높게 예측하였다. 

표 3.1.1.13 평형 주기의 노심 상태 

BOC MOC EOC 
Batch 

Ida 4vsl Id 2a4v0sl Id 4a4y0sl 

Thennal 
1 60.3 85.3 89.9 

Power 2 79.7 60.2 54.6 

[MW] 
3 60.0 54.5 55.5 

Core Total 200.0 200.0 200.0 
1 0.266 20.1 40.0 

Bum福，f] 2 40.3 58.6 71.4 
[MWd/ 3 71.7 86.6 99.0 

Core Avg 37.4 55.1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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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Shutdown 후 단기간 동안의 붕괴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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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 .34는 평형주기 방출 핵연료 블록， 방출 연소도까지 McCARD 연소계산 

을 수행한 단일 블록r 일정 연소 된 단일 블록의 1000년까지의 적산 용괴열을 비교 

한 것이다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핵연료 블록에 비해 McCARD 연소계산을 수행 

한 단일 핵연료 블록의 경우 약 300년까지는 적산 용괴열올 걱게 예측하고 그 이후 

로는 크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일 핵연료 블록 계산으로는 노심내 반사체 둥으 

인한 스펙트럼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HELIOSjORIGEN-2 계산 절차에 의한 장기간 동안의 적산 붕괴열 결과는 

McCARDjORIGEN-2 계산 절차에 의한 결파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33 시간에 대해 적산된 붕괴열 비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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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4 장기간 동안의 적산 붕괴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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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cCARD 코드에 의한 Monte Carlo 연소계산과 ORIGEN-2 코드 

에 의한 붕괴계산을 연계한 노심 및 방출 핵연료 블록 용괴열 계산 절차를 개발하 

였고 이미 개발된 HELIOSjORlGEN-2 붕괴열 계산 절차에 의한 결과를 검중하였 

다 HELIOSjORlGEN-2 계산 절차에 의한 단기간 동안의 붕괴열 결과는 비교적 정 

확하였으나 장기간 동안의 붕괴열 결과는 McCARDjORlGEN-2 계산 절차에 의한 

붕괴열 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붕괴열 계산에 있이서 

McCARDjORIGEN-2 계산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ELIOSjORIGEN-2 

계산 절차는 단기간 붕괴열 계산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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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암력용기 적용성 명가기술 

초고온가스로의 압력용기 재질 후보로 9Cr-1Mo-V 강과 같은 고온용 강이 거론 

되고 있지만 상용 가스로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코드나 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료수급이 어려우며 높은 가격으로 비경제적이다. 따 

라서 기폰 상용경수로에 사용되는 SA-508j533 강올 초고온가스로 압력용기 재질로 

사용하는 설계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고 시 노심 열 제거 수단인 RCCS는 사고 및 정상상태의 압력용기 용도에 직 

접 영향올 미치기 때문에 RCCS 설계 및 평가기술도 냉각압력용기 기술과 함께 중 

요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용경수로 압력용기 재질올 초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위한 냉 

각압력용기 설계개념 및 평가기술 개발과 노심 열 제거 수단인 RCCS 설계개념 및 

평가기술올 개발하는데 있다. 

가. 내부냉각용기 열유체 모델 및 평가 

(1) 내부 냉각용기 열유체 평가 

그립 3.1.2.1 내부냉각용기 개념(좌’ 기존설계‘ 우‘ 내부냉각용기) 

내부 냉각용기의 설계개념이 그림 3.1.2.1에 나타나 있다 왼쪽은 기폰 유로이고 

오른쪽은 내부 냉각용기의 유로이다. 기존유로는 이중배관의 바깥에서 공급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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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심배럴과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올 통하여 상부로 공급된다‘ 이 경우 압 

력용기가 고온의 냉각재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설계온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은 이중배관에서 공급된 냉각재가 흑연지지구 

조물 내부에 제공된 다수의 상숭유로를 통하여 원자로 상부로 공급된다 따라서 고 

온의 냉각재가 압력용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압력용기 온도가 낮아진다 내부유 

로 변경만으로 압력용기 온도를 허용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압력용기 내부를 차가운 헬륭으로 냉각할 수 있다. 냉각유로는 기존 설계에서 냉각 

재가 노심으로 공급되는 통로였던 노심배렬과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이 되며 차 

가운 헬륨의 공급원은 헬륨 정화계통이다 

노심입구유로를 완성하기 위하여 상부플레념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설계를 제시 

하였다 상부플레념의 형상은 상숭유로에서 공급된 냉각재가 합쳐져서 노심으로 공 

급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하면서 상부반사체의 지지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 

한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1 .2.2와 같은 상부반사채지지대와 냉각재분배블 

록올 사용한 상부플레넘 구조를 제시하였다. 상부반사채지지대는 원통형 기둥으로 

다른 흑연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열팽창을 홉수할 수 있도록 바닥을 구형으로 가공한 

다. 냉각재분배블록은 반사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통시에 상부플레 

넙과 노심의 냉각재 채널을 연결하는 냉각재 유로를 제공한다. 

상승유로 

상부반사체 

상부반사체 

ÃIÃI 대 
냉각재분배블록 

그림 3. 1.2.2. 냉각압력용기 상부플레념 구조 

냉각재분배블록 형상에 대해서는 그림 3.1.2.3과 같이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두 형상 모두 상부반사체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부가 상부 중앙에 폰재하며 

설치부 주위에 여러 개의 연결 통로가 마련된다， 지지대 설치부 안쪽으로는 냉각재 

분배블록을 취급하는 장비를 위한 취급홍이 마련되어 있다. 1안의 경우 지지대셜치 

부 주위의 각 연결통로에는 핵연료블록의 냉각재채널과 연결되는 다수의 작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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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있어 상부플레념에 모인 냉각재가 핵연료의 냉각재채널로 공급되도록 한다. 

냉각재분배블록의 하부에는 다웰핀(dowe l pin)을 설치할 수 있는 홈이 있어 연결통 

로와 냉각재채널이 정렬되게 한다. 2안의 경우는 냉각재채널을 연결하는 다수의 구 

멍 대신 돔 구조의 공동이 냉각재채널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취급홈 하부에 정 렬 

핀이 있어 냉각재분배블록이 핵연료블록과 정렬되도록 한다. 

예긍톨\ 

，아 r4f x 

휘급률 

g흩동로----
정얻E 

녕>111찌 

역연료 

I I I 

“ 

힌연료l특 
녕각제찌널 

륙e! i:. 

E힘 

그립 3.1.2.3. 냉각재분배블록 형상 

qw 

RPV 

입구플레님빼척 월::il 

Core Barrel 

1/54 에쩍모멀 

112 →에적모말 

그림 3.1.2.4 냉각압력용기 열유체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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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압력용기의 설계 개념을 명가하기 위하여 그림 3.1.2.4와 같은 1/54 모텔과 

1/2 모델을 작성하였다. 1/54 모델에서는 상숭유로(Riser)에서 균일한 유동이 분포 

된다는 가정이 도입되었지만 입구플레넘 해석결과에 따르면 내부유로 변경으로 상 

숭유로(Riser)에서 불균일한 유동분포가 발생한다.[김민환， 2006.03] 따라서 상숭유로 
에서 불균일한 유동분포가 압력용기 온도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7 

개의 상숭유로로 구성된 1/54 모델을 도입하고 입구플레념 해석결과를 상숭유로의 
입구조건으로 사용하였다 영구반사체(PSR) 내부 온도조건과 압력용기 벽면에서의 

열전달 양은 GAMMA+ 코드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대상 원자로는 열출력이 

600MWt이고 노심 입구 및 출구온도가 각각 590"( , 950 "( 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문헌[M. H. Kim, 2008]에 설명되어 있다 

1- • Aiser L.ocajon 1 •- Riser LocatJon 2 • -Alser LDcatlon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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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2.5 냉각유량파 상숭유로 위치에 따른 압력용기 최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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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6 두 해석 모델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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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은 냉각유량과 상숭유로의 반경위치에 따른 압력용기의 최대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유로에서 GAMMA+ 결과는 압력용기 최대온도가 입구 냉각재 

온도에 근접한 577"C를 나타내었지만 내부유로로 적용함으로써 압력용기 온도를 

100\: 이상 낮출 수 있음올 알 수 있다 또한 상숭유로의 위치를 노심 안쪽으로 이 

동하면 추가적인 압력용기 용도를 낮출 수 있다‘ SA-508/533의 정상운전 허용온도 

가 371 \:임을 고려하연 4kg/s 정도의 내부냉각유량이 펼요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헬륨정화계통에서 공급되는 차가운 헬륨의 온도는 140
0

C로 가정되었다. 

그림 3.1.2.6는 1/2 해석모델의 결과를 1/54 모델 결과 비교한 것이다. 냉각유량 

이 없을 경우 두 모텔의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냉각유량이 증가하연 1/2모델의 결 

과가 1/54 모델의 결과보다 조금 높은 압력용기 온도를 예측하지만 그 차이는 

0.7% 이내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숭유로에서의 불균일한 유동분포가 압력용기의 옹 

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올 확인 할 수 있다. 

(2) 내부유로 우회유량 평가 

냉각압력용기 설계를 위해 변경된 내부유로는 영구반사체인 흑연적충 블록에 

제공된 다수의 원통형 구맹의 상숭유로에 의해 상부플레념과 연결된다， 적충블록의 

상하 간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핵연료 블록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입구냉각재 전부가 상숭유로를 통하여 상부플레넘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반사 

체 블록 간의 간극을 통해 핵연료블록으로 빠져나가는 우회유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유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우회유량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Cαe 

q 

RPV 

Pressure 
Boundary 

J 

그림 3.1.2.7 내부유로 우회유량 평가를 위한 1/ 12 CFD 모델 

내부유로 우회유량 평가를 위해 그림 3.1. 2 . 7과 같이 CFD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 

다 계산영역은 노심배럴 바깥 영역과 연료블록을 포함한 안쪽 영역을 제외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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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구 반사체 역만 고려하였다 계산의 효융성을 위해 대청조건올 적용한 1/12 

모텔을 사용하였다 

그립 3.1 .2.8은 내부유로 우회유량 평가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과 격자계이다. 

냉각재는 상숭유로， 상부플레념/ 노심올 통과하면서 압력강하가 발생한다 본 해석 

에서는 출구영역의 압력올 기준으로 노심 압력 강하를 30kPa로 가정하고 내부 경계 

변에 압력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상숭유로 출구는 상부플레념과 노심입구에서의 

압력강하 10kPa올 고려하여 40kPa의 압력 조건을 정하였다 격자계는 육연체 격자 

로 구성되었으며 총 1，373，431개이다.[김민환， 2008.5) 

매 

Oullet 

그림 3.1.2.8 내부유로 우회유량 평가를 위한 경계조건과 격자계 

그림 3. 1.2.9는 블록 간의 갱크기 변화에 따른 우회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1mm의 간극이 입구유량의 14%에 해당되는 우회유량을 발생시킨다. 

우회유량이 발생하면 노심 유량이 감소하여 압력강하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우회유량은 예측된 값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 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부유로에 의해 

발생되는 우회유량의 양은 설계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올 정도로 크며 우회유량을 

감소시키는 설계방안이 요구된다 

그렴 3.1.2.10은 블록배열에 따른 우회유량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기본 배열은 

각 블록 간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이며 엇갈림 배열은 블록 간극의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하부영역에서 많은 우회유량이 발생하고 

있다， 엇갈립 배열이 기본배열보다 우회유량올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그 

립 3.1.2.10에 보인 바와 같이 엇갈립 배열이 하부영역에서 약간의 우회유량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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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상부영역에서는 우회유량이 증가되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추후 내부유로의 설계 구현을 위해서는 블록 간극을 통한 우 

회유량을 막기 위해서 쐐기(key) 설치와 같은 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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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9 간극 크기에 따른 우회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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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CCS 열유체 모텔 및 평가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는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의 사고 상황에서 노심잔열제거를 위한 최종 열침원이다 

RC<꼬는 내부기기가 허용 가능한 최고온도에 있는 상황에서도 열적 성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RCCS의 열전달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요구된다 

PMR-600의 RCCS는 GT-MHR[GA, 2002]의 설계를 참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RCCS는 원자로압력용기(RPV， Reactor Pressure Vessel)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로공동 안에 설치되어 있다 RCCS 관 2927ß가 원자로공동 안에 

환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RPV 벽의 높은 온도로 인해 RPV에서 RCCS로 복사에 의 

한 열전달이 발생하며 전달된 열은 RC<퍼 관내의 공기의 자연대류로 제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RC<그S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려대상인 문제를 단순화 

하여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축대칭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RCCS의 2927ß 

의 관을 한 개의 환형관으로 가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으로 인해 RCCS 형상 

이 변화하여 열전달현상이 실제와 다르게 예측될 수 있다 

이전 계산[조봉현， 2007.03]에서는 D。와 DTRM올 사용하여 2차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RCCS의 유량을 강제대류형태로 설계값이 나오도록 지정하는 경우와 

자연대류로 해석하는 경우를 해석하여 자연대류의 유량이 훨씬 많이 나옴을 보였 

다. 본 계산에서는 축대칭가정올 적용하는 2차원 계산모형에 적절한 유로저항이 부 

가되도록 다공성 매질법[김성훈， 2009.03]과 다공성점프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기냉각 RC<죄의 정상상태에 대한 해석올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다공성정 

프경계조건에 의한 계산만 기술하기로 한다- ‘ 

(1) RCCS 정상상태 CFD 해석 

(가) 계산영역 및 계산 방법 

설계에서 RC<조의 관은 외벽을 기준으로 2 x 10 인치 크기인 0.1875 인치의 두 

께를 가진 관이다 계산 모형에서 원자로공동은 높이방향으로 -3.157 - 16.716 m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고온 가스 덕트(hot gas duct)의 중심선 높이가 o m의 높이에 
해당한다‘ 반경방향의 제산 영역은 RPV 내벽으로부터 RCCS까지이다. 축대칭조건이 

사용된 2차원 계산모형에서는 반경이 4.722 m의 지접부터 일정거리까지 환형관의 

형태인 RCCS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코드인 FLUENT [FLUENT, 2006]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사 

열전달 모형 중 DO 복사 모형 [Chui， 1993]이 사용되었다 복사전달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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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Transfer Equation)을 푸는 DO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7x7의 division 

올 사용하였고， 3x3의 pixelation을 사용하였다. 

원자로공동과 RCCS 관내의 유체영역에 대한 연속 방정식， Navier-Stokes 방정 

식， 에너지 방정식이 해석되었다. 고체영역에서는 RPV와 RCCS의 관 벽에서는 열전 

도 해석을 위해 에너지 방정식 이 해석되었다 사용된 난류모형은 RNG k-e 모형이 

며/ 난류모형에 대한 벽 경계조건은 Enhanced wall treatrnent를 사용하였다 원자로 

공통은 1 bar의 압력인 공기로 채워져 있다 RCCS 유통의 입출구 조건은 압력경계 

조건으로 지정하였다 RCCS 내부 유체는 공기이며 입구조건으로 45"C와 1 bar의 

온도와 압력조건을 사용하였다， 공기의 물성치는 N1ST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구 

해진 값을 적용하였다 중력가속도를 고려하였으며/ 부력계산으로 기준으로 사용되 

는 기준밀도는 1 bar, 43 "c의 공기 밀도인 1.117 kg/m’을 사용하였다 

모든 벽은 스테인리스강의 물성치를 갖는다 계산 영역의 경계에 폰재하는 벽 중 

경계조건이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RPV 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열로 처리하 
였다 각 고체의 열용량과 열전도는 옹도의 함수로 지정하였다‘ 스테인리스강의 방 

사율 (emissivity)은 0.8이다， 벽은 모두 회체 (grey body) 로 가정하였다 

RCCS 관의 chimney 중 한 높이에 다공성정프 경계조건올 주어 RCCS 관의 압 

력강하를 근사하였다. RCCS 관 중 원자로공동 위에 설치된 부분 즉 30 m의 길이 

로 지정되어있는 chimney는 마찰계수가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압력강하는 다공 

성점프 경계조건으로 모의하였다 실제 설계에서 이 부분의 형상이 정확하게 정의 

되어있지 않아서 chimney 벽에서의 유동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를 정확히 모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공성정프 경계조건의 압력강하 값은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RPV 내벽의 열전달량[탁납일， 2008a]에 대해서 목표하는 RCCS 유량이 나오도록 다 

공성정프 경계조건내의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계산을 위해 생성된 3개의 계산모형틀은 한 개의 환형관으로 가정된 RCCS 관이 

RCCS의 외경과 내경올 그대로 유지하는 모형 (Case A), RCCS 관의 유통단연적과 

같은 단연적을 갖는 환형관의 모형 (Case B), 그리고 사각형태의 관과 같은 압력강하 

를 갖도록 폭이 조정된 환형관의 모형 (Case C)이다 단， 환형관의 내경은 기존의 

RCCS 내경과 일치하도록 고정되어있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표 3. 1.2.1에 정 리되어 

있다 

표 3.1.2.1 계산 모형의 치수 

Case A Case B Case C 

바깥쪽 반지름， m 4.9꺼2 4.8250 4.7921 

안쪽 반지름" nl 4.7268 4.7268 4.7268 

폭， m 0.2444 0.0982 0.0653 

단면적， m' 7.4485 2.9465 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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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전달량 및 온도 비교 

그림 3.1 .2.11은 각 모형에서 예측한 벽에 따른 열전달량을 보여주고 있다 모 

든 모형에서 W1으로 전달된 열의 절반 정도는 복사열전달의 형태로 W2로 전달되 

며， 나머지는 W1 쪽 RCCS 내벽에서 대류의 형태로 RCCS 내부 유동에 열전달 되 

는 것으로 나타녔다 W2는 단열조건으로 가정하였으므로 W1에서 전달받은 열이 

모두 대류를 통해 RCCS 내의 공기로 전달된다. Case A, B, C는 RPV 외벽에서 각 

각 96.5, 94.3, 93.2%의 열전달이 복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형 

관 폭이 가장 작은 Case C의 대류열전달이 가장 크게 나타녔다 

a) 

---------
\.1 

• IiIT - - Rc •• ‘’i,@ 

F 념 
.-----. 

j꾀파 ... 

그림 3.1.2.11 각 벽에서의 열전달량 a) Case A, b) Case B, c) Case C 

(실선: 총열전달， 점선‘ 복사열전달， 단위: MW) 

GAMMA+의 예측과 비교하면 RPV 외벽의 온도의 분포는 비슷하나 절대적인 

크기는 높게 예측되었다 (그림 3.1.2.12, 3.1.2.13 참조). 특히 Case A는 다른 모형에 

비해 더 높게 예측되고 있으며， 가장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는 Case C는 약 30'"(; 정 

도 높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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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RPV 외벽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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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RCCS 관의 벽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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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S 관의 벽 온도도 Case A가 다른 예측에 비해서 높게 예측하고 있다. Case 

C로 예측된 RCCS 관의 벽 은도는 RPV 외벽 온도의 경우와는 다르게 GAMMA+의 

예측에 비해 W1에서는 20 "(:정도 낮고， W2에서는 최대 50 "(: 정도 낮게 예측하고 

있다. Case B의 벽온도는 두 벽에 대해서 Case C에 비해 약 40 "(:정도 높게 예흑한 

다 RCCS 관의 외벽 옹도 측연에서는 Case B가 GAMMA+와 가장 비슷한 예측올 

하고 있다. 

그립 3.1.2 .14에서는 0, 5, 10, 15 m의 높이에 해당하는 곳의 온도예측올 서로 비 

교하고 있다. RCCS의 내경에 해당하는 4.7268 m이후의 온도는 각 모형별로 환형관 

의 폭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의 편이를 위해 환형관의 폭으로 무차원하여 그림 

3.1.2.15에서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 인 온도의 경향은 모든 모형에서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높이가 높아질 

수록 모든 영 역에서 더 높은 옹도를 예흑하고 있다 RPV와 원자로공동에서의 용도 

는 Case C가 낮고 Case A가 높게 예측하고 있다 Case B는 Case C에 가깝지만 조 

금 높은 온도로 예측하고 있다 

RCCS 관 내의 유체온도는 양쪽 벽에서 높은 온도를 갖고 중심 쪽에서 낮은 형 

태이다 W1은 RCCS 관 내의 유체를 가열합과 동시에 W2쪽으로 복사열전달을 하 

고 W2는 받은 복사열올 이용하여 근처의 RCCS 관 내의 유체를 가열한다 RCCS 

관 내에서 벽 근처의 온도는 Case A가 가장 높고 중심에서의 온도는 Case A가 가 

장 낮다 Case B와 Case C의 온도 분포는 거의 비슷하다. Case A의 폭이 가장 크 

므로 RCCS의 유량이 같은 상황에서는 제일 속도가 낮다 그러므로 벽면에서 열전 

달이 잘되지 않아 벽면의 온도가 높게 예측되었고， RCCS 중심부의 유채온도는 낮 

은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Case B와 C는 Case A에 비해서 좁은 폭 

을 갖고 있으므로 RC<경 관 내의 유속이 커서 열전달아 잘되고 있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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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 내부에서의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는 Dittus -Boel ter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환형판의 수력직경 (hydraulic diameter)는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 

격 (D" D，)이다 

I . _ \'o .',} 

I1 D" I mD, \ 
Vn = --，수= O ， 023Re ';γp，." I = 0.02:31 --.-" 1 p ,.", 1 

U k - - - •.. -u. -.---\ fLA I 

h = 0.02μ나L| uP/) ; 
lμ‘ A ‘D，，) 

(3 1.2.1) 

(3.1.2.2) 

열전달계수는 거의 같은 유량에서는 수력직경과 유동 단연적이 작을수록 크게 

예측된다 세 개의 모형 중에서는 Case C의 수력직경과 유통 단면적이 가장 작아 

열전달계수도 크다 같은 열전달량 하에서 상대적으로 큰 열전달계수는 그림 3.1.2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낮은 RC(경 벽 온도를 의미한다 RPV 외벽과 RCCS 사이의 

복사열전달은 그램 3. 1. 2.11에서 보이는 것처 럼 전체 열전달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열전달은 복사열전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RC연 관의 

벽온도를 예측하는 경우는 RPV 외벽으로부터 복사열전달로 열제거가 잘 이뤄져서 

낮은 RPV 외벽 온도를 예측하게 된다 

시각단면을 갖는 RCCS의 2927R 의 관윤 한 개의 환형관으로 단순화시키는데 있 

어서 초기의 유량을 다공질점프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일치시켰기 때문에 각 모형의 

손실계수 (los5 coefficient) 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유량이라고 할 

지라도 각 모형의 단띤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모형의 RCCS 관 내 유체속도는 다르 

다‘ 가장 큰 유량 단면적을 갖는 Ca5e A의 경우가 가장 평균 속도가 느라고/ 가장 

작은 유량 단변적을 갖는 Ca5e C가 가장 평균 속도가 삐르다 그리고 압력강하의 

대부분을 다공질점프 경계조건에서 만들어내는 Ca5e A에 비해서 Case C는 압력강 

하의 대부분을 환형관 영역에서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Case C는 사각관과 거의 비 

슷한 마칠게수뜸 예측하게 되며， 열전달게수도 비슷하게 예측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사용한 축대칭가정을 이용하면 원자로공동을 RCCS의 전후로 양분시켜서 실제 

대류에 참여하는 원자로공동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2차원 가정으로 인해 RCCS와 

원자로 공동 콘크리트 내벽사이의 원자로 공동은 열전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게 되어버린다 2차원과 3차원 게산모형에서 RCCS의 형태가 달라서 원자로공동에 

서의 유처|의 흐름이 달라지고/ 각 벽의 역할이 달라진다 대류가 전체 열전달에 차 

지하는 크기도 달라지고 각 벽에서의 온도분포가 다르게 예측되며， 각 벽에서의 열 

전달량도 다르게 예측된다 특히 3차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RCCS의 옆벽 (W3)이 

대류나 복사열전달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축대칭으로 가정한 것의 적절성에 의문 

을 갖게 한다， 추후에 3차원에서만 존재하는 옆벽의 역할을 열원의 형태로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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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다.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연 2차원 계산으로도 더 나은 예측을 할 것으로 보인 

(2) LPCC 사고시 RCCS 거동에 대한 2차원 CFD 해석 

(가) 계산 방법 

정상상태의 계산 중 다공질정프 경계조건을 이용한 방법올 채택하여 계산을 수 

행하였다 격자를 포함한 모든 계산방법은 비정상계산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정 

상상태의 계산 때와 동일하다 LPCC 사고시 RCCS의 거동을 살피기 위해 

GAMMA+[탁남일， 2008b]로 얻어진 시간에 따른 RPV 내벽에서의 열속을 경계조건 

으로 사용하였다. 비정상계산올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간격윤 10초로 설정하 

였다 총 해석은 사고 후 120시간까지 수행되었다 

(나) 계산 결과 

그립 3.1.2.16는 예측된 RCCS의 공기유량올 보여주고 있다 초기 RCCS 공기 유 

량은 일치하더라도 세 개의 모형들은 서로 다른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 C 

의 경우가 GAMMA+의 예측 결과에 가장 비슷하였다 48시간이후에서는 Case A와 

C가 Case B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RCCS 출구 온도 차이는 5 "C 이내이다 (그림 3.1.2.1끼 이는 각 모형들의 예측된 유 

량의 차이가 2%이내이고， RPV 내벽에서 방출되는 열량이 같기 때문이다-

'" 

홍 t늄，킥 

‘p 
a‘ • 킹 g ". o 

2‘ .. 72 g ", 

Tirre (tn) l'n'o(hs) 

그림 3.1.2.16 RCCS의 공기 유량 그림 3.1.2.17 RCCS 출구 온도 

도달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인자 중인 하나인 RPV 

3. 1. 2.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모형틀이 GAMMA+의 계 

목표치에 

그림 

RCCS의 설계 7} 

벽의 최대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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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결과보다 높은 RPV 벽온도를 예측하고 있다 Case A는 

하고 있으며 Case C는 약 30 'C정도 높게 예측하고 

개조건이 주어지는 RPV 내벽에서 발생한다 RPV 

3.1.2.19에 보이고 있다 

외벽의 온도는 원자로공동내의 유동과 RCCS로의 복사열전달로 인해 냉각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RPV 내벽에 비해서 낮게 예측된다 RPV의 최대온도 예측과 

마찬가지로 Case C가 GAMMA+와 가장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 다만， 

GAMMA+ 예측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Case C의 경우에는 20 'C정도 예 

측을 높게 하고 있다 

약 120'C정도 높게 예측 

있다‘ RPV내의 최대 온도는 경 

외벽에서의 최대 옹도는 그림 

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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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RPV 외벽 최대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Case A는 다른 모형에 

50 'C정도 낮게 예측하고 

GAMMA+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예측에 비해 낮게 예측하고 있다 

온도 

온도 

그림 3.1.2.20은 시간에 따른 RC<꼬 관의 최대 

GAMMA+의 예측과 가장 가까운 것은 Case B이다‘ 

100'C이상 높게 온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Case C는 

Case C의 경우에는 모의 시간의 초기에는 

하였으니 / 시 간이 지 남에 따라 GAMMA+의 

그림 3.1.2.18 RPV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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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0 RCCS 관의 최대 온도 

55 



RCCS의 외벽과 내벽의 위치를 유지한 모형(Case A), RCCS 단면적을 유지한 모 

형 (Case B), 그리고， RCCS의 관과 같은 압력강하를 갖는 환형관의 모형(Case C)퉁 

세 개의 계산모형에 대해서 비정상 모의를 진행하여 그 결파를 GAMMA+의 예측 

과 비교하였다 RPV의 벽온도와 RCCS의 유량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Case C의 예 

측이 가장 잘 예측하였다 비록 RCCS의 벽온도에 대해선 50"(;정도 낮게 예측올 하 

고 있지만 RCCS의 벽온도는 사고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같은 압력 

강하를 갖는 환형관의 모형인 Case C가 LPCC 사고 모의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 

인다 다른 사고시 RCCS의 거동을 모의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한지의 여부는 다른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모의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단열/외부공기냉각 열유체 모델 및 평가 

(1) 단열냉각용기 설계 개념 평가 

단열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은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에 대해 원자로 압력용기(reactor 

pressure vessel, RP끼와 원자로 노심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함으로써 정상운전 중 RPV 온도 

를 낮추고자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열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의 열유체적 타당성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참조 원자로를 대상으로 GAMMA+ 계산을 수행하였다. 

GMα1A+ 계산은 정상운전 상황과 사고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 

계산서 I탁남일， 2008. 06]에 정리되어 있다 

(가) 참조 원자로 및 GAMMA+ 시스댐 모델 

단열 냉각압력용기의 열유체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참조원전으로서 600MWth 열출력 

을 갖는 블록형 초고옹가스로 (p끼sn빼c very hlgh tem야rature reactor)를 삼았다. 단열재는 

원자로 노심과 RPV사이 중에서 원자로 배렬과 영구 측면 반사체 블록 φerrnanent side 

reflector block)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RPV와 원자로 배럴 사이에 설치할 경우 

RPV와 원자로 배럴사이의 복사열전달을 방해하여 사고시 더욱 불리하다 특히 RPV 안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단열재 고정을 위해 RPV에 구멍을 만드는 퉁의 RPV 손상을 줄 가 

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단열재는 산업용으로 개발된 것이 매우 다양하여 용도에 

맞는 것올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낀은 단열 냉각압력용기 해석을 위한 GAMMA+ 시스댐 모델을 보여준다， 그립 

3.1.2.21에 도시한 단열재를 제외하연 참고문헌 πak et al., 2008. 05]에 사용한 것과 통일한 

모텔이다. 노심의 출력분포 역시 참고문헌 π'ak et al., 2008. 05]에서 사용된 조건 중 주기 

초(begin of cyclε BOC)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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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운전 조건 계산 결과 

대한 정상운전 조건 GA!vα1A+ 계산결과 

보여준다 microtherm은 GT-MHR에서 

그림 3.1.2.22 

있음을보 

있다 1 cm 

그림 3.1.2.22는 단열 냉각압력용기 설계개념에 

로서 microtherm 두께에 따른 RPV 온도 분포를 
사용되는 단열재의 한 종류로서 열전도도는 약 0.03 WJ mK 정도이다 

는 단열재를 설치함으로써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RPV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여준다 0.5 mm라는 매우 앓은 두께조차 RPV 온도를 약 40 "c가량 떨어뜨렬 수 

두께를 적용할 경우 밍'V 옹도를 100 'c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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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 단열 냉각압력용기 해석을 위한 GAMMA+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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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 조건 계산 결과 

단열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이 실제 적용되려면 정상운전 조건 뿐만 아니라 사고 조건 

에서도 타당성을 가져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고 조건으로서 고압열전도사고 

(hl앙1 pressure conduction cooling accident, HPC디와 저압열전도사고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accident, LPC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단열재의 단열 성놓에 따른 영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microtherm 두께 0.5 mm인 경우와 5 mm인 경우에 대해 

서 G때1MA+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1.2.23과 그림 3.1 .2.24는 LPCC 사고 조건에 대해 GAMMA+ 계산올 수행한 결과 
로서 시간에 따른 RPV와 핵연료의 최고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단열재를 두었을 때 RPV 온 
도는 크게 감소하지만 핵연료 온도가 상숭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LPCC 조건에서 5 mm 

단열재는 핵연료 온도 제한값을 크게 벗어난다.0.5 mm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핵연료 

온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연료 최고온도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올 경우 

보다 약 3O'C 가량 중가하였다 즉 단열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은 0.5 mm 단열 두께의 경 

우와 같이 사고 조건에서 핵연료 온도 제한값올 만족시키도록 설계할 수는 있으나 원자로 

안전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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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23 LPCC 조건하에서의 RPV 최고온도 거동 

• 58 



2000 

. 1800 

1600 
....---、‘ 、

~ 
1400 

(
Q。
)잉긍
m
」
ω
Q
E
ω←
 -
@
그ι
 x
m
p
α
 

--No insulation 
0.5 mm insulation 
5 mm insulation 

1200 

500 400 300 200 100 
1000 

o 
Time (hr) 

그림 3.1.2.24 LPCC 조건하에서의 핵연료 최고온도 거동 

그림 3.1.2.23과 그림 3.1.2.19와 같은 결과는 HPCC 사고 해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맨CC 사고 조건에서도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RPV 최고온도는 감소하지만 핵연료 최고온도 

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PCC와 마찬가지로 5 mm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핵연 

료 온도 제한값인 1600 "c를 크게 벗어났다. 0.5 mm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핵연료 온도 

제한값 1600 "c를 넘지는 않았으나 단열재를 두지 않은 경우보다 핵연료 온도가 약 4O "C 

가량중가하였다 

(라) 결론 

정상운전 조건에 대한 GAMMA+ 계산결과 원자로 노심과 압력용기 사이에 셜치한 단열 

재는 압력용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단열재는 사고 상 

황에서 핵연료 냉각을 저해하여 원자로 안전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일으켰다 초고 

옹가스로에서는 원자로의 고유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 반경방향으로는 단열재 

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사고 조건에서 RCCS로의 pa똥ive cool-down올 자연스럽게 유도하 

기 위한 철학이 담겨있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RPV 온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초고온가스로의 고유안전성을 떨어뜨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열 냉각압력 

용기 개념의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되고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상기 냉각압력용 

헬륨으로 강제 냉각하지 않고 압력용기 외벽올 

외부공기냉각용기라고 칭한다 외부공기냉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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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공기냉각용기 

압력용기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기 개념에서 압력용기내부를 차가운 

강제 냉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드인 CFX-ll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2.25는 외부공기냉각용기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에 고려된 원자 

로는 600MWt급의 블록형 노심 초고온가스로이며 노심 입출구 온도는 각각 490'(: 

와 950'(: 이다 본 해석에 사용된 해석모델은 원자로공동에 강제순환을 위해 압력 

용기 하단에 설치된 송풍기를 모사한 Momentum junction올 추가한 것올 제외하고 

참고문현 [엄홍식， 2008.01]에 사용된 것과 같다 그림 3.1 .2.26은 CFD 모델의 단면과 
격자형상을 보인 것이다 원자로공동의 강제순환을 모사하기 위해 Subdom뻐1올 만 

들고 압력차를 이용한 Momentum Source를 적용하였다 상세모델파 경계조건은 참 

고문헌 I김민환， 2008.06]에 나타나 있다 

GAMMA+ 계통 열유체/안전 해석코드와 범용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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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 외부공기냉각용기의 개념도와 GAMMA+ 해석모델 

표 3.1 .2.2는 CFX 해석과 GAMMA+ 해석 결파의 최대온도와 RCCS 열손실량을 
비교한 것이다 CFX 결과는 압력용기 최대옹도를 GAMMA+ 결과보다29 "(; 정도 높 

게 예측하고 있다‘ 높은 압력용기 온도 때문에 RCCS로 전달되는 열량도 높게 나타 

나고 있다 GAMMA+ 결과는 전체 열전달에서 대류 열전달의 비중을 CFX보다 높 
게 예측하고 있다 GAMMA+는 RCCS 채널을 2차원으로 가정하였올 뿐만 아니라 
원자로 공동에서의 대류현상을 단순 순환유통으로 가정하고 두 팽판사이의 자연순 

환에 대한 실험상관식으로 자연대류 열전달올 계산하기 때문에 GAMMA+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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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상을 고려한 CFX 해석결과와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T / 

RCCS 
Oowncomer 

/뼈l -------
\RCCS 

Rísi'‘9 

a ‘...,'" 

f v” 

Corn 
Bancl 

Momentum (t.P) 
- Sub Domain 
- General Momentum Source 
- Z component: ðP/6Z 

Jþ 
그림 3.1 .2.26 외부공기냉각용기 해석을 위한 CFD 모델 

표 3.1.2.2 꽁기냉각유량이 없을 때 GAMMA+와 CFX 결과의 비교 

Parameler GAMMA+ CFX 
Tin/Tout CC) 490/950 490/950 
Max. Vessel T ('C) CFX 347.7 376.7 

Radiation 1.39(74.7% ) 1.67 (85.7%) 
RCCS Heat Loss (MWt) Convection 0.47(25 .3%) 0.28 (14.3%) 

Tota! 1.86(100%) 1.95 (100%) 

그림 3.1.2.27은 송풍기 유량에 따른 압력용기 최대온도 변화를 GAMMA+ 와 

CFX 결과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GAMMA+ 결과는 작은 유량에서 압력용 

기 최대온도 값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량이 증가하여 어떤 임게유량 

을 초파하면 개단형상의 온도갑소(약 10 't)를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에는 유량이 증 

가하여도 최대온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l칸변， CFD 결과는 GAMMA+ 결 

과에 나타난 게단형태의 옹도감소 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28은 CFD 해석 결과로부터 송용기 압력차 변화에 따른 유션 분포를 

나타낸 젓이다 송풍기 암력차가 직을 경우(P=30Pa)를 살펴보면 송풍기를 통하여 

토출된 유동은 벽면제트 형태로 압력용기 벽면을 따라 상승하지만 압력용기 상부벽 

민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RCCS 채널 하단부를 지나 다시 송풍기로 공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강제 순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송풍기의 압력차를 중가시켜도 유통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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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절대 값만 증가하고 원자로 공동 하부에 형성되는 강제순환유동의 크기는 증 

가하지 않는다 원자로 상부 공동의 유동형상은 하부 공동의 강제순환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자연대류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400 

380 ‘ - +-•· • • 

360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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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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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송풍기 유량에 따른 압력용기 최대온도 변화 

그립 3.1.2.29는 송풍기 압력차 변화에 따른 압력용기 외벽과 내벽의 온도거동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압력용기 하부는 강제순환의 영향을 받아 강제순환이 증가할 

수록 압력용기 내 · 외벽 온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순환 영역을 벗어난 상 

부 벽변에서의 온도는 송풍기 압력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공동의 공기를 강제순환 시켜 압력용기 온도를 낮추 

고자하는 외부공기냉각 압력용기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외부 공 

기냉각으로 압력용기 온도를 낮추려면 강제순환이 원자로 상부까지 도달할 수 있도 

록 유로를 형성시키는 것이 펼요하다. 압력용기와 RCCS 사이에 상숭유로와 하강유 

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원통형의 판을 설치하연 강제순환 유로가 형성되어 압력용 

기 온도를 낮출 수 있겠지만 사고시 노심열제거 수단인 압력용기에서 RCCS로의 복 

사열전달에 방해가 되어 핵연료 온도를 중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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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송풍기 앙력차 변화에 따른 유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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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CCS 및 종합 안전성 평가 

현재까지 개발된 초고온가스로 설계 개념들에서 제시된 RCCS 개념은 물냉각 

(water-cooled) RCCS와 공기냉각(air-cooled) RCCS 두 가지이다. GT-MHR과 

GTHπ~300 [Kunitomi et at., 2004]은 공기냉각 RCCS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PBMR [Staden, 2004]과 HTR-PM은 물냉각 RCCS를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공동을 

통한 열제거는 정상운전시 열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고시에는 피동 냉각능력 및 이 

의 지속성이 최대로 보장되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냉각 RCCS 개념은 정상운전시 기생 열손실이 작고 피동성과 지속성은 좋으나/ 

사고시 냉각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작동 웅답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물냉각 

RCCS 개념은 사고시 대용량의 잔열제거와 옹답속도에는 유리하나r 피동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며 정상운전시 기생 열손실이 크다 이처럽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조는 각각의 장정과 단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RCCS 냉각 방식의 

장정올 모두 이용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안한 것이 복합형 RCCS 개념 

[조봉현， 2007]이다. 본 연구에서는 GAMMA+ 열유체 시스탱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복합형 RCCS 설계 개념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1) 복합형 RCCS 개 념 

복합형 RCCS 개념은 기존의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CS의 장정을 살리기 위하여 그 

림 3.1.2.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CS를 모두 사용하며 각기 독립 

적으로 작동하는 루프를 갖는다 공기냉각 RCCS는 외부 대기를 자연순환에 의하여 피통적 

으로 흐르게 하는 개방형 루프를 가지며 물냉각 RCCS는 펌프 밸브，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폐루프 강제 순환 시스댐이다 

공기냉각 RC<죄의 냉각채널과 물냉각 RCCS의 냉각채널은 모두 원자로 공동 내 

부에 설치되는데 그림 3.1.2.31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냉각 RCCS 냉각채널의 

뒤쪽에 물냉각 RCCS 냉각채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기냉각 RC<그S 냉각채널은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전달되는 복사열에 직접 노출되지만 물냉각 RCCS 냉각채널은 

공기냉각 RCCS 냉각채빌과 접촉한 면으로 흐르는 열전도 열전달 현상에 의해 간접 

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립 3.1.2.31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냉각 냉각채덜올 앞에 두고 공기냉각채널을 뒤에 두는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상운전 중에는 공기냉각 RCCS 및 물냉각 RCCS 두 개 중 한 개만 운전하지만 사고 

조건에서는 두 시스템 모두 동시에 작통시킨다 정상운전 중에 공기냉각 RCCS를 운전하고 

사고 조건에서 툴냉각 RC<그S를 함께 구동시키는 것이 정상운전 중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사 

고시 신속한 운전원 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상운전 중 물냉각 RCCS를 이용하 

고 사고시 공기냉각 RCCS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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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냉각채널이 앞에 있는 경우 (b) 볼냉각 채널이 앞에 있는 경우 

그림 3.1.2.31 복합형 RCCS 냉각채빌 배치 

(2) GAMMA+ 열유체 시스템 해석 모델 

복합형 RCCS의 열유세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PMR200 원자로를 

대상으로 GAMMA+ 열유채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였다 PMR200은 기본적으로 공 

기냉각 RCCS른 고려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복합형 RCCS 개념 중에서 공기냉각채 

널이 앞에 있는 경우인 그림 3.1.2.31 (a)를 고려하였고 물냉각 RCCS는 사고시에만 

시동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사고 시니 리오로서는 저압열전도사고 (LPCC)를 선정 

하였다‘ GAMMA+ 입력자료는 안전분야에서 직성한 PMR200 입력자료l전지수/ 

2009.03]를 수성하여 이용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물냉각채널과의 복사열전달은 

무시하였고 기존 물냉각 RCCS 해석 [Ta k et a l., 2008.05]과 마찬가지로 문냉각 채널 

안쪽 변에 일성온도 조건을 부여하였다 

65 



압력 

설계 

PMR200의 핵 연료 및 

위하여 기존의 

복합형 RCCS를 가진 

예측한 결과이다. 비교를 

경우도 추가하였다 

시스템 해석 결과 

그립 3.1.2.32은 LPCC 사고시 

용기 최고 온도 거동을 GAMMA+로 

개념인 공기냉각 RCCS만 작동하는 

(3) 열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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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울냉각 RCCS는 압력용기의 최고온도를 

다소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복합형 RCCS가 핵연료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공기냉각 RCCS가 갖는 피동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그림 

3.1.2.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력용기에서 제거되는 열량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물냉각 RCCS가 작통합으로써 공기냉각 RC<효에서의 열제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RC<응를 가진 PMR200의 그립 3.1.2.32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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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냉각 RCCS 열제거량 

RCCS를 가진 PMR200 열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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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a) 압력용기 열제거량 

그럼 3.1.2.33 LPCC사고시 



RCCS 바와 같이 복합형 RCCS가 작동합으로써 공기냉각 

아울러 공기냉각 채널을 흐르는 공기유량도 감소한다 결 

RCCS가 제거하는 열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림 3.1.2.34에 보인 

채널의 온도는 감소하며 

과적으로 공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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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냉각 채널 거동 

있다 

GAνα1A+ 

LPCC사고시 

복합형 RCCS는 초고온가스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3.1 .2.35은 복합형 RCCS에서 공기냉각 RCCS가 실패했을 경우의 

결과이다 펴동적으로 작동하는 공기냉각 RCCS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경 

물냉각 RCCS가 작동함으로써 핵연료 및 원자로 압력용기를 효과적으로 냉 

수 있음올 보여준다. 그림 3.1.2.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냉각 채널 자체의 

온도도 크게 상숭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 

RCCS를 가진 PMR200의 그림 3.1.2.34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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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35 복합형 RCCS를 가진 Pκ1R200의 LPCC + 공기냉각 RC<조 실패시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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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1.2.36 복합형 RCC:S를 가진 PMR200의 LPCC + 공기냉각 

RCCS 실패시 공기냉각 채널 최고옹도 변화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CS의 장접을 결합한 복합형 RCCS 

설계 개념의 열유체 특성을 GAMMA+ 열유체 시스댐 해석올 풍하여 평가하였다.GMα11A+ 

계산결과 복합형 RCCS는 사고시 핵연료 용도를 낮추는데 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고 원자로 

압력용기의 온도를 다소 낮추는 역할올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합형 RCCS는 공기 

냉각 RCCS가 실패했올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핵연료와 원자로 압력용기를 냉각시키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현재 피동형으로 작동되는 시스댐의 신뢰도 평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피동형 시스탱인 공기냉각 RO퍼의 실패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형 RCCS의 설계 개념을 ptyα200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 

다 연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 초고온가스로 최적설계를 위한 열유채 요소실험 

(1) 단일 적충 블록 실험 

(가)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심 내 우회유량 정 량화를 위하여 단일 적충 블록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3.1.2.37과 같이 노심 내 육각형 구조물 

의 세 중점을 연결한 연을 검사 체적의 단연으로 삼는 단위-셀(Unit cell)을 도입하 

여 단위-셀 내에 포함되는 블록 종류와 각 블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크기에 따 

라 우회유량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모텔로 한 노심 내 핵연료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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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및 반사체 블록은 GT-MHR 노형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셀 내에 포함되는 블록 

은 그림 3.1.2.38와 39에 나타난 핵 연료블록(Fuel block)과 반사체블록(Reflector 

Block)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립 3.1.2.40에 나타나는 것처럼 노심 내에 위 

치한 블록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블록조합에 대하여 3가지 (F1R2， F2R1, F3) 케이스 

로 구분되고， 간극의 크기는 1 mrn, 3mrn, 5rnrn 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블 

록 조합 및 간극 크기 조건 변화와 더불어 입구유량조건에 따른 우회유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세 가지 입구유량 조건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표 3.1.2.3은 실 

험 케이스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1.2.3 입구유량조건/ 블록조합， 간극 크기에 따른 실험케이스 

Gap 1 mm Gap 3 mm Gap 5mm 
G1F1W1 G3F1W1 G5F1W1 

Fl GIFIW2 G3FIW2 G5FlW2 
GIFl씨13 G3F1W3 G5F1W3 
G1 F2Wl G3F2W1 G5F2W1 

F2 G1 F2씨12 G3F2W2 G5F2W2 
G1F2W3 G3F2W3 G5F2W3 
G1F3、111 G3F3、111 G5F3Wl 

1"3 G1F3W2 G3F3W2 G5F3W2 
G1F3、113 G3F3、113 G5F3、113

그림 3.1.2.37 단위-셀 개념도 

「
|
” L 

그림 3.1 .2.38 핵 연료블록 그림 3.1.2.39 반사체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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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40 핵연료블록 및 반사체블록 조합의 종류 

(나) 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험 방법 

그림 3.1.2.41 - 43은 주요 실험 구성도 및 실험 장치들을 보여준다- 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 장치는 크게 송용기(Blower)와 풍동(Wind Tunnel), 테스트섹션과 유량 

측정 장치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Data Aquisit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테스트섹 

션 전단부의 정삼각형 모양의 단연올 가진 풍동은 테스트섹션으로 유입되는 입구 

유량의 균질성올 위해 설치되었으며 송풍기는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유량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풍동의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섹션은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 간극 조절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량 측정 장치로는 유로 내 구조 

물 전 · 후단에서 측정되는 차압을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는 BDFT 유량계를 사용 

하였다 

그림 3.1 .2.41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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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3 Data Acquisition System 그 립 3.1.2.42 DP Transmitter 

및효접 모집 셀최 렌슨특 

테스트 섹션의 경우 가공성 및 중량 둥을 고려하여 아크렬 재질로 제작하였고 

실제 GT-MHR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 블록의 크기를 1:1로 모사하였다 테스트 블 

록 및 간극조절블록에 대한 설계는 그립 3.1.2.44 ~46에 도시된 바와 같다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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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44 테스트 블록 (표준 핵연료 블록) 

\ ,{1 
\ 

j| 샤 

그림 3.1.2.45 테스트 블록 (반사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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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46 

· tE펀펀팬 i!: 
“:k후원걷판「二[느 -

1" 31 1-= 1 떠페 l-~ -_.-
간극 조절 블록 

본 연구에서 사용된 BDFr 유량계의 구조는 그림 3.1.2.47 -50에 도시된 바와 같 

다 BDFr 유량계의 원리는 H빔 형태의 계측부를 관에 설치하여 계측부 전후단에서 

의 압력 변화와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BDFr의 경우 

계측부 전후단에서 압력중배가 발생하는데 압력중배계수 K 값은 유량계의 크기， 제 

작의 정밀도/ 관 직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교정실험이 필요하다 표 

3.1.2.4는 이러한 유량계 교정에 따른 각 유량계의 압력층배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출구부 유량계의 경우 삼각형 단위-셀에서 상단부 출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와 

하단부 좌·우측 출구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의 압력증배계수가 각각 1.254와 1.277 

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K=표첼 · 압력증배계수의 정의 

, ι01"，'， 

여기서， b. P 유동튜브에서 계측된 차압 값 
p : 유체의 밀도 

V 유체의 속도 

r웅~ 
~는-

-

그립 3.1.2.47 BDFr 단면도 그립 3.1.2.48 B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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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9 BDFT Probe 구조 그림 3.1.2.50 실제 BDFT 유량계 

표 3.1.2.4 측정 위치별 파이프 압력증배계수(K) 

압력증배계수(K 

쉴화뭘벌 

입구부 파이프 
1.258 

출구부 파이프 
1.254, 1.277 

우선 BDFT 유량계를 이용하여 입구부 유량을 측정하고/ 이후 출구부에서의 유량 

올 측정하여 입구부 유량파 출구부 유량의 차를 이용하여 우회유량을 계산하게 된 

다 즉 우회유량은 다음 관계식에 의하여 구해진다. 

JtbYPU 88 = Itκ"let- ~ κutle t 

해석 모텔 및 해석조켠 

GAMBIT 2.2.30을 이용하여 비정렬격자를 생성하였다 상용 CFD 코드인 

FLUENT 6.2.16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장치 해석 및 노심 해석올 수행하였다. 난류 

모텔은 RANS 모델 중 하나인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고 실 

험올 통하여 획득된 입구유량을 실험장치 해석의 초기 입력값으로 설정하였다 실 

험 장치 해석 모텔은 그림 3.1.2.51과 같다， 실험장치 해석의 경우 후단부에서 냉각 

재 흘올 통해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측정 채널까지 모사하여 수행되었 

다 해석 모텔에 사용된 Mesh 수는 표 3.1.2.5에 정리하였다 

F1 Case 
F2 Case 
F3 Case 

표 3.1.2.5 단위-셀 해석 격자 수 

N lImber of Elements 
1,330,000 
2,070,000 
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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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51 단위-셀 전산유체해석 모텔 및 Mesh 구조 

(다)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 결과 및 해석 결과 비교 

각 케이스에 대한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 결과 및 해석 결과는 표 3.1.2.6 및 그림 

3.1.2.52-55에 나타나 있다 3가지 입구부 유량에 대하여서 우회유량 비윷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사체 블록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bypass 간극의 크기가 커칠수록 우회유량의 비율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우회유량을 가장 크게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인 반사체 블록 2 

개， bypass 간극의 크기 5mm인 G5F1 케이스에 대하여 최대 30.44 %까지 우회유량 

비율이 나타나는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 G5 케이스에 대하여서는 실험값에서 살펴 

보면 F1에서 F2로 변화할 때 30%에서 13%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r 

이렇게 bypass 간극의 크기가 커서 기본적으로 우회유량의 절대량이 커지게 될 때 

에는 블록 조합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용을 보이면서 우회유량 비율이 변화한 

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G5F2 케이스에서 1.5 - 2%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것올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 

우에대하여 다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CFD 해석 코드의 해석 능력올 명가해 볼 수 있었다 

표 3.1.2.6 단일 적충 블록 케이스별 우회유량 비율 

실험 결과 CFD 해석 결과 
입구유량 우회유량비율 입구유량 우회유량비융 

(kgJs) (%) (kgJs) (%) 
G1F1W1 0.0825 2.57 0.0836 1.48 

G1F1W2 0.1754 2.53 0.177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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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F1W3 0.2706 3.11 0.2759 2.55 

G1F2W1 0.1427 1.51 0.1427 0.67 

G1F2W2 0.2935 1.53 0.2935 1.03 

G1F2W3 0.4513 1.77 0.4513 1.21 

G1F3W1 0.1801 1.19 0‘1801 0.4054 

G1F3W2 0.3736 1.39 0.3736 0.6372 

G1F3W3 0.556 1.22 0.5566 0.7690 

G3F1W1 0.0930 14.40 0.1009 14.71 

G3F1W2 0.1753 14.45 0.2105 14.30 

G3F1W3 0.2719 14.46 0.3257 12.93 

G3F2W1 0.1461 7]3 0.1471 6.50 

G3F2W2 0.3035 6.35 0.3037 7.47 

G3F2W3 0.4656 6.70 0.4644 7.79 

G3F3W1 0.1863 4.75 0.1789 4.29 

G3F3W2 0.3843 4.89 0.3653 4.99 

G3F3W3 0.5700 4.46 0.5492 5.26 

G5F1W1 0.0973 30.44 0.0973 29.78 

G5F1W2 0.2063 28.70 0.2063 29.51 

G5F1W3 0.3156 28.21 0.3156 29.53 

G5F2W1 0.1577 13.22 0.1562 14.83 

G5F2W2 0.3266 12.95 0.3197 14.61 

G5F2W3 0.4866 13.18 0.4858 14.61 

G5F3W1 0.1911 10.99 0.1812 10.31 

G5F3W2 0.3878 10.46 0.3743 10.35 

G5F3W3 0.5802 10]0 0.563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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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5 간극 크기 변화에 따른 우회유량 

비윷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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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온가스로 1/4 노심 전산유체해석 

(가) 1/4 노십 해석 개요 

단위-셀의 경우 전체 노심에 있어서 매우 국부적인 영역올 대상으로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노심 스케일에서의 현상을 분석하여 단위-셀 실 

험 및 해석 결과를 전체 노심에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타당성올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전체 노심 스케일의 경우 실험적인 접근이 현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산 

유체해석올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해석 모텔 및 해석 조건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노심은 구조적 대청성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계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심의 1/4 영역 

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림 3.1.2.56과 그림 3.1.2.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 상부 공통과 노심 영역올 모델링하였다 전체 노심의 해석의 경우/ 기폰의 단 

위-셀 해석에서 적용된 방법으로 Mesh를 구성할 경우 매우 많은 Mesh 수가 요구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on-confonnal grid method를 적용 

하여 노십 상부 공동 영역과 노심 영역을 분리하여 Mesh를 구성하였다 그림 

3. 1.2.58과 그림 3.1.2.59는 각 영역별 격자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 상단부의 

경우 80만개 가량의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였고， 노심 영역의 경우 230만개 가량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노심 해석에 있어서 우회유량 간극의 크기는 5 mm로 설정하였 

으며 작동 유체는 70 bar 조건의 Helium 기체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밀도 3.868 

kg/m3, 점성도 4.11x10-5 N_s/m2을 적용하였다 입구유량 조건은 전체 노심유량 
320 kg/s의 114인 80 kg/s를 적용하여 해석올 수행하였다‘ 적용된 난류 모텔은 

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다) 해석 결과 

그림 3.1.2.60은 노십 내부의 압력분포의 특정올 알아보기 위하여 해석 결과 데이 

터를 추출한 위치에 대해 나타낸 그립이다 각각의 데이터 추출 포인트에 대하여 

노섬 방향으로의 압력강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립 3.1.2.6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3.1.2.61에서 알 수 있듯이 냉각재 흘과 간극에서의 압력강하 기울기 및 크기 

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냉각재 홀의 압력의 경우 간극에서의 압력보다 더 

낮은 값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노심 내부에서의 압력강하의 기울기는 간극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심 내부에서는 냉각재 흘과 간극에서의 압력분포의 

꺼
 
“ 



역전이 발생하여 블록 충간 간극올 통해 발생하는 Crossflow에 의해 노심 내 유동 

분포가 변화할 것이다 

그립 3.1.2.56 노십 상부 공동부 모델링 그림 3.1.2.57 노심 영역 모텔링 

그림 3.1.2.58 노심 상단 공동부 Mesh 구조 그림 3.1.2.59 노심 영역 Mesh 구조 

그림 3.1.2.62와 63은 각각 노십 상단 공동부에서의 압력분포와 속도장올 나타낸 

것이다. 노심의 핵연료 영역에서는 대채로 균질한 압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반 

사체 영역과 접하는 경계에서는 반사체 영역에서 핵연료 영역 방향으로 유입되는 

유동에 의한 압력 및 속도장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부 반사체 영 역과 핵 

연료 영역의 경계변에서 횡방향의 유동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생함올 볼 수 있 

다 노심 내부에서의 간극의 경우 평균 유속 25.4 m/s, 최대 유속 34.2 m/s가 형성 

되었고， 냉각재 흘에서는 평균 유속 29.9 m/s, 최대유속 34.0 m/s가 형성되어 평균 

유속측면에서는 냉각재 흘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립 3.1.2.64는 노심 내 핵연료 영역 

의 유량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핵연료 영역 중심부 블록으로 흐르는 유량이 아주 

약간 높게 나오긴 하나 대체로 핵연료 영역은 전체적으로 균질한 유량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우회유량비의 경우에는 20.6 % 정도로 계산되었다 

표 3.1.2.7에 정리된 바와 같이 단위-셀 실험 및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노심의 

우회유량 비를 도출하였을 경우 최대 16%가 계산되었으나 실제 노심을 전산유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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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통해 해석한 경우가 약간 높은 우회유량 비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표 3.1.2.7 단위-셀 연구 결과를 통한 전체 노심 우회유량 계산 

Bypass Flow 
Component Ratio 

Bypass Flow Ratio 
GT-MHR 

Ratio [%1 of the Core [%1 case 
Gap size Unit-Cell Area 

3 mrn 5mm Beginning of Cyde 
3 rnrn 5 rnrn (#) Ratio 

1 14.4 29.1 72 0.261 3.8 7.6 14 % 
2 6.9 13.1 72 0.261 1.8 3.4 End of Cycle 
3 4.7 10.7 132 0.478 2.3 5.1 16 % 

Tota! 276 1.000 7.8 16.1 14 - 16 % 

’" Ouff'r Rdln-Ior RI'J:ÎoII ‘”‘ ; ~2J 
c ‘l’ 

G:IIJl ill 

그림 3.1.2.60 해석결과 영역별 자료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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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3 노십 상단 공동부에서의 

속도장 

(U G.pof Ir’ ner Reftectot RegÎon 
___ (2) Gap between Inner R이‘"." 

•• 잊on and Fuf'l Region 

--- (J) Gap of Fu허 '"’‘” 
---- (4) Gap of Ou ter Reflector Region 
?、

그림 3.1.2.64 노심내 유량 분포 

(2) 다중적충블록 실험 

(가) 다중 적충 블록 실험 개요 

단일 척충블록 실험에서는 초고온가스로 노심 내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 구조물 

의 모사를 위하여 단위-셀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 및 

CFD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단위-셀 블록 실험에서는 간극 부분이 테스트섹션 

에 의해 막혀있고 기본적으로 한 층의 블록만 모사되었기 때문에 충간 간극에 의해 

형성되는 cross-flow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고 또한 국부적인 압력 퉁 유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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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특성을 제시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또한 우회유량 최소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sealing mechanism 특성 파악을 하는 데에도 단위-셀 실험 장치를 

가지고 구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정들로 인하여 단위-셀 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 결과로서 실제 노심의 유량분포의 특성을 서술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노심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적충된 구조물 내에서 우 

회유량 정량화 및 국부적인 변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일 적충블록 

실험에서 확장된 다중적충블록 구조에 대한 우회유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설계하고 유량 정량화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나) 다중 적충 블록 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 및 해석 결과 

심협작치의 구섯 및 심협 박볍 

다중 적충 블록 실험에서도 단일 적충 블록 실험과 거의 유사한 실험장치의 구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삼각 채널 테스트 섹션이 사각 채널로 바 

뀌었고 테스트섹션 단면적이 기존 실험보다 약간 중가하였다 또한/ 유량 용량의 변 

화로 인하여 입구부 파이프의 직경올 변화시켰고， 출구부에서도 핵연료 블록 크기 

가 변화함에 따라 파이프의 직경이 변하였기 때문에 입출구부 BDFf 유량계의 압력 

증배계수 K값에 변화가 있었다 송풍기 및 풍동과 데이터 획득 시스탱 (Data 

Aquisition System), 압력측정장치 (DP Transmitter) 둥은 이전 구성 그대로 이용하 

였다-

테스트 섹션 구섯 및 특섯 

단위-셀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블록 조합은 핵연료블록파 반사체 블록의 배열 

에 따라 F-F-F, F-F-R, F-R-R 세 가지의 케이스로 구분하였다 차이정이 있다연/ 단 
위-셀의 경우 블록 세 개의 중심정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개의 블록이 배열되는 형태 

에 따라 블록 조합을 나누었지만/ 다중 적충 블록에서는 테스트 섹션 좌측 열과 중 

앙 열/ 우측 열의 세 가지 열에 대하여 각각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을 배열하 

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들 모두 반사체 블록과 핵연료 블록의 접경 지역을 모사 

한 것이기 때문에 반사체 블록이 중앙열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배제한다 이들 블록 

조합의 개념과 실제 실험 장치에서 구현된 설계 모형은 그림 3.1 .2.65와 그림 

3.1.2.66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각 블록들은 유통 진행 방향 및 그에 대한 수직 방향 

모두에 대하여 실제 핵연료블록 및 반사체블록 크기의 1/3 형태로 축소하였다 축 

소로 인해 발생하는 냉각재 채널 제작의 어려웅으로 인하여 그림 3.1. 2.67과 같이 

1087ß 의 냉각재 채널올 실험장치 내 블록의 위치에 따라 2개， 5개， 6개의 냉각재 채 

덜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bypass gap의 크기는 2mm로 고정하였고， 블록 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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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crossflow gap의 크기는 Omm, lmm, 2mm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유체의 유통은 개방형 루프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작동 유체는 상온/ 상압의 공기를 

사용하였다. 실험 장치의 개요도와 실제 설치된 모습은 그림 3.1.2.68과 그림 

3.1.2.69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2.65 블록별 조합 개념도(좌측부터 F3, F2, F1 순) 

그림 3.1.2.66 블록 조합별 테스트 섹션 구성(좌측부터 F3, F2, F1 순) 

/ • • l 
닮톨 !”‘/‘、κ‘” 

•• 
•• 、

훌. 

69 .28 IT‘” 

그립 3.1.2.67 위치별 핵연료 블록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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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68 다중 적충 블록 실험 장치 개요 

그립 3.1.2.69 실제 다중 적충 블록 실험 장치 

기존에 입구부 유량계 및 출구부 파이프의 직경은 모두 120nun였지만 테스트 

섹션의 형태가 바핍에 따라 테스트 섹션부 단연적에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입구부 

및 출구부 파이프의 직경에 변화를 주었다‘ 즉 업구부 파이프의 직경은 140mm, 출 
구부 파이프의 직경은 40mm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정실험올 다시 수 

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2.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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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8 측정 위치별 파이프 압력중배계수(K) 

입구부 유량계 1 출구부 유량계 
압력중배계수~I 1n 1M 

쉴뾰강벌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은 단위-셀 실험과 마찬가지로 BDFr 유량계를 이용하여 

입구부 유량을 측정하고， 이후 출구부에서의 유량을 측정하여 입구부 유량과 출구 

부 유량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하였다. 또한 다중적충 블록 실험에서는 

bypass 간극 내 압력 분포를 측정하여 유동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립 3.1.2.70과 같이 테스트 섹션 외벽에 핵연료 블록 중간 지점과 입구 1- 2cm 지정 

과 같은 선상에 배열되게 하여 bypass 간극 진행로에 대하여 총 7개의 랩을 뚫었 

다 첫 번째 랩올 기준 지점으로 하여 두 번째 탱부터 7번째 댐까지의 차압값올 측 

정하여 압력 강하량을 측정하였다 단위-셀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입구부 유량에 

의한 영향을 확인해보기 워하여 단일 냉각재 채널 내 Reynolds수 기준으로 약 

32，000과 24，000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올 수행하였다. Bypass gap 

의 크기는 2mm로 고정하고 Crossflow gap은 Omm, 1mm, 2mm로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핸갚혹죄 

GAMBπ 2.2.30을 이용하여 비정렬 격자를 생성하였고 FLUENT 6.2.16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장치 해석올 수행하였다 난류 모텔은 기존 단위-셀 해석에 적용되었 

던 RANS 모델 중 하나인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획득된 입구유량을 실험장치 해석의 초기 업력값으로 설정하였다 출구부 

경계조건은 pressure outlet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간극 출구부에서의 압력강하 

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간극 후단부의 대기도 모사하였다 각각의 해석에 

사용된 격자수는 표 3.1.1.9에 정리되어 있다 각 케이스별로 격자수는 100만 개 내 

외로 조정되었으며 격자크기에 대한 결과의 의존도는 테스트 결과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1 .2.9 각 케이스별 CFD 해석격자수 

Number of Elements 

F1CGO 1,177,648 

F1CG1 1,202,437 

F1CG2 1,26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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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0 테스트섹션 측면 압력 측정 위치(간극의 압력분포) 

차압계 교적 빛 선뢰도 껴즉 심험 

Bypass gap 내 압력강하량 측정 뿐 아니라 BDFT 유량계를 이용하여 입구부 및 

출구부 유량을 재는 데 있어서도 모두 차압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차압계의 정확도 

는 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차압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중 

은 다음 파정과 같은 입구부 유량계로 얻어지는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 

고자 하였다. 

우선 입구부 BDFT 유량계를 지난 후 0.8m 지점과 1.1m 지접 사이에서 발생한 

dP를 구한다.0.8m 정도의 길이를 지나연 충분히 BDFT의 교란에 의한 효과가 안정 

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기존의 BDFT를 지나는 유동에 대한 CFD검중올 통 

하여 확인한 결과 이보다 훨씬 작은 반경을 가지고 있는 출구부 파이프 내에서도 

유량의 교란이 BDFT를 중심으로 전·후 O.lm 지점에서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 

문에 충분히 여유있는 값임이 입증되었다 이 때 입구부로 들어간 유량을 BDFT를 

통하여 측정해 낸다 이 유량에 대한 압력강하량이 앞서 구한 유량계를 지난 후의 

파이프 내의 유동에서 얻어진 압력강하량과 같으연 차압계 뿐 아니라 입구부 유량 

계도 신뢰할 만한 측정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업구부 BDFT 유량계에서 

계산되는 질량유량값을 이용하여 hrrbulent flow에서의 friction factor를 Blasius 

equation을 이용하여 구하고 압력강하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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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ius equation은 아래 수식으로 표현되며 압력강하량은 Blasius equation으로 

한 friction factor(f)는 아래의 계산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계산된 압력강하량을 

에 측정했던 압력강하량과 비교한 결과가 그립 3.1 .2.70에 나타나 있다 

(4,000 < Re < 10연) f= 0 316 -
Ré25 Blasius equation 

압력강하 상관식 
n
γ
 

-2 
or 
-

L 
-D 

rrJ 

뻐
 

‘ ’ ’/---

ν
 7

…
「
?
?
?

·
724

”· 

% mw 

m* 

쩌
 
% 

m 

m 

(
@
α
)
 

α
1
 mwZR 

피
앙
때
m
 I
σ
@
 잉
’
이
@
-
띠
 

40 50 60 

싫험에서 혹정8 dP (Pa) 
JO 20 ，。

o 
o 

그림 3.1.2.71 입구부 유량계를 이용한 차압계 측정값 검증 실험 

오차의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보연 구해진 압력 강하량이 수 Pa - 수십 Pa 범위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가 최대 2Pa 정도 안에서 형성되고 있어 입구 유 

량계와 차압계의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다) 우회유량 정 량화 실험 결과 및 해석 결과 비교 

각 케이스에 대하여 업구부 유량에 대한 우회유량 비융을 나타낸 결과를 표 

3.1.2.9에 정리하였다 개별적인 냉각재 채널에서의 Reynolds수를 맞추는 방법을 통 

하여 케이스별 유량의 균질성을 확보하였다 입구부 유량이 바핍에도 불구하고 최 

대 1%, 대부분의 경우 0.5% 이내의 우회유량 비율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입구 

부 유량에 대한 우회유량의 의존성은 단위-셀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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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의 유량 조건에 대해 냉각재 흘 및 간극의 유통 패턴이 

모두 난류 영역으로 일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F-F-F CGO 케이스의 경 

우에는 유량 W2에서 냉각재 채널 및 bypass gap에서의 Reynolds수가 각각 32,500, 

8，500이고， 유량 W1에서의 각각의 Reynolds수는 24,300, 6，000으로 나타남으로써 모 

두 난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Reynolds수의 범위가 입구 

유량에 따라 충류 영역으로 천이한다면 마찰 계수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압력 

손실의 양상이 변화하고 또한 유량분포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으나y 수행된 실험 

조건의 경우 모두 난류 영역에서 유동이 형성되어 마찰 계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 

유량분포 역시 입구유량 조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블 

록 및 반사체 블록에 따른 결과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핵연료 블록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우회유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단위-셀 연구 결 

과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표 3.1 .2.10와 표 3.1.2.11은 우회유량 비율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1.12 - 14 및 그림 3.1.2.72 - 87은 각 케이스별 우회유량 간극(llypass 

gap)에서의 압력강하 측정 결과 및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중적충블록 우회 

유량 실험 및 해석의 경우 실험 측정값과 해석값 사이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함 

을 확인하였다 다중적충블록 실험의 압력강하는 전체 압력 강하량이 1000 Pa 내외 

의 작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실험 결과 및 해석 결과가 약간의 외부 요인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험 결과의 경우 측정값은 약 5% 내외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의 압력 분포의 경우 측정된 결과와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석의 우회유량의 크기가 실험에서 측정된 것과 다르기 때 

문에 압력분포 역시 실험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지는 않았다. 실험과 해 

석상의 결과로부터 테스트 섹션을 통과하면서 Crossflow의 크기가 우회유량의 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스트 섹션이 유통방향의 길이가 

길지 않고 Bypass gap에 유동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Crossflow의 절대적인 유량 

값이 우회유량의 유량값과 비교해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원자로에서는 유통방향으로 길이가 약 7- 8 m 가량 길고 충간 간극의 수도 많기 

때문에 Crossflow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압력분포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Crossflow가 테스트섹션 내의 압력 분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ypass gap 채널 내에서의 압력강하의 경우 2번째 

Crossflow 간극의 앞부분의 압력측정 위치에서부터 기울기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두 번째 Crossflow 간극에서 Crossflow가 발생하연서 압력강하의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Crossflow 칸극 크기가 2 mm인 경우에 대하여 그립 3.1.1 

51과 같이 냉각재훌과 간극의 압력분포를 비교해보연 첫 번째 Crossflow 간극에서 

는 양 채널의 압력차이가 거의 없으나 두 번째 Crossflow 간극에서는 냉각재훌과 

간극의 압력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채널간의 압력 차이는 Crossflow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노심 유량 및 압력분포에 있어서 Crossflow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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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우회유로에서의 압력 분포로부터 

간극을 통해 흐르는 유량의 중감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10 다중적충 블록 우회유량 비율 

저유량조건 고유량조건 

Case 입구유량(kgjs) 우회유량비율(%) 입구유량(kgjs) 우회유량비율(%) 

F1CGO 0.1783 28.99 0.2430 28.67 

FICG1 0.1762 29.02 0.2378 28.75 

FICG2 0.1775 29.69 0.2443 29.75 

F2CGO 0.3010 20.69 0.4085 20.94 

F2CG1 0.3028 20.32 0.4123 21.10 

F2CG2 0.3027 20.57 0.4104 21.03 

F3CGO 0.4226 13.39 0.5729 14.17 

F3CG1 0.4183 13.89 0.5690 14.78 

F3CG2 0.4179 13.35 0.5628 14.50 

표 3.1.2.11 다중적충 블록 우회유량 비율에 대한 해석과 실험 결과의 비교 

Case 해석 실험 

FICGO 30.70 28.99 

FICGl 25.70 29.02 

F1CG2 25.68 29.69 

F2CGO 20.32 20.69 

F2CGl 17.89 20.32 

F2CG2 17.71 20.57 

F3CGO 11.14 13.39 

F3CG1 10.17 13.89 

F3CG2 9.8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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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2 F1 케이스에 대한 bypass 간극 내 위치별 차압(실험) 

;<]-압(Pa)(CGO Case) 차압(Pa)(CG1 Case) 차압(Pa)(CG2 Case) 
입구부로 

RefIector Reflector Reflector 
부터의 Fuel side Fuel side Fuel side 

거리 (cm) 
side side side 

-1 0 0 0 0 0 0 

2.5 81 106 115 93 113 131 

16 226 265 깅4 262 222 249 

29.5 366 369 368 354 343 342 

43 487 523 451 520 409 505 

56.5 674 666 680 647 640 625 

70 864 858 854 876 822 827 
」←

표 3.1.2.13 F2 케이스에 대한 bypass 간극 내 위치별 차압(실험) 

CGO CG1 CG2 
입구부로 

Reflector Reflector Reflector 
부터의 Fuel side Fuel side Fuel side 

거리 (cm) 
side side side 

-1 0 0 0 0 0 0 

2.5 93 124 76 80 99 105 

16 230 254 178 196 181 199 

29.5 391 371 279 282 257 266 

43 516 534 378 409 324 367 

56.5 703 694 611 587 602 561 

70 885 896 844 840 838 843 

표 3.1.2.14 F3 케이스에 대한 bypass 간극 내 위치별 차압(실험) 

입구부로부터의 
CGO 

거리 (cm) 
CG1 CG2 

-1 0 0 0 

2.5 111 73 92 

16 237 171 181 

29.5 399 268 256 

43 525 338 317 

56.5 723 565 570 

70 877 796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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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명가기술 

원자력 수소계통 Layout을 평가하기 위한 HyPEP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 calculation Pro망arn)의 주요 모텔 과 상관식 [이 영 진 외， 2007.12], [C.H 

Oh, 2006.09] 및 골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주요 모텔을 활용하여 다수의 

application 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이영진， 2009.2] 주요 모텔 개선 사항으로는 열 

수력 물성치 루틴의 table화 와 Compressor/Pump 및 Turbine 모텔의 효융에 따른 

열수력 상태 계산 개선， 그리고 GUI 루틴의 오류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 

퉁은 현재 HyPEP 프로그램의 유연한 layout 에 대한 수치해석엔진의 개발이 완료 

되지 않아 프로그랩 하기에 수월한 hard-wired 기법을 사용한 application 프로그랩 

의 개발을 통하여 모텔의 검중/개선올 수행하였다 또한/ 현시점에서 HyPEP 프로 

그랩의 수치해석 방법 개발이 외부 요인에 의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추후 예 

상되는 HyPEP 과 안전/성능 해석 코드 간의 연계 동을 고려하여 HyPEP 파 

MARS-GCR 및 RELAP5 전산코드와의 연계체제의 구축을 시험적S로 수행하여 보 

았다 

가. Table based 열수력 물성치 계산 객체 개발 

MARS-GCR 과 RELAP5둥의 해석코드는 유체의 열수력 물성치 계산을 위하여 

Table 형태로 만들어진 외부 파일을 읽어 들여서 이를 보간하여 계산하는 방법올 

사용하고 있다 이는 HyPEP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열수력 물성치 상관식을 사 

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계산 속도가 빠르며 새로운 유체를 첨가할 시 유연하게 대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HyPEP/MARS깅CR 및 RELAP 연계 시에도 유사 

한 유체의 열수력 물성치 계산에 방법 및 동일한 데이터 (물성치 table)를 사용하게 

되어 연계의 건전성 중대를 꾀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AR응GCR이 사용하는 열물성치 table을 사용할 수 있도록 Tab!e-based 열수력 물 

성치 계산 객체를 개발하였다. [이영진， 2009.2] 

MARS-GCR 전산코드는 RELAP5전산코드에서 사용하는 열수력 물성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RELAP5 전산코드의 방법올 참조하여 열수력 물성치 계산 객체 

개발에 사용하면 MARS-GCR의 열수력 불성치 Table에 대해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 

능하다. RELAP5 전산코드의 열수력 물성치 table의 형태 및 데이터 구조는 

"RELAP5/MOD3.3 CODE MANUAL VOLUME VJII: PROGRAMMERS MANUAL"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USNRC, 2001.12] 본 열수력 물성치 계산 객체 개발은 

binary 형태로 되어 있는 열수력 물성치 table을 읽고 이를 객체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고 객체의 method를 통하여 물성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객체의 주요 부분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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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데이터 구조 

열수력 물성치 계산 객체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Type 
realType 
setPhase 
recProp 

= double; 
= (1 iquid , gas , twophase , supe rcr i t ical); 

record 
phase 
V , U , b , k , c. $, h 

end; 
= record 

P‘ T 
f , g 

end; 
recSubs = record 

end; 
Tfunc = function (P , T double): double; 

setPhase; 
double; 

recSat 
double; 
recprop , 

setProps = (set_v , set_u , set_b , set_k , set_c , set_s , set_m, set_h); 

TSubstance = class (TObj ect) 

pub I ic 
name , title , title1 , title2 
nt , np , nsT , nsP 
it3pO , it3bp , it4pO , it4bp , 
i t5pO , nprpnt , i t5bp , ntot 
nxx 
sa tT, satP 
Temps , Press 
props 
ttrip , ptrip , vtrip , 
tcrit , pcrit , vcrit , 

string; 
Longl nt ; 

Long I n1: 
Array [1 .. 361 of Longint; 
Array of recSa t: 
Array of Double; 
Array of Array of recProp; 

psmin , psmax , tsmin , tsmax , 
vfmin , vfmax , vgmi n, vgmax , 
ufmin , ufmax , ugmin , ugmax , 
bfmin , bfmax , bg미 n, bgmax , 
kfmin , kfmax , kgmin , kgmax , 
cfmin , cfmax , cgmin , cgmax , 
sf Inln 1 sfmax , Sgm n1 shggmax , 
hfmin , hfmax , hgmin , hgmax , 

pmln , pmax , tmln , tmax , 
vmln , vmax , umln ’ umax , 
bmin , bmax , kmin , kmax ’ 
cmln , cmax , smln , smax , 
hmin , hmax double; 

end; 

상기의 List에 ^ì TSubstance 가 열수력 물성치 객체의 O비ect Class를 정의하며 

각 물성치 객체는 TSubstance의 instantiation에 의해 생성된다 TSubstance의 

Public data는 크게 satT, sa tP로 구성된 포화 상태 물성치 데이터 배열 과 Props로 

구성된 아냉 및 과열 물성치 데이터 그리고 임계온도/ 임계 압력， 데이터 개수 퉁 

기타 주요한 변수 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satT 와 satP는 recSat이라는 구조체를 가 

지고 있으며 recSat에는 중기 와 물상태에서의 물성치를 가지도록 데이터 형태가 구 

C 

밍
 



성되어 있다 

객체 의 주요 methods 

열수력 물성치 계산 객체는 다음과 같은 주요 method를 가지고 있다 

function TestSat (P, T : double) : boolean; 

주어진 압력 P (pascal)에서 유체의 포화온도를 계산하여 주어진 온도의 값과 

의 차가 0.1 K 이내일 경우 불리안 “true"를 아닐 경우 불리안 "false"를 반환한다 

ft ll1ctiOI1 get_v (P, T : double) : dOllble; 

ft ll1ction geUI (P, T : dOllble) : dO Il ble; 

ft ll1ction get_b (P, T : dOllble) ‘ dOllble; 

ftmction get_k (P, T : dOI‘ble) : dOllble; 

ftmction get_c (P, T : do“ble) : dOllble; 

ftmction get_s (P, T : dOllble) : dOllble; 

ft ll1ctiO I1 get_h (P, T : dOllble) ’ double; 

주어진 압력 P [pascal] 와 온도 T [kelvin]에서 specific volume (get_ v), 

specific intemal energy (get_u), expansivity (get_b), compressibility (get_k), 

specific heat capacity (get_c), specific entropy (get_s), specific enthalpy (get_h) 

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ft ll1ction geCall..prop (P, T : dOllble) : recProp; 

주어진 압력 P (pasc메) 와 온도 T (kelvin)에서 모든 물성치 (v，u，b，kιs，H)를 

계 산하여 recProp type 형 식 으로 반환한다 

fimction T .Jrom_P _v (P, v : dOllble) : dOllble; 

ηI11ction T며OIl1_P _u (P, 11 dOllble): dOllble; 

끼nction T .JrOn1_P _5 (P, 5 : dOllble) : dOI‘ble; 

βmction T .JroncP _h (P, h : do“ble) : double; 

주어진 2개의 값을 이용하여 그 상태의 온도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온도는 

binary search 알고리듬올 사용하여 계산하며 search 영역은 아냉， 과열 및 과임계 

영역을 구분하여 각기 다르게 수행된다 

fimctio l1 P -fro ll1_T _v (T, v : dOllble) double; 

ψI1ctioll P .JrOn1_T_s π s dOllble): dOllble; 

주어진 2개의 값올 이용하여 그 상태의 압력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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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search 알고리듬올 사용하여 제산하며 search 영역은 아냉， 과열 및 과임계 

영역올 구분하여 각기 다르게 수행된다 

fimction Get_SatP (P : dOllble) : recSat; // Calculate Sat. for given P 

fimction GeCSatT π : doubl잉 recSat; // Calculate Sat. for given T 

주어진 압력 P [pascal] (Get_SatP) 또는 주어진 온도 T [Kelvin] (Get_Sat끼에 

대한 포화상태에서의 물성치를 계산하여 recSat type 형식으로 반환한다 

fi ll1CtiO l1 Get_Sat_vf (vf : double) : recSat; 

fi ll1ctio l1 Get_SaU1f (lIf : dOllble) : recSat; 

fimction Get_Sat_얀 (앙 : dOllble) : recSat; 

fi ll1ction Gel_Sat_hf (hf : dOllble) : recSat; 

fi ll1ction Get_Sat_vg (vg : dOllble) : recSat; 

function Get_Sat_"g (lIg : dOllble) : recSat; 

function Get_SaCsg (sg : dOllble) : recSat; 

function Get_SaChg (hg ’ do!ψle) : recSat; 

주어진 물성치 (v f, uf, sf, hf, vg, ug, sg, hg 중 일개)를 사용하여 포화상태에 

서의 물성치를 계산하여 reδat type 형식으로 반환한다 

procedure tpfileJead (φifname : string); 

φCread method는 RELAP5 뭉성치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 외부 툴성치 파일 

을 읽어 들여서 객체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변환한다 

procedllre Ipfile_write (φifiw lI1e : string; t1 , 12 : string); 

tpCwrite method는 객체의 물성치 데이터를 tpfname의 이륨을 가진 따일로 

RELAP5 물성 치 foamat에 맞게 저 장한다 

n‘nction GenPascalSrc (S lIbstanceName string) TStringList; 

GenPascalSrc method는 객체의 물성치 데이터를 Pascal 언어의 소스로 번역하 

여 이 를 TStringList 객 채 로 반환한다 Pascal 소스에 약간의 수정 을 하면 대 부분의 

pascal 프로그램에서 소스 수준에서 물성치 프로그램의 설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TSubstance 객체의 적용성 과 각 method의 직동을 검중하기 위하여 물성치 계 

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1] 그림 3.1.3.1-4는 물성치 계산프로그랩의 작동화변을 

capture한 것으로 툴성치 프로그램이 잘 작동합올 보여준다 특히 밀도， 엔탈피I 엔 

트로피 동의 3차원 그라프를 보면 이들이 전체적으로 smooth 한 것을 볼 수 있다‘ 

Smoothness는 robust한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으로 객체가 기 

본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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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H20 열물성치 객체의 밀도r 엔탈피/ 엔트로피 계산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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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3 C02 열몰성치 객체(이산화탄소)의 밀도， 엔탈피， 엔트로피 계산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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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4 N2 열물성치 객체(질소)의 밀도/ 엔탈피/ 엔트로피 계산 Surface 

나 HyPEPjMARS-GCR 코드 연계 체제 시험 구축 

MARS-GCR 코드는 RELAP5 전산코드의 data structure를 현대화하여 개선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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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산코드이다 MARS-GCR에서는 Fortran 90의 “모률”을 이용하여 data의 사용 

에 structured programming 기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법의 사용으 

로 RELAP5와 같이 HyPEP의 직접적인 memory 연계를 통한 data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계는 RELAP5 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MARS-GCR의 경우는 HyPEP에서 MARS-GCR에 맞도록 입력을 자동 작성하여 

MARS-GCR을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key 

알고리듬이 필요하였으며 연구기간 중 개발이 진행 되었다 

E. 
n 

- HyPEP Layout의 component에 대용하는 MARS-GCR component 선정 알고리 

- 선정한 MARS-GCR component에 대한 상세 입력 작성 알고리듬 

- 작성한 입력을 사용한 MARS-GCR 수행 알고리듬 

- 수행중 CRT 출력 내용을 보기위한 console output redirection 알고리듬 

MARS-GCR/HvPEP 대용 콩포넌트 선적 및 MARS-GCR 입력 작섯 

MARS-GCR의 기본 열수력 component는 RELAP 과 같이 volume 과 junct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HyPEP의 TNode 와 TLink에 대웅하는 component로 1:1 

대웅이 쉽게 가능하다 HyPEP의 콩푸레사/ 펌프I 터어빈 퉁 기타 콤포넌트에 대한 

대옹은 제2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 TNode 와 TLink에 대 

한 MARS-GCR의 콩포넌트 대웅 관계만 수립하였다‘ HyPEP의 기타 component는 

TNode 와 TLink를 기초로 inheritance를 통해 정의되므로 TNode 및 TLink의 대웅 

은 필수적 요소이다 TNode 와 TLink에 대한 MARS-GCR 콩포넌트의 실제 대웅은 

Branch 콤포넌트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MARS-GCR의 branch 콩포넌트는 1개의 

volume 과 다수 (최고 10개)의 junction을 가질 수 있어 branch 만으로의 ηJode， 

TLink 콤포넌트에 대한 대옹은 가능하였다 이에따라， HyPEP에 branch 콤포넌트에 

대한 상세 입력 알고리듬올 추가하였다 또한， MARS-GCR 입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control 입력 작성 알고리듬도 시험적으로 작성되어 설치되었다. 이를 사용하 

면 HyPEP에서 작성한 Flow Network에 대웅하는 MARS-GCR를 실행할 수 있는 

기초 입력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단 현재 단계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 

콤포넌트에 대한 입력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 단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될 예정이다 그림 3.1.3.5는 HyPEP이 자동 작성한 MARS-GCR의 입력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 3.1.3.5에서 보듯이 HyPEP은 MARS-GCR의 branch 콤포넌트를 

이용하여 입력을 작성하고 있으며 Usystem!l을 분류하여 각 "systenl U에 알맞은 기준 

volume 과 사용 유체 (여기서는 헬륨)퉁을 지정하고 time-step둥에 대한 입력을 작 

성하고 있다. 기타 부수적인 입력 (plot request 둥)은 현재 각 volumes 대해 온도 

와 압력을 표시하도록 코딩하였다. Problem type은 t!transntll로 하여 계산올 수행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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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p gener3ted input for r허a아m‘’‘) code 

• 51arl of Inp!J‘ . __ .-..... -.-------.--.----.--------------------------_. 
100 new transnt • Prob’em type 
101 run • Run 
102si Sl 'Un’“ 
201 5000 1.0e.7 0.01 15007 lC(X) α)()()() 100000 • tlme step . 
‘ System f1uld ty야‘ . 
120 101α:00 00 he 
1깅 11010000 0.0 he 
U2 22010000 00 he 

------_._----------_._-_._._------_._ ............ _- ---.. . 
• Plot Reque‘” . 
~Q! P lQIQC1ClO 
302 ie’”이 1010000 
303 P 201α)()() 

~~~ p ~∞10000 
360 temp’ 30010000 
*-------------------_._------------_._---_ •.• _._--_._-_ •••••• 
• ========~======;==========z======::z.=z======s=.=====:=: ••• : 
• System 1 
’:‘ z .======= ••• =======================:====================== . 
'Comp:l 

Name : Nodel 
Type Voode 

0010000 node 1 ’‘κh 
0010001 1 Õ • No. of lin“ 
• Node Geometry Info 
∞10101 0.1000 ' 0 0 O.OUXXlO 00 0.0 0.0 00 0.0 00 . 
• Node TH lnfo (P, n 
∞10200 3 689733.65 372.838 
• 니，k Info : Out-lll'lks of、 v 
∞11101 001010000 003α100∞ 0.10000 1αXJOO) 1-1)00000 0000 
0011201 0000000 0.0 0.0 . 
'Comp:2 
• Name : Node2 
• Type Bend-4 
••• _._ ...... --............ -.-........... _ ...... _ ... -• •• --

0010000 node 2 branch 
∞10001 1 '0 ‘ No. of llnk‘ 
. 

END of INPUT • . 
e、d

그림 3.1 .3.5 HyPEP에서 자동 생성된 MARS-GCR 입력 

MARS-GCR 수햇 루티 벚 Console Redirection 기늑 개방 

MARS-GCR올 HyPEP 프로그랩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은 HyPEP에서 

외부 프로그램 (MARS-GCR) 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다 HyPEP 프로그랩에서는 Windows A뀌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사용 

하여 기초적인 기능올 구현하여 보았다 외부 프로그램 수행 기능을 위해 Win32 

API 기능인 "CreateProcess" API를 사용하였고 console로 보내는 output을 

re-direction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그립 3.1 .3.6은 HyPEP에서 작성한 Layout의 MARS-GCR 대웅 엽력을 자동 작성 

하여 MARS-GCR을 수행하고 있는 화연올 캡쳐한 그림이다， 그립에서 MARS-GCR 

의 화연 출력이 red irection 되어 별도의 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ARS-GCR의 수행이 끝나연 자동으로 “ plotfl"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현재 프로그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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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 .6 HyPEPjMARS-GCR 입력올 통한 연계 시범 계산 

다 HyPEP jRELAP5 코드 연계 체제 시험 구축 

RELAP5 전산코드는 State-of-the-art 열수력 해석 전산코드로 그 우수한 성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코드이다. 또한， RELAP5 전산코드는 

MARE←GCR코드의 모체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HyPEP에서 직접적으로 RELAP을 제 

어할 수 있도록 HyPEP이 RELAP5의 메모리를 access할 수 있게 하는 연계를 시도 

하였다 코드의 현대화를 통해 각 콤포넌트의 memory data 가 분산되어 있는 

MARS-GCR 과는 달리 RELAP5는 하나의 큰 contiguous 메모리 (fa)에 거의 모든 

중요한 data를 수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이 2개의 프로그램이 같은 

data를 제어하고자 한때 매우 편리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1개의 메 

모리 연결을 통하여 거의 모든 중요한 data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RELAP5 전산코드는 경수로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 이를 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코드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HyPEP이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을 

[Berσand Meyer, 1997] 대거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전략차원 

의 편의를 위해 RELAP5도 객체 형태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Y.J. Lee, 2008.10] 다 

음에는 HyPEPjRELAP5 코드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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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P5 가스 뭉섯치 기놓 성치 

언급한 바와 같이 RELAP5는 경수로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코드로 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스로 해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 

스를 주 유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의 열 물성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RELAP5는 유체의 물성치를 binary table로부터 원어 들여 그 데이터를 보간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물성치 binary table올 가스용으로 작성하 

여 이를 사용하도록 RELAP5 전산코드틀 수정 개선하였다 가스용 물성치 binary 

table은 MARS-GCR용을 그대로 변환 없이 사용하였다 이는 MARS-GCR이 

RELAP5를 기초로 개발한바 물성치 binary ta ble이 RELAP5것 과 똑같은 fonnat으 

로 작성되어 있어 가놓하였다 RELAP5의 수정은 blockdta.f 파일에 추가 물질의 

물성치에 대한 정의를 “φfnamll 및 "fs}'1빼이 n array어1 추가하연서 시작되었다. 표 

3.1.3.1은 새로이 정의한 물성치를 정리한 것올 보여준다‘ 

표 3.1.3.1 RELAP5 물성 치 정 의 Array 수정 내 용 

index tpfnam array fsymbol array 물질 

1 ’tpfh2。’ ’ h2。’ 7。j-A「‘

2 ’tpfd20’ ’ d2。’ 중수 

3 ’tpfco2' 'co2' 이산화탄소 

4 ’tpfhe’ ’he' 헬륨 

5 ‘ !'L,f!’- 7 T r、-ι」‘

6 ‘ u.소 

7 ’tpfn2’ ’n2’ 질소 

8 ’tpfna ’ ’na ‘ 二Aιf E3r 

9 ‘ Iφ1상r ar 0;르곤 

10 ψfair Ir 공긴 

11 ’tpflbe’ ’Ibe' Molten Salt (l be) 

1;'’ f)1 ')ιι /H O-1l s F:E ξ X?J 

13' ψffflbe ’ 끼t'e Molten Salt (fllbe) 

1. '(，μ ，. mabl 101 Salt ι lfIabe 

15 ’tpfh20new’ ’h20new’ 경수 (새 table) 

* 현재 RELAP5용 물성치 table이 없는 물질 

또한t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LAP5용 물성치 table은 HyPEP에서도 사 

용 될 수 있도록 Delphi 객체 지향 프로그랩 언어를 사용하여 물성치 객체로 개발 

하였다. 표 3.1 .3 .2에는 불성치 계산 관련하여 수행한 RELAP5 루틴의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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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 물성치 관련한 RELAP5 코드 수정 내용 

루틴 명 주요 수정 내용 
subroutine rmflds RELAP5에서 추가 물질을 원어 들이도록 코드 내용 수정 

subroutine gninit 물성치 추가에 대한 Comment 추가 
Comrnand line option을 사용할 시 추가 수정 필요 

su brou tine thcond1 새로운 물질에 대한 thermal conductivity를 계산할 수 있도 

록 MARS-GCR의 코딩을 porting하여 루틴 수정 -
subroutine surftn1 새로운 불질에 대한 surface tension을 계산할 수 있도록 

MARS-GCR의 코딩 을 porting하여 루틴 수정 
subroutine viscos1 새로운 물질에 대한 viscosity를 계산할 수 있도록 

MARS-GCR의 코딩 을 porting하여 루틴 수정 

subroutine stcblkc 물성 치 추가에 대 한 Comment 추가 (programmer help) 

RELAP5 DLL 개 방 

HyPEP은 Delphi (객체지향 pascal) 언어로[Borland Software Corp야ation， 2001], 
RELAP5는 Fortran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 

랩 작성 언어로 integration 할 수가 없다. 따라서 HyPEP올 su pervising 프로그램으 

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RELAP5를 sub-program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의 주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인 Delphi로 하고 RELAP5 코드를 Delphi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 

색하였다 이에 대한 최적의 방법으로 Windows에서 활용할 수 있는 DLL(Dynarnic 

Link Library)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RELAP5 전산코드의 

DLL화를 추진하였다. RELAP5 코드의 DLL 화는 전에 이미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형태의 DLL을 추가 개발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RELAP5는 'fa’라는 커다란 메모리 array에 계산에 펼요한 주요 변수 

를 contiguous 형태로 저장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 RELAP5.DLL에서는 ’ fa ’ array의 

메모리 주소를 DLL의 합수로써 Delphi쪽 프로그랩에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Delphi에서 전체 'fa' 메모리를 access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잡한 interfa야 

function을 탈피하여 RELAP5.DLL에는 단 한 개의 interface routine을 통하여 외부 

프로그램과 interact하도록 DLL을 설계하여 개발하였다 

그립 3.1.3.7은 RELAP5.DLL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한 RELAP5 Top tier의 수정 

올 보여준다 RELAP5.DLL의 interface 루틴은 original RELAP5의 main 루틴 과 

input, transient control 그러고 stnp을 통합하였다 이로써 RELAP5를 하나의 

interface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뿐인 RELAP5.DLL의 interface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subroutine r532dll (icase, ytime, fa_pσ， fl_ptr, xbool, iStat, advCount) 

여기서 

lcase = 현재 RELAP5의 계산 option 또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as input) normaJ 계산 

-1 (as input) 계산 초기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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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as input) : RELAPS 수행 강제 정 지 

-100 (as output) : 계산에 의한 RELAP5 수행 완료 

ytime = 현재 RELAP5의 열수력 계산 시간 

fa_pσ = fa array의 포인터 β2 bit word) 

fl_ptr = flb array의 포인터 (32 bit word) 

xbool = end of run flag 

iStat = 현재 계산 status 값 

O 계산 진행 중 

10000 : 계산 종료 

advCount = Time step sdvancemen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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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RELAP5 .DLL 의 Top-tier structure 수정 

TRelap wrapper 객 체 개 방 

HyPEP은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기법올 대거 사용하여 개발 되고 있다. 따라서 

RELAP5.DLL을 객체의 형태로 개발하여 HyPEP 프로그랭의 일관성 과 편의성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TRelap 。비ect class를 정의하였다. TRelap 0비ect class는 기본 

적으로 RELAP5.DLL올 “ wrapll 하여 객체의 "껍데기”를 제공한다- 그림 3. 1.3.8은 

TRela p object class의 Heading을 보여준다. 그림 3.1.3.8에서 볼 수 있듯이 TRelap 

은 기본 객체인 TO비ect class로부터 inherit뻐ce를 통해 정의 되며 생성 및 제거를 

정의하는 constructor 와 desσuctor method 와 약 20여개의 method 와 주요 변수 

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변수는 public으로 정의하여 application program 작성 시 

available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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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허ap '" cla“ (TObjoct) 

functoo lc잉d_DLl (R히!lP_Dll".flle : strlng, Proc:Name ‘tring) 
"κtion GeLFiλ，0<1，세 i(idx : fntegerl : G>ngWαd 
function ~a_~Of1g~~. (idx : lo'!g"'Wo!.dl .: (。얘W~d 
function ~a=~ongl~t (id~: longWord) . lElng[~ t; 
，，，이ion Fa Dαuble (id‘ loõqWord) : DoUble 
function Fa_string (~.X.: ~or、。Word) __ stri t:19 
function ge"Cpar.im (idx, i_off : longWordf: Double; 

b∞， .. π 

procedure ~ea(UnpuLiI'I'ICUn“sahz~ 
ααedure RunSlep‘ InSlep : int，‘영<<>. 
α"OCedure runtoEnd; 
procedure ru."!o. (eodtime : dooble); 
procedure KiII Re녀p 

procedure generatlnfo (xlist : TStrlngList. xGrid T5η ingGrid)， 

fu‘ tiOfl gel_V，여Jnfo bli‘t : .TStrll'l9L’“ ‘~num : α、gWord
var fa• b ‘ li잉_dx: longWα버 txJoleaπ 

runctJOfl get)unJnfo (xl l‘_ TSlnngUst Junnum lor빙Word， 
var fa_id x. 1 “ ,..dx: longWα에 booleill\ 

fuκtion gel_Cmp)nfo (xll5l 1$σ i r.g lfst. cmpnu~ : lC:)n9!Nor~ 
var fa id‘ υ‘Udx : lcα'l9Word).: booleaπ 

function get_HlrJnf。 σli“ TString ‘ t htrnurn -: longWo.rd, 
\lar faJdx. 1.i‘Udx : Longwora) : booleaπ 

function geCTrpJnf，。 “u‘: _ TSt:ingUst. tφnum: 。얘 Word 
var faJdx. lIsUdx : LongWord) : booIeaπ 

’'"'‘~ gecv.여J~x (~nllm : ~ong~~rd; var (a껴ζ lisUdx ω，잉Word) ∞。，.. ，、’llnctìon ge1 .. lun)~“’unnum : lor멍Word; var faJdx, l isUdx 。때W~마 ∞。‘aκ
~nctìon geCCmp ‘dx-(cmpnum : lÕl"、gWord; v~r ’ι닝‘ “tJdx : LóngWord) : booιaπ 
’unct~n ge(tl lr~ !<I.x (~.itm':'m . 。앵gWórd， vár faJdi. I’‘U ch: : lα19...v:'ord) : .~.ean; “nction get. TφI~idx {1rpnum : longWord; var f.κd‘ ”‘Ucb . longWor이 ∞。~.α

procedure delR아ap)ìle잉 
prõCe<i urn save~ãnðj:õ~KtOutdla (‘Strìng‘ TStrÏf앵 Ust); 

prcx:edure WriteParam (var )(Edit ‘tring 닝x. I_off : Intege r. mul t. add : Doub에 

'""‘@‘tor Crea‘., 
""trιtor Destroy; 11 override, 

Dñvate , p꺼vate declarations I 

pubtic: 
( Public declaratìon‘ } 
11 --.................... - .... ---------------- ---- -- ---- --- -------- ----- ---
11 General Info 
μ-----_ .. _- ----- -_ ... _._. __ ._-_ ..... _._ ........ ‘ •• _ ......... _. 

workDir. fname : stri r、g
fa.ptr ; l。얘 Wαd‘ 11 ’ array address 

맏 lo'이 lord; 11 filnd~ array" addres‘ 
•• ι。μnt : löngWord; 11 

imt이ized， ranOK. 
!!:IpuCdone. run3wne 
iStat 

。，

( hydro 
.~ 

cp+dι 'o'pidι tp얘.， 
jpidx. hp띠 X 
n애rp. riltrp‘ 
nCmp. nV이 'J，π 
nHtr; nTrp 
。uldtaSîze

800잉n‘ 
ioteger. μ iSlal 1α)()() If oormally er빼d 

11 0 d.uring. Þecu~n a~ 
11 w셰labnormally ended 

ν .. _----------_ .. __ ...... _._. __ ._--_ ... _ ..... . 
μ lists 
11 ---- .-------.-----------. ------ .---.. --.----. --.------ --.------. 
trpList : Array ot re‘T.α 
...oIL’‘: Array of recV61, 
JunList : Ar rãy of re깅 un; 
<m'"ι ， .πay of recCmα 

~t앵er; 
Poiñler; 
do，버ι 
longW。’d

LongW，αd; 

κ.~ 

inleger 
long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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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Dll Section 
ν_ .. __ .. _---- ... _----_ .. __ ._ .... _-_. __ .. _-_._ .... _._-_ .. ---_._-_._--
ν IMPORTANT Dll procedure must have ; cded apper1ded al lhe end 이 
/1 procedure declaration 
11 
DIIHandle 
R'니 pDLl 

THandle‘ 
procedure (var ìcase : ioleger; 

var hvtlme : doübje 
var fii..J이~. tl.ptr : LongWαd 
var xbQol . [ong‘ ... ord; 
var ,Stat inl영.， 
var advCount . long‘。rd); cdecl 

~d 

그립 3.1.3.8 TRelap Object Clas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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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lap은 ”σue object"로 객체의 생성t 제거， 상속， 변형 퉁이 가능하다 또한， 

TRelap 객 체 class를 사용하연 다수의 RELAP5 계 산 instance를 손쉽 게 생 성 할 수 

있어 multiple 계산올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정도 있다. 표 3.1.3.3에 TRelap의 

주요 method (function 및 procedure)를 기술하였고 표 3.1 .3.4에는 TRelap의 주요 

properties (변수)에 대해 기술하였다 

표 3.1.3.3 TRelap의 주요 method 

TRelap Method 기능 
constructor Create; 

TRelap 객채 생성， 쩨거 method 
destructor Destroy; 

TRelap 객 제 째 거 method 
Relap5 . DLL의 loading 수행 

function Load_DlL (Relap_DLL_file : string; ProcName : string) 
Relap_DLUile : Relap5.dll 표t일 명 

ProcName : procedure ame 
: boolean; 

DLL의 loadingOI 성공할 경우 'true'톨 return 
하고 실때 힐 경우 ’fa lse’톨 return 한다 

function GeCFAJndex{filidx : lnteger) : LongWord; 
filidx (ftb file index)애 대한 fa array으I index톨 

return 한다 

function Fa_LongWord (idx LongWord) : longWord‘ 
fa array 의 idx 째 index위치의 값올 각각 

function Fa_longlnt (idx: LongWord) : Longlnt; 
Longword (32bit word 정수)， Lonint (32 bit 

function Fa Double (idx : LongWord) : Double; 
integer 정수)， Double (64 bit 실수)， 및 
string으로 return 한다 string의 경우 null 

function Fa_string (idx : LongWord) : string; 
terminated string으로 연흰되 어 return 한다 

function get_param (idκ ’_off : LongWord) : Double; 
fa array의 idx index 위치로부터 ’_off 만큼 
멀어진 곳의 값율 64bit 일수 강으로 return 힌다 

I procedure Readjnpucand_’nitialize; RELAP5 입력율 읽고 조기회톨 수행한다 
I procedure RunSteps(n5tep : inteqer); nstep 만큼 RELAP5 계산융 진앵한다 
I procedure runtoEnd; RELAP5 계산율 계산 종료까지 수행한다 
I procedure runto (endtime : double); RELAP5 계신을 endtime 까지 수행한다 

procedure killRelap; 
RELAP5 계신을 즉시 정지시키고 파일 정리 동의 
마무리 작업올 수행힌다 

function geCVoljdx (volnum : LongWord; lIar fajdx, lisUdx 
LongWord) : boolean; 

function get_Junj dx (junnum : longWord; lIar fajdκ IisUdx 
longWord) : boolean; 주어 진 IIOlume number, junction number, 

fundion get_Cmpj dx (cmpnum : longWord; lIar fajdι component number, heat struζture number 맺 
listjdx : longWord) . boolean; trip number얘 대한 fa array index 와 offset율 

function get_Htrjdx (htrnum LongWord; var fa_idκ list idx return한다 
longWord) : boolean; 

function get_TrpJdx (trpnum : longWord; var fajdx, lisUdx 
LongWord) : b。미ean; 

function get_ VoUnfo (xlist : TStringlist; volnum : longWord; 
lIar fajdx, l isUdx : longWord) : boolean; 

function geCJunJnfo (xlist : TStringUst; j unnum : longWord; 
var fajdx, LJsUdx : longWord) : boolean; 

각각 volume, junction, component. heat 
function geCCmpJnfo (xList : TStringLJst cmpnum 

structure 및 trip에 대한 정보톨 TStringUstOl 
longWord; lIar fajdκ List_’dx : LongWord) : boolean; 

기록하여 준다 function get_Htrjnfo (xUst : TStringList; htrnum : LongWord; 
vðr faj dx, LisUdx : LongWord) : boolean; 

function geCTrpJnfo (xlist . TStringList; trpnum : longWord; 
var fa idκ Ustjdx : LonqWord) : boolea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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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TRelap의 주요 Properties (변수) 

Property 명 변수 형식 설명 
faJltr, fl_ptr LongWord (32 bit) fa 및 filidx array pointer 

workDir, fname stnng TRelap 수행 디렉토리명， Relap5 입릭 띠일영 
Volume list : recVol 영태로 기록 

recVol Record 
vollist Array of recVol vidι volno, cmpldx LongWord; 

。rd .... toC lnteger; 
end; 

Junction list : recJun 형태로 기록 
recJun Record 

junList Array of rel디un 
j idκ junno, cmpldx. 
frm_vidx, to_vidx longWord; 
。rd .... toC integer; 

end; 
Component list : recCmp 형태로 기록 

recCmp Record 
cidκ cmpNo, cmpld‘ 
αidx‘ 딩idκ 

cmplist Array of recCmp vcount j count longWord; 
cmpType. Name String; 
volidκ junidx Array of 

l ongWord; 
end; 

Trip list : recTrp 형태로 기록 
recTrp = Record 

tidx, trpn。 LongWord‘ 

ntrcnl. ntrcn2, 
trplist Array of recTrp ntrpcl, ntrpc2 l ongInt; 

ntrcvl, ntrcv2, 
TrpType string’ 

ßack, time, trpCon Double; 
end; 

Minor Edit li5t . recMEdit 형 태로 기록 
recMEdit Record 

MEdits Array of recMEdit name : stnng; 
data Array of Double; 

end; 
Relap5.DlL interface procedu re로 다융과 같이 정의 될 

procedure (var icase Integer; 

RelapDLL procedure 
var hytime double; 
var fa_ptr, fl_ptr : LongWord; 
var xbool Longword; 

Var lStatL l nolneggwer。
var advCount Lonqword); cded; 

추후 TRelap object c1ass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 써 손쉽게 TRelap 객체에 

property 혹은 method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객체 프로그랭의 특장인 inheritance 

및 polymorphism 을 통하여 새로운 파생 객체 c1ass를 쉽게 만틀 수 있다 일례로 

TRelap를 inheri t 하고 이에 graphic 객체를 추가하면 하나의 객체에서 relap 계산 

과 graphic display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TRelap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applica tion 프로그램을 데모용으로 개 

발하여 보았다‘ 데모 프로그램은 Delphi를 사용하여 작성 하였으며 TRelap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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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Relap 계산을 수행하였다. 데모 프로그램은 GUI를 사용하여 user가 선택한 임 

의의 입력을 읽고 Relap5.dll 계산올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이 run control이 가능하 

여 run올 수행/정지 시킬 수 있고 또한， volume 및 junchon의 현 상태 값올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랭 되었으며 데모용 간단한 그라프의 작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당 

히 많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TRelap 을 사용함으로써 Delphi 코딩은 모두 합쳐 

서 400 line 미만으로 가능하였다. 그림 3.1.3.9는 데모 프로그랭의 screen-capture 

그림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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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데모 프로그램 화연 캡쳐 

라- 객체 및 모률을 사용한 용용 프로그랭 개발 

HyPEP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수의 객체 및 프로그랭 모률의 개발이 있었다 

이들 객체 및 모률의 개발은 객체/모률의 재사용이 쉽도록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에 따라， 이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용용 프로그랭들을 비교적 쉽게 개발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제 수행중 대두 되는 Layout 문제를 해석하고 HyPEP 개발용 객 

체 및 모률올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응용 프로그랩을 개발 하였다 이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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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의 경우 hard-wired layout, 즉， HyPEP 과 달리 Layout의 변화가 있을 시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이 되었다 이는 hard-wired 형 

태의 layout은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과제 기갇 중 개발한 

다양한 웅용 프로그램의 몇 가지를 기술하였다. 

Combined Cvcle Lavo ut 해석 프로그랩 개방 및 적욕 

전기 생산 효율이 뛰어난 Combined Cycle (Brayton 과 R없다<ine)올 고옹가스로 

에 적용하고 Rankine cycle의 중기를 사용하여 해수 담수화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 

는 전기 생산 효율 과 담수 생산량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물 

성치 객체 및 TBrayton, TRankine 객체를 사용한 웅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Y.J. Lee, 2009.5(to be published)]대상 combined cycle은 그립 3.1 .3.10에 나타낸 바 

와같다 

HTGR 

s‘ .m 
e‘ ... 

L 

그림 있310 고온가스로를 사용한 전기생산 및 해수 담수화 Cl:ntiJ el 0뼈 플랜트 L1\U.lt 

그림 3.1 .3 .10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측은 Closed Brayton Cycle올 형성하고 있으 

며 고온가스로， 가스터어빈， Process 열교환기 일차흑 및 압축기로 구성되어 있다 1 

차측 냉각유체로는 헬륨이 사용되며 헬륨 가스 터어빈 과 헬륨 압축기는 동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차측은 Rankine Cycle에 연결되어 있으며 고압 중기 터어빈 과 

저압 중기 터어빈/ 응축기 저압 및 고압 급수 펑프 그리고 Process Heat 이차측으 

로 구성되어 있다 Rankine Cycle은 reheat를 사용한다 고압 증기 터어빈의 출구에 

서 증기를 빼내어 해수 담수화에 사용한다. 

고옹가스로에서 가열된 헬륨은 헬륨 가스 터어빈에서 expand 되어 터어빈/압축 

기 shaft에 work를 제공한다 헬륭 가스 터어빈에서 expand 된 헬륨은 process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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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 일차측으로 유입되어 이차측의 물을 중기로 변환시킨다 이후 저온의 헬륨 

은 압축기를 거쳐 다시 고온가스로로 유입된다 한편， process 열교환기 이차측에 

서 가열된 Rankine Cycle 급수는 증기로 변환되어 고압 중기 터어빈으로 유입되어 

expand 된다. 고압 중기발생기 출구 증기는 일부 해수 담수 플랜트로 보내지고 나 

머지는 process 열교환기로 다시 보내져 재가열 된 후 저압 중기 터어빈으로 보내 

진다， 저압 중기 터어빈에서 expand 된 중기는 용축기로 보내져 다시 물로 변환된 

후 저압 급수 펌프로 보내진다‘ 저압 급수 펌프는 급수의 압력올 해수 담수 플란트 

로부터 되돌아오는 물의 압력까지 올려주고 해수 담수로부터 돌아오는 물 파 급수 

는 합쳐져서 고압 급수 펌프로 유입된다‘ 고압급수 펌프는 급수를 process 열교환기 

이차측 입구 압력까지 올려준다 급수는 process 열교환기에서 중기로 변환되며 이 

로써 Cycle이 반복된다. 

Combined cycle의 효율올 해석하기 위하여 전용 프로그램올 작성하였다‘ 프로그 

햄은 객채 지향적 프로그랩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물성치 객체 와 그라픽 객체 

그리고 HyPEP에서 개발된 콩포넌트 모률을 사용하였다 그림 3.1 .3.11은 combined 

cycle 프로그랩을 화면 캡쳐한 것을 보여준다 

,. 

펠눴다용 헬휩뚫첼델 
，.。‘---

:: 

’ .. u , . ... z ..... " ... ---
그림 3.1 .3.11 Combined Cycle + Desalination 해석 프로그램 실행 화면 캡쳐 

프로그램은 그림 3.1 .3.11에서 보듯이 GUJ를 대거 사용하였으며 주요 입력으로는 

터어빈/ 압축기 및 펌프의 효율， 원자로 출력， 압력 및 용도， process 열교환기 

effectiveness 및 온도 퉁이 있으며 on-screen으로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수 

담수화를 위한 중기의 추출양은 slider를 통해 Í1l1eractive하게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의 작동성을 검중하기 위하여 900 OC 출구옹도의 200 MW급 고온가스 

로의 전기 생산 및 해수 담수 생산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3.1.3.5에는 계산에 사 

용한 주요 입 력 변수를 나열하였다‘ 검층에 사용한 고온가스로는 200 MW급으로 

인구 10만 수준의 중소형 도시에 전기 및 담수를 공급하기에 적당한 규모이다 대 

부분의 값들은 여러 source로부터 얻은 것으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타당하다 

고 사료되는 것을 선정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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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5 주요 입력 변수 

변수 단위 ~ 
Reactor Parameters 

Reactor Power MWt 200 

Reactor Outlet Pressure bar 70 

Reactor Pressure Drop bar 1 

Reactor Inlet Temperature 。c 500 

Reactor~utlet Temperature 。c 900 
Process Heat Exchanger Parameters 

Process Heat Exchanger Primary Pressure Drop bar 0.5 
Process Heat Exchanger 5econdary Pressure Drop bar 3 

Process Heat Exchanger Re-heater Pressure Drop bar l 

Primary to Secondary Temperature Drop (Ior T，얘，) 。c 30 
Bravton Cvc1e Parameters 

Helium Turbine Pressure Ratio 1.3 ‘ 2.9 

Helium Turbine Isentropic Efficiency % 93 

Helium Compressor Isentropκ Efficiency % 86 
Rankine Cvcle Parameters 

High Pressure Steam Turbine Pressure Rati。 4 

High Pressure Steam Turbine Inlet Temperature 。C 492 - 761 

High Pressure Steam Turbine Inlet Pressure bar 170 

High Pressure Steam Turbine Isentropic Efficiency % 92 

Low Pressure Steam Turbine Isentropic Efficiency % 90 

High Pressure Feedwater Pump Isentropic Efficiency % 95 

Low Pressure Feedwater Pump Isentropic Efficiency % 95 

Feedwater Pump Motor Efficiency % 97 

ζ。ndenser T emperature 。c 30 

Condenser Pressure bar 0,045 
Oesalination Parameters 

Heat Consumption Rate for Desalination kJ/kg-H ，。 360 

Electricity Consumption Rate lor Desalination kWh/tonne-H,O 2 
。ther Parameters 

Electricity Conversion Efficiency % 97 

Electricity House Load MWe 2 

Combined Cycle에서 전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factor 중 하나로 Brayton 

Cycle의 헬륨 터어빈의 pressure ra ti。이다 Pressure rati。가 작으면 Brayton Cycle 

로부터 얻는 Shaft-Work 가 줄어들고 Rankine Cycle로부터 얻는 Shaft-Work가 증 

가한다 반연 Brayton Cycle의 Pressure Ratio가 커 지 게 되 면 Rankine Cycle로부터 

얻는 Shaft-Work 가 작아지고 Rankine 쪽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Rankine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Brayton Cycle의 pressure ra tio가 커지면 이에따라 헬륨 터어 

빈과 압축기 퉁이 대형화 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헬륨 Brayton 관련기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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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어빈의 

Cycle의 

헬륨 

Brayton 

써는 바람 직 하지 않다， 

해수담수화를 하지 않을 경우 Brayton Cycle의 

pressure ra tio를 1.2에서 2.9까지 변경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Pressure Ratio 영 향을 관찰한 것 이 다 

3.1.3.12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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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rayton 

중가하게 된다 따라서 Brayton 

채 전기생산 효율의 중대를 

기술 경험이 낮은 헨륨 

과 Rankine Cycle 쪽의 온도가 너 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정도 있다 

원자력 해수 당수화는 근간에 대두 되고 있는 문제인 세계적 물 

사용한 해수담수화로 해결해 보자는 시도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고압 터어빈의 출구로부터 중기를 추출하여 해수 담수화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립 3.1 .3.13은 Brayton Cycle 헬륨 터어빈의 pressure ratio 

그림 3.1.3.12 Net Shaft-Work에 대한 Brayton Cycle 헬륨 터어빈 Pressure Ratio의 영향 

그립 3.1 .3 .12에서 볼 수 있듯이 헬륨 터 어 빈의 pressure rati。가 중가함에 따라 

헬륨 터어빈의 Shaft-Work는 중가하나 Rankine Cycle의 고압 및 저압 터어빈의 

Shaft-Work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Shaft-Work (Brayton + Rankine)는 

Turbine Pressure Ratio가 중가함에 따라 중가를 하며 따라서， 전체 효율도 

Cycle 헬륨 터어빈의 pressure ratio를 중가하여 전 

기대할 수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으로도 

turbo-machinery가 커져 engmeenng 문제가 커진다는 것 

낮아지면 중기의 sub-cooling 문제도 추가로 

원자로 

Cycle 

프로그햄 

가 1.8로 

부족을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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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Steam extraction을 사용한 해수담수화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fix 되었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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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Bleed Fraction (for Desalination) 

이용한 해수 답수화 

담수화를 위한 중기 추출비를 0.0%에서 100%까지 변경한 계산 결과를 

3.1 .3 .13에서 보여준다 0.0% 증기 추출의 경우 해수 담수화는 없으며 (전체 원자 

전기생산에 활용)， 100.0%의 경우 Rankine Cycle의 저압 증기 터어빈의 

Work 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그사이의 중기 추출은 저압 중기 터어번에서 전기를 

일정량 생산하고 통시에 해수 담수화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생산 (Work Output)은 증기 추출량에 직접 반비 례하고 해수 담수화 량은 증기 

추출량 과 직접 비례한다 이는 예상하였던 결과이며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중기를 최대로 추출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전기생산 효율은 약 20% 수 

이는 Combined Cycle 이 아닌 Simple Brayton Cycle을 단독으로 사용하였 

을 경우 기대되는 전기생산 효율 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약 40,000 tonne-H20 / day의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 해석 결과는 논리적으로 기대되는 값에 유사하며 이로써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각종 객체 및 모률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二l

그림 3.1 .3.13 Combined Cvcle을 

해수 

립 

로열을 

준으로 

잃 개발 효로그훨 행접 Cyc보4효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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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옳 

고온가스로를 사용한 Closed Brayton Cycle의 전기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ecuperation이 필수적이다 Recuperation이 없는 Simple Brayton Cycle의 경우 전 

기생산 효율은 20% 미만으로 기대되며 recu pera tion을 할 경우 40-50% 수준의 전 

기생산 효율올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Simple 및 recuperated brayton cycle의 

전기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햄을 개발하였다 Combined Cycle 해석 프로그 

햄 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HyPEP 개발 중 제작한 객체 와 모률 둥올 대거 적 

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1.3.14는 입구 온도는 3500C이고 출구온도는 7500C인 400 MW 고용가스로 

Simple Brayton Cycle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을 할 경우의 schematic diagram과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의 작동 화면올 캡쳐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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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400MW 고온가스로와 Simple Brayton Cycle 계산 화연 

그림 3.1.3.14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가스로에서 가열된 헬륨은 터어빈에서 

되어 Shaft-Work를 발생하고 이후 cooler를 거쳐 압축기 입구옹도까지 떨어 

헬륨은 압축기에서 고옹가스로 입구 압력까지 가압이 되고 이후 고온가스로 

가열이 디고 다시 터어빈으로 유입되어 Cycle이 반복된다 전기생산은 

약 21.3%의 전기생산 효율을 보여준다. 이는 Rankine에서 기대되는 30 -

35%보다도 매우 낮은 값이다， 또한， cooler의 입구 온도 가 4330 C, 출구온도가 

124.410C로 고질의 헬륨에너지를 waste heat로써 낭비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높 

은 압축기 입구온도로 인해 필요 압축기 Work가 228 MW로 매우 높은 점도 단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생산의 경우 Simple Brayton은 좋은 방법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단， cooler에서의 양질의 waste heat를 해수 당수화 또는 기타 

정열 동에 이용할 경우 simple Brayton Cycle은 좋은 에너지 활용 방법이 될 수 

올 것이다 

그림 3.1 .3.15는 

고온가스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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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diagram과 이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의 작동 화면을 캡쳐한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Ambient temperature는 400C로 설정하였으며 2개의 압축기 

를 설치하고 압축기 간에는 inter-cooler를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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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5 400MW 고온가스로와 Recuperated Brayton Cycle 계산 화면 

그림 3.1 .3 . 15는 마찬가지로 입구 온도가 3500C이고 출구온도가 7500C인 400 MW 

고온가스로에 Recuperated Brayton Cycle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을 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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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diagram파 이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랭의 작동 화연을 캡쳐한 

것올 보여준다 그립에서 보듯이 recuperator의 장착으로 net Work 가 sirnple 

Brayton Cycle에 비 해 약 60 MW정 도 중가한 148 MW으로 효융은 4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압축기의 Work 가 이전의 228 MW으로부터 170 MW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압축기 업구 온도의 감소로 인해 발 

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축기 효능이 전체 cycle 효율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수 있다 

HyPEP을 개발하면서 작성한 주요 객체 와 모률을 활용하여 Hard-Wired Layout 

해석 프로그랩을 작성하여 보았다 객체의 사용 과 모률의 재사용으로 프로그램의 

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robust한 웅용 프로그램올 빠른 시간에 작 

성할 수 있었다 응용 프로그랭은 고용가스로를 사용한 plant의 Layout 선정에 

insight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또한 용용 프로그랩을 통하여 객체 및 모률의 

robustness 와 effecti veness를 확인할 수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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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생산연계 중간계통 평가기술 

수소생산연계 중간계통은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올 연결하는 중간계통으로/ 

수소생산 및 저장 계통으로 부터의 사고시에 독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70-10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계통은 정상운전 시에는 긴 

거리의 열수송에 따른 열손실 및 순환기에 펼요한 동력을 최소화 하면서 원자로계 

통과 수소생산계통간을 공간적으로 격리시켜 어느 계통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통으 

로 전파되지 않도록 그 사고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요건올 만족시키는 관련되는 인자와 중갇계통의 성능간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올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계통의 설계 인자 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였다-

가. 중간계통 계통 성능해석 모델 

중간계통의 성능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정 

확한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인자의 기여도를 오두 고려한 해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모텔은 구조 및 입력과 출력이 복잡해지기에 성능에 

관련되는 몰리적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열 및 운통량 전달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의 지배식을 사용한 전산해석적 

방법으로써 관련 MARS-GCR 모델을 개발하였다. 

(1) MARS-GCR 순환기 분석 모델 

중간루프 순환기는 남아공의 PBMM의 성능콕선을 참고하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순환기모델의 성능곡선은 입출구사이의 압력비와 회전 

력과 유량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진 순환기의 효올올 사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순환 

기헤드는 아래 표에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보간법에 의해 압력비를 얻게 된다 헤 

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Sungwon Bae, 2005]. 

p, (PR - I) M=-"-- - -, PR= 二1..

P .. g P, (5-1) 

이 때 P, 은 입구압력이고， P2 는 출구압력이며 ， PR 은 압력비를 나타낸다-

또한 순환기 토크는 보간법에 의해 구해진 효율을 사용하여 얻게되며 아래와 같 

이 표현된다 

잭댄브j 
ω'IPm 

ll8 

(5-2) 



r 는 순환기 토크/ 껴 은 유량， ω는 순환기 회전력l η는 효율， m 순환기 입출구의 

평균밀도를 나타낸다 

(2) 상세해석 모텔 

중간계통 작동성능을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MARS체제 안에서 전달 

현상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기본식으로 한 해석모델을 설정하여 확보하였다， 이 방 

향의 모델화 작업에서 일차적으로 원자로와 수소생산계통이 열적으로 연계되는 지 

역의 중간계통인자의 값을 경계조건으로 처리한 중간계통안을 해석영역으로 하는 

해석모델(그림 3.1.4.1)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석영역을 원자로와 수소생 

산계통으로 확장시킨 상세해석모텔(그립 3.1.4.2)을 개발하였다 

e히 (001, 

m’ ‘’‘” 

그림 3.1 .4.1 중간계통만의 해석 모델 

Coneol ~t"!' pk:. 

~. 
아’E 

, 

쭉
 강 
上
띤
 
그림 3.142 전체 계통의 해석 모텔 (MARs.GCR 모렐) 

이 해석모텔에서는 상세해석 모델이 가능하여 중강계통배관에서의 열손실량의 

해석도 가능한데 고려한 중간계통의 배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간계통 배관은 내부관으로 고온의 냉각재가 흐르고 환형 외부관으로 저온 

의 냉각재가 흐르는 형태인 Co-axia l 관을/ 순환기 모텔은 MARS-GCR 순환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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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하였다 Co-alÒal 중간계통 배관은 내부와 외부관은 모두 Rock Wool 

절연체로 단열체로 단열되어 있으며 배관의 제원은 아래 그립 3.1.4.3에 도시되어 

있다. 

1 

t 
r t . ‘ * 

‘ 

. ‘ ” ’-

-.L .!:‘ 
- r:: 

그림 3.1.4.3 중간계통 배관 구성 

이러한 구성의 중간계통의 인자 값은 다음 표와 같으며 중간계통만의 해석모텔 

에서는 표 3.1.4.1의 구성1의 값을， 그리고 전 지역해석 모텔에서는 구성2의 값이 사 

용되었다 

표 3.1.4.1 중간 계통 배관 인자 값 

구성 배관구성 구성 l 구성2 

Hot gas r1 (m) 0.4512 1.1938 

In617 r2 (m) 0.5274 0.0762 

Kaowool r3 (m) 0.5401 0.0127 

Cold gas r4 (m) 0.70375 1.7272 

SA508 ó (m) O 없345 0.1397 

Kaowool r6 (m) 0.85615 0.0127 

그리고 지역해석 모텔인 원자로계통/ 중간루프계통， 수소생산계통에서의 각 계통요 

소는 다음과 같이 모텔화되었다‘ 

MARS-GCR의 입력 노드 구성은 위의 그림 3.1 .4.2와 3. 1.4.4와 같이 구성함 

1차측은 GAMMA 코드의 입 력 데 이 터 를 참조합 

#134, 135, 136 (inner, mid, outer core ring) 

#143, 150 (inner, outer bypass) 

IHX (#711, #881) 

#711 노드 :64 , 넓 이 1.94792, 길이 0.8 m 

#110 : lnlet plenum (노심으로 들어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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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Outlet plenum (노심 에 서 IHX로 들어 가는 부분) 

#704, 761 single volume 

PHE (#831, #941) 

#831 노드 64 , 넓이 ’ 1.94792, 길이 : 0.8 m 

Concentrate Pipe (#811, #851) 

#811 노드 :20 , 넓이 : 0.63957 m2, 길이 100 m 

#851 노드 :20 , 넓이 : 0.63949 m2, 길이 100 m 

#971,901 : Time dependent volume 

#860 circula tor 

#300 (R CCS) 

그림 3.1.4.4 전체계통 해석 모델에서의 원자로 모델 

나- 중간계통 계통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중간계통의 성능 및 안전 

성과 계통인자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1) 기본 상관성 평가 

중간계통 설계 및 작동인자와 성능간의 상관성을 앞에 설명한 대수식 성능모 

텔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였는 데 이 명가에서는 분석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되는 전열유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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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유체는 질소와 헬륨이었으며 이들 유체는 모두 다 화학적으로 매 

우 안정적이나 열 및 운동량 전달에서는 그 특성이 다르기에 중간계통의 성능도 달 

라진다‘ 질소와 헬륨 중 헬륨의 불성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1.4.5와 같다-

• .. - Cp ,Jlkg.C 
.. ... . 밀도kg/m3 

Q Pr(=C p 이s/k) 

.. ‘. -. 접성도(P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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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헬륨 툴성치의 변화(P=π，f Pa) 

1αn 

헬륨과 질소의 물성치가 7MPa 일 경우 질소가 헬륨에 비해 밀도가 약 7배 크지만 

Cp와 열전도도에서는 헬륨의 1/5 크기이다 

(2) 전체계통 해석 모텔에 의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앞 항에서 설명한 평가는 중간계통의 설계 및 작동조건 인자와 계통의 성능 

인자 간의 상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이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작 

동유체의 종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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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주요인자와 성능인자간의 몰리적 연결성을 파악하기는 용이 

하지만 사용된 해석모텔의 단순화로 인하여/ 현상의 비선형적인 특성 및 고려되지 

않은 현상의 영향 퉁이 반영되지 않기에 분석결과의 수치적 값이 정확성에는 큰 신 

뢰도가 있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앞에서 설명한 MARS-GCR에서의 전 지역올 해석하 

는 모텔은 앞의 대수식모델 보다 훨씬 정교한 모텔올 사용하기에 해석결과의 신뢰 

도가 크게 증진된다 전체계통 해석모텔올 이용한 평가에 사용된 주 관점은 다음 

표 3. 1.4.2와 같이 냉각재의 종류/ 안전거리 그리고 작동압력에 따른 영향의 평가였 

다 

표 3.1.4.2 중간계통 성능 평가를 위해 설정된 인자의 종류 및 변화 

운진변수 

냉각재 

안전거리 

계통압력 

평가조건 

He, N2 

100, 200, 400 
7, 5, 3 

그 해석결과를 일차적으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m 

MPa 

표 3.1.4.3 전체계통 해석 모텔에 의한 해석 결과 

작동건조 열사손항실 필요사 순환항 동력 

구분 운력전압 안전리거 고온캅 용도 수소효율변화량 (%) 열손실 순환력통 순환전력 순환부하 
까{‘ 율 율 

MPa (m) ("C ) 15 HTE % MW Mwe % 
He 7 100 4.4 0.02 0.01 0.3 1.7 2.0 2.2 

7 200 6.1 0.05 0.01 0.5 1.9 2.2 2.5 
7 400 11.05 0.10 0.03 1.0 2.0 2.4 2.6 
5 100 5.2 0.02 0.01 0.3 2.8 3.3 3.6 
5 200 7.2 0.05 0.01 0.5 3.0 3.5 3.9 
5 400 11.14 0.10 0.03 1.1 3.3 3.9 4.3 
3 100 8.15 0.02 0.01 0.3 6.1 7.2 7.9 
3 200 10.21 0.05 0.01 0.5 6.7 7.9 8.7 
3 400 17.1 0.10 0.03 1.1 7.9 9.3 10.3 

N2 7 100 4.86 0.02 0.01 0‘3 2.0 2.4 2.6 
7 200 6.72 0.05 0.01 0.5 2.2 2.6 2.9 
7 400 10.75 0.10 0.03 1.1 2.5 2.9 3.3 
5 100 6.81 0.02 0.01 0.3 3.4 4.0 4.4 
5 200 9.01 0.05 0.01 0.5 3.9 4.6 5.1 
5 400 13.21 0.10 0.03 1.1 4.4 5.2 5.7 
3 100 13.52 0.02 0.01 0.3 8.1 9.5 10.5 
3 200 15.01 0.05 0.01 0.5 9.2 10.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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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계산결파로부터 주요 상관성에 대한 경우가 그림 3.1.4.6에 표시되어 

있다 먼저 다음 그립은 안전거리에 따른 중간계통배관에서의 열손실을 표시한 것 

으로서 헬륨을 전열유체로 그리고 작동압력은 7MPa로 할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보 

아 열손실량은 길이에 선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열 손실융이 중간계통 전열량의 1% 

이하정도의 직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열손실로 인한 수소공정 

율 변화는 비록 개략적인 값의 민감도였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큰 IS경우에도 그 변 

화폭이 0.1% 미만의 작은 크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전열손실로 인한 수 
소 공정 효율에의 영향의 주 관점은 수소공정상의 효율이 아니라 중간계통에서의 

전열손실로 인해 원자로로부터 생산된 열이 100% 수소 공정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에 두는 것에 펼요함을 의미한다 요구되는 순환펌프의 동력은 중간계통의 배관 

에서의 압력손실에 의한 성분파 열교환기와 같이 중간계통의 배관길이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압력손실 성분의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중 중간계통의 길이 변화에 

따른 몰성치의 변화로 인한 비선형성분이 더하여쳐 길이 증가에 따른 자체의 압력 

감소효과에 의해 압력손실 크기가 선형이상으로 중가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 

래그링에서 요구되는 동력은 안전거리의 중가폭보다 더 크게 중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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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6 중간 게통 전열손실 

순환기 동력이 증가하지만 그 크기는 중간계통배관 길이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하는 요소의 크기에 안전거리 증가에 따른 펼요 동력의 크기는 비교적 둔하게 

가를 한다 이 동력의 크기를 부하율로 표시할 경우 안전거리가 100m -> 400m로 4 

배로 중가함에 따라 그 부하율은 2.2% -> 3%로 -35%만 증가 되어， 안전거리 증가 

에 따른 열손실은 바로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순환동력은 안전거리 증가에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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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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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수소공정 효율 변화량/ 순환 펌프 동력 및 안전성 인자 

그림 3. 1.4.6과 3. 1.4.7을 종합하면/ 안전거리가 100m -> 200m -> 400m로 중가함에 

따라， 

순환펌 프 부하율:2.2% -> 2.3% ->3.0% 

. 열손실율: 0.25% ->0.50% ->1.05% 

수소제조 공정효율 변화: <0.1% 

이 결과에서， 열손실율은 때로는 1%까지 되기도 하는 데 이 손실율은 배관의 단열 

올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안전거리가 1。이n에서 

400m로 중가함에 따라 순환펌프의 부하율이 약 0.8%의 증가가 되고， 이해 비해 안 

전성 성능에서는 충격강도가 100m 거리의 6%대로 크게 감소한다 

그리고 안전거리가 400m인 경우의 성능인자 값의 100m경우에 대한 비의 계통 가 

동압력에 대한 종속성올 조사한 결과가 그림 3. 1.4.8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립으로 

부터 계통압력에 대해 종속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결과 

앞에서 설명한 중간계통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겉다 중간계통의 성능 평가 결과는 배관길이와 물성치에 따라 열손실로 인한 고 

옹관 온도가 감소하여 후속공정인 수소 생산공정에 공급되는 열의 온도가 낮아지는 

영향은 무시할 만 하며/ 열손실 자체에 의한 전체 시설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이 대 

상인자가 되고 중간계통 전열유체 순환에 필요한 동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능 평가결과를 중간루프계통의 설계에 적용하면 중간계통 전열유체는 k가 큰 

유체가 적합하고 질소와 헬륨 중에서는 헬륨이 적합하고， 중간계통 운전 압력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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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압력l 중간계통의 운전 온도는 순환펌프 동력관점에서 낮은 온도가 바랍직 하지 

만 최종 결정에는 수소제조 공정 특성올 반영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간루프계통의 안전 거리를 평가해본결과 100m에서 400m로 증가시 안전성 인 

자인 표면 충격강도는 1。이n 경우의 6%로 크게 감소r 열 손실율은 동심원 배관 구 

조에서 0.25%에서 1.0%로， 순환 펌프 부하율은 2.2%에서 3.0로 증가하므로， 열손실 

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며， 안전성확보를 위한 적정거리 결정은 수 

소 공정의 사고의 특성 및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펼요가 있다 

1.00 

1.00 

,....-•----------l'1J 

1.<0 

훌 1 ∞ f ;←~ • 
형 o∞ 

0.00 

O.IIJ 

0.<0 

o∞ 
o 100 2)) = 

안전거리 [mJ 

IIJ。 50) 

그림 3.1.4.8 안전거리/중간계통 성능인자의 전열유체에 따른 비의 변화 

(질소/헬륨 :P=7MPa) 

다 참고문헌 

[Sung Won Bae, 2005] 배 성 원l “ Development of Circulator Component in 

MARS-GCR for Gas Cooled Reactor System," K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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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가. 고온구조 크립 해석 방법론 개발 

초고온가스로의 압력용기는 상용로에 비하여 월동히 높은 온도조건에서 운전되 

므로 고온특성이 우수한 고 크롬강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 

에서는 고 크롬강의 사용 예가 많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구조설계방법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고온 환경에서는 강구조물의 크립특성이 매우 중요한 설계변수이므로 

이를 고려한 셜계 및 해 석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고온 환경의 원자로구조물에서 

크립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서는 정량적으로 변형률 및 변형을 명가하여야 한다， 

탄성해석 변형률 한계를 넘는 고온 구조 취약부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이나 하중 변 

경을 우선 시도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탄성 변형을 계산하여 고온기기의 

성능올 보장하기 위한 변형 한계를 계산하여 고옹구조 건전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 

또한 고 크롬강이 사용된 용접 부는 압력용기 및 배관의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잔류웅력 및 변형에 의한 영향을 신 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크립 변형률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고온가스로 압력용기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기술을 구축하였으며 고 크롬강이 사용된 용접부에 발 

생하는 잔류웅력과 변형에 관한 해석 결과를 측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신 

뢰도를 확인하였다， 

(1) 크립 변형륜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자료 분석 

427"C 이상의 오스테나이트 강 및 3710 C 이상의 페라이트 강파 같은 고온영역에 

서 변형룹 및 변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탄성해석이 필요하다. 설계코드에서 제시 

되는 크립 변형률 평가는 탄성 및 단순비탄성 방법이 사용되며 상세 비탄성해석에 

필요한 해석대상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변형/ 변형률， 변형률 범위 및 최대옹력 

에 대한 보수적 한계를 설정하여 해석에 사용한다-

타섯해석 규적 

비탄성 변형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시험번호 A-1, A-2 또는 A-3중의 어느 하 

나를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 다음 조건에서 X 와 Y항은 최대 국부 일차 막웅 

력 및 굽힘웅력 강도와 이차웅력 강도의 최대범위가 사이클 동안 평균 항복웅력의 

비로써 정의된다 

x = (Puo + 좌Lax- 4 ” 9 

(QnL , 
y = τ 

U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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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번호 A-1에 대하여 ， X + Y드 휴 
vy 

시험 A-2에 대하여 ， x + Y 르 1 

(3) 

(4) 

시험번호 A-3에 대하여， NB-3222ι NB-3깅2.3 및 NB-3깅2.5 한계규정을 만족해 

야하고 부가적인 규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단순 비탐성해석 규척 

비탄성 변형률 한계는 단순비탄성해석 규정에서 제시하는 시험변호 B-1, B-2 또 

는 B-3 중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 

1) 시험번호 B-1 및 B-2 

Level A, B, C 운전하중을 포함하는 운전수명에 걸쳐 누적되는 비탄성 크립 변 

형률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며 무차원 유효 크립 옹력변수 Z는 시험변호 B-1 

에 대해서는 그립 3.1 .5.1에 제시된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시험변호 B-2에 대하여 그림 3.1 .5.2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8,.8,> P 영역) 페
 
에
끼
뼈
 

z= X. Y (8,> P 영역) 

z= Y+ 1 - 2 /ITτ궁Jy(히 영역) 

z= X (E 영역) 

유효 크립 용력 <7c를 결정하는데 탄성적으로 계산된 일차/이차 웅력강도가 이용 

되어지고 전체 라셋팅 크립 변형률을 결정하는 데도 이용되어지며 전체 크립 라햇 

팅 변형률은 모재에 대하여 1%, 용접금속에 대하여 0.5%로 제한된다 

2) 시험번호 B-3 

보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림 3.1 .5.1의 8"S"P영역틀에서의 싸이클에 대해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R" 짜영역에서의 싸이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동시성 곡 

선으로부터 얻어지는 비탄성 변형륜 εu과 소성 라햇팅 변형륜 중분 εn 및 크립 

이완에 기인하는 강화 크립 변형률 중분ε6는 식 (9)과 같이 시험번호 B-1의 동시성 

콕선으로부터 더하여져 수영동안 누적된 전체 비탄성 변형융 ~e가 계산되어진다 

εe= ε ，， + εη+ε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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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1 단순비탄성 해석에 대한 유효 크럽 

‘‘·‘· 

그림 3,15 .2 단순비탄성 해석에 대한 유효 크립웅력 변수 Z(시험변호 B-1 및 B-3) 

크립응력 변수 Z(시험변호 B-2) 

크링 벼헛륜 비타섯 해석박번 규쩌 

변형에 대한 비탄성해석은 변형이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한다‘ 고온으로 예상되는 구역에서 설계코드에서 제시되는 탄성 및 단순비탄 

성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비탄성 변형률이 허용한계를 초과할 때 상세 비탄성해 

석을 수행하여 그림 3.1.5 .3과 같이 반복하중이 주기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 누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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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변형륜이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두께방향의 평균 변형률， 1% 

(b) 두께방향 변형율의 상당 선형분포에 의한 표연 변형촬， 2% 

(c) 엄의 점에서 국부 변형률， 5% 

g 

。
Cyclically Enhanced Creep 

A。‘

‘~ ...... ‘-Acr_ Sin gle Cyc1e Creep 

E g 

그립 3.1.5.3 반복하중에 의한 크립 라체팅 특성 

각화크협 변헛륨 i핏가기숭 분석 

고옹 크립 환경에서 탄성추종 현상은 불연속구조물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고온 유지시간 동안 약한 부분에 추가적인 크립 변형이 중가 

하여 변형률 집중현상올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강화크립은 배관과 같은 일반 구조 

물이더라도 열과도 하중으로 인한 이차웅력이 일차웅력과 연계되어 고온 유지시간 

동안 일차웅력만 있는 경우보다 크립 변형이 더 증가하는 현상올 가리킨다. 미국의 

고온구조 설계코드인 ASME Subsection NH, 일본의 고온구조 설계코드인 

BDSjDDS, 프랑스의 RCC-MR 및 영국의 고온구조물 건전성 평가코드인 R5에서는 

모두 강화크립을 설명하고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 용어의 정의와 사용방 

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혼선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ASME 

Subsection NH를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고온가스로 원자 

로구조울의 설계 · 평가기술 개발에 적용하였다 

(2) 고 크롬강 용접부 잔류웅력 및 변형에 관한 실험 및 해석 

Modified 9Cr-1Mo강은 낮은 열팽창계수와 높은 열전도율 특성 때문에 오스테나 

이트 스텐레스강과 비교하여 더 좋은 열 저항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Modified 9Cr-1Mo강은 파거 화력 및 원자력 플랜트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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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과 같은 초고 

온 원자로의 구조재료로써 고려되어지고 있다 건전한 용접 구조물올 설계하기 위 

해서는 용접 잔류웅력 및 변형의 영향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구조재의 결합 시 많이 사용되는 v-butt 및 T-plate형 용 

접부에 대한 잔류웅력 분포 및 특성올 평가하였다. 두가지 형태의 용접시편을 

Modified 9Cr-1Mo강 재 료를 사용하여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용접 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3.1.5.4와 같이 각 시편에 대한 잔류응력 분포가 원자력 연구원 

하나로에 설치된 HRPD(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를 사용한 중성자 

회절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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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bult weldμ:l specimen (b) τplate welded specimen 

그립 3.1.5.4 Modified 9Cr-1Mo강 용접시편의 치수 및 측정위치 

과도 열해석이 ABAQUS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림 3.1.5.5는 용접종료 

후 온도분포 해석결과이다 그림 3.1 .5.6은 두께방향 잔류웅력에 분포에 대한 해석값 

및 실험값의 비교결과이다 V-butt형 용접시편에서 약 700MPa의 최대 종방향 잔류 

웅력이 용접부 윗연과 중간연 사이에서 예측되었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횡방향 잔류웅력은 종방향 잔류웅력에 비해서 작게 예측되었다. T-plate 

형 용접시편에서 용접부 toe 부분에서 최대 종방향 및 횡방향 잔류웅력 이 해석에 

의해 예측되었고 실험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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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5 Modified 9Cr-1Mo강 용접시편의 용접 후 온도분포 

--re .. (’‘) 
• ElqI ."m,nl 

. ι
 
η
 , 
• 

- ‘ 1 -

--"“(’·’ • E><p ..... ont 

. 
‘ 

?깅 ‘ 

@ 

… 
“ 
…… 
@ 

--m 
w 

g 

g
ι
i
)
m
@』@
R
g
m
g
ι
 

• 
@ 

얘
 " i … " 1~ U 

。... ‘。. tt".u’ 11 thi ,* no“ '.m ‘ p lur’ne(mm’ 

두께방향 잔류웅력 해석값 및 실험값 비교(V-butt) 

" :‘ 10 1: u 

O ill1 ~nc. Ih ,.“’h thl,*I'I HI "."、 •• ’ ‘""“o(mm) 

그림 3.1 .5.6 용접시편의 

나. 크럽-피로 손상 평가방법 분석 

지속시간 및 변형율의 영향올 포함하는 누적 크립-피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Service Level A, B 및 C 하중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옹 구조물의 크립

피로 손상은 그림 3.1.5.7과 같이 표시된 크립-피로 손상 포락선을 따르며 아래의 방 

정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D s 획돼) +파(원) 

여기서 D는 총 크립-피로 손상이고 J씨는 주어진 총 상당 변형률 범위/ 온도 및 고 

변형률에서의 사이클 형태 !에 대한 설계허용 피로 사이클 수이다. (과l.는 시간 

구간 k 통안 발생하는 해석지점에서의 주어진 웅력 및 최대옹도에 대한 허용 지속 

시간이며 nJ는 사이클 형태 j의 반복횟수이고 (.6 1)，는 시간간격 k의 지속시간이다. 

상당 변형률 범위는 사이클의 시작정에서 각 지정 l까지의 변형률 성분의 변화에 

관하여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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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뜨，\ [( ~(r.; - ~f.)' + (~f，，;- ~f，)' + (~f"j- ~fr)' + .;;.(i •. ;+-1".; +y,,)J' (11) 2(1 +v') ιJ ‘ ι - -，1"，] 

ß'm" = Max(ßf,q) (12) 

여기서 v‘ = 0 ， 3은 탄성해석에 사용되고 11 = 0.5는 비탄성 해석에 사용된다. 탄성해 

석에 의한 크립-피로 한계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 

어야 한다 

- 탄성 라햇팅 규정 A1, A2 또는 A3가 만족되거나 단순 비탄성 해석 라햇팅 규정 
이 만족되어야 한다 

• 35m 규정이 정의된 3S,n 및 35111 값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으로 정의된 값올 만족 

하여야한다 

- 열에 의한 막웅력은 일차웅력으로 분류된다 

(1) 피로손상 평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탄성해석 규정이 노이버 (Neuber) 법칙을 사용한 

웅력집중계수 K를 고려하여 각 사이클 형태에 대한 상당 변형률 범위를 수정함에 

의해서 .6. f m <IX로부터 6Em od를 구할 수 있다， ð.. Em od를 구할 때 보수성이 다른 세 가 

지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로 설계곡선으로부터 설계 허용 피로 사이클 

수 샤를 얻기 위하여 총 변형률 범위 't가 아래의 계산식으로부터 구해진다-

Ej = 1(,; Ó é" morl + K ð. f c (13) 

여기서 ， K 는 국부기하 용력 집중계수이고， κ는 다축 소성 및 포와송 비 조정계수 

이며 ßf，는 각 사이클당 크립 변형률 중분이다 fι 및 D.f.ç를 구하는 식은 탄성해석 

규정에서 주어진다‘ 

(2) 크립 손상 평가 

동시성 변형률 곡션을 사용한 웅력 완화에 의한 웅력 변화 및 크립 변형률 누적 

의 상한선 평가에 의하여 지속 시간 동안 크립 손상플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ASME-NH, Appendix T는 제공한다‘ 보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속시간 동안 
시간 증분옹력이 계수 K'=O.67에 의하여 나누어진 후 Td 값올 얻기 위하여 최소 시 

간 파단 콕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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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0 

304 and 316 Slðmtess Sleels 

/ 

f D 
1.0 08 06 0.4 0.2 0 

규정에 대한 크립 피로 손상 포락선 및 비탄성 해석 그림 3.1 .5.7 탄성 

비탄성해석에서 계산된 상당 변형률 범위는 이미 웅력 집중계수 효과를 포함하 

였으므로 더 이상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구해진 값은 설계 허용 피로 사이클 수 

손상은 1":0월 
구하여 지고 다축웅력 

(3) 비탄성 해석올 사용한 크립피로 평가 

값에 크립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좌는 최소 시간 파단곡선에서 

상태에 대한 유효옹력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를 구하기 위하여 피로 설계곡선에 사용된다 식 (1이의 

", = ;;: exp[ C( (14) 

,,= 순[k，- ",)'+ (",- "3)'+ ("3-해 (15) 

(1이 J, = 이+ (72 + 0"3 

S. = [,,; +샤+ ，，~J' (1끼 

여기서 0' 11 (721 이는 주옹력이며 탄성해석에서 유효웅력 "，는 K ’= 0.67 로 나누어진 

후 최소 시간 파단 곡선올 사용하여 1끼 값올 구한다 상수 C는 오스테나이트 스텐 

레스강에 대하여 0.24이며 2-1j4Cr-lMo강 및 Alloy 800H에 대하여 0이다 

(4) 용접부 크립피로 명가 

고 변형륜 집중 및 고온에서의 용접금속의 연성 때문에 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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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션의 양쪽으로 구조물 두께의 :t 3배로 정의된 용접구역에 대한 크립-피로 평가가 

수행된다 용접부의 iV:1값은 모재 허용 값의 O‘5배를 사용하며 7'" 값은 용접강도 감 

쇠계수 R 값을 사용하여 모재로 부터 구할 수 있다 계수 K’값이 모재의 경우처럼 

자의 결정에 사용된다 

다 고온가스로 압력용기 고온 구조 건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 구축한 ASME Code Class 1 기기에 대한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 

술을 실제 두가지 형태의 고옹가스로 용기를 예로써 적용하여 건전성을 예비 평가 

하고 관련 기술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1) Cooled Vessel 구조건전성 명가 

그림 3.1.5.8에 보인 것과 같은 고온가스로 원자로용기는 SA533, Grade B, Class 

1 강으로 제작하였고 원자로용기 내벽에는 저온의 가스가 흐르도록 하여 정상운전 

시에는 크립이 문제되는 고온 영역에 도달하지 않고 사고조건 시에만 일정 시간동 

안 크립이 문제되는 고옹에 노출되도록 한 Cooled Vessel 개념을 적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상운전 시에는 ASME Code, sec IU, Subsection NB에 따라 설계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온에 노출되는 사고조건 시에 

는 Code Case N-499에 따라 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수로의 기술올 적 

용할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표 3. 1.5.1에 보인 것과 같이 8가지 경우의 사고조건을 적용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하여 설계 여유도를 구하였는데 2번째와 6번째의 경우가 가장 여 

유도가 작게 나왔다 

표 3.1 .5.1 예비평가 적용 사고조건 

Case number Casel ICas잉 Case 31case 4 Case 51case 61Case 따se 8 

InletlOutlet Gas 
490 't/!앉)()'t 590't /950 't Temperature 

RCCS type Air cooled Water cooled Air coolcd Water cooled 

Trans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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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5.8 고온가스로 원자로용기(Cooled Vesse l) 제원 ( draft) 

하나가 크립 효과를 고려한 시간의존 

것과 같이 일차 막옹력과 굽힘옹력의 

있지만 2번째와 6번째 경우는 여유도 

특징적인 것 중 

표 3.1 .5.2에 보인 

충분히 만족시키고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에서 

허용일차웅력강도 (51 )인데 

조합인 PL+O.8Pb이 (St)를 

이차 

만족 

고려한 일차웅력과 

PL+Pb+Q 값들은 충분히 

통안 웅력의 완화를 

나타내었는데 

고온 유지시간 

허용 설계웅력강도를 

가 크지 않았다. 3S. 는 

응력의 합에 대한 

있었다 

고온구조 건전성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 크립-피로 손상평가이다. 

크립 영역의 고온에서 정상 운전되는 경우에는 크립에 의한 손상이 지배적이 되는 

데 본 연구에서 다룬 경우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크립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3.1.5.3에 보인 것과 같이 2번째와 6번째의 경우만 크립손상이 일부 나타났지만 

립-피로 손상값이 그림 3.1.5.9에 나타낸 이직선 영역 내에 위치하면 건전성을 확보 

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건전성을 잘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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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2 시간의폰 일차웅력강도 (51 )에 대한 설계여유도 

Case 
Loc 

PL+O.8Pb PL+Pb+Q 51' 3S,. Tmaxj T~~。 Margin 
:-.Iumber (MPa) (MPa) (MPa) (MPa) ('C ) ('C ) 

l Z16 150 195 300 531 429.7 399.5 1.0 
2 Z12 150 껑O 193 480 518.9 469.4 0.3 
3 Z16 150 196 358 552 379.0 348.5 1.4 
4 212 150 231 310 480 459.0 4æ.9 1.1 
5 216 150 196 318 531 435.1 404.0 1.1 
6 212 150 232 180 360 524.9 473.9 0.2 
7 216 150 197 358 531 383.9 352.4 1.4 
8 212 150 234 300 503 464 .4 413.9 1.0 

표 3.1.5.3 크립-피로 손상 평가 

Case 
Loc 

T max_Î T max_o >371 "c 5j :-.1, T ,(hr} D, Dc 
Number ('C ) ('C ) hr} (MPa) 

1 216 429.7 399.5 230 17 > 1α)()()()() >100000 0‘00 0.00 
2 212 518.9 469.4 440 138 > 1α)()()()() 8250 0.00 0.05 
3 216 379.0 348.5 89 25 > 1α)()()()() >100000 0.00 0.00 
4 212 459.0 4æ.9 369 70 > 100αXlO >100000 0.00 0.00 

5 Z16 435.1 404.0 226 27 > 1000000 > 100000 0.00 0.00 
6 Z12 524.9 473.9 440 150 > 1αmαxl 2000 0.00 0.22 

7 Z16 383.9 352.4 110 17 >1α)()()()() >100αxl 0.00 0 ,00 

8 Z12 I 464 .4 413.9 372 60 > 1α)()()()() > 100000 0 ,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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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 .9 SA533, Grade B, CJass 1 재료에 대한 크립-피로 손상 제한값 

위와 같이 Cooled Vessel 개념을 적용한 고온가스로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본 연 

구에서 구축한 고온구조건전성 평가절차를 적용하여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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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7071 압과 500"C를 넘는 과도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2) High Temperature Vessel 구조 건전성 평가 

고온 가스로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자로 운전 중에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적 

절한 원자로 재질의 사용 및 구조 건전성 평가는 셜계 시에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옹의 냉각가스를 갖는 High Temperature VesseJ 개념을 가정하였으 

며 원자로 용기의 재질을 고온에서 유리한 Modified 9Cr-1Mo 강으로 적용하여 구 

조건전성올 평가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최대온도가 3710C를 초과하는 평가 단변에 

서 ASME Section III, NH 의 코드 규정에 따라 구조 건전성올 평가하였다 그림 

3.1 .5.10은 고온 가스로 원자로 용기 (High Temperature VesseJ)의 형상 및 평가단연 

이다. 

원자로 용기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자로 용기 몸체/ 반구형 상하 헤드 및 

노즐로 구성되었다 표 3.1.5.4는 해석에서 고려된 고온 원자로 용기의 주요 설계 변 

수이다. 정상운전 동안 원자로 용기 입구 및 출구에서의 온도는 가스 온도는 490 
OC 및 850 Oc 이며 설계압력은 7 MPa으로 가정하였다 두개의 사고조건이 해석에 

서 고려 되 었으며 HPCC 떠igh Pressure Conduction Cooldown) 및 LPCC(Low 

Pressure Conduction Cooldown) 이 다 

표 3.1.5.4 고온 가스로 원자로 용기 (High Temperature Vessel)의 주요 설계 변수 

VesseJ inside pressure 
Helium gas lemperature at reactor inler/outlel 
Vessel inside cliameter 
Vessel height 
Vessel thickness 
Heπuspherical lop closure 

- Hemispherical boLtom closure 
VerticaJ cylinder(upper part) 
VerlicaJ cylinderOow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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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Pa 
490/:잃o OC 
7.23 m 
23.2 m 

203 mrn 
165 mm 
216 mm 
260 m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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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10 고온가스로 원자로용기(High Temperature Vessel)의 형상 및 평가단연 

계산된 하중제어 웅력에 대한 설계 

1차웅력은 가정한 두 개의 사고조건 

탄성해석에 의해 평가된 1차옹력에 

에서 0.1로 제일 작은 것으로 평 Z12 

및 표 3.1.5.6은 사고조건 하에서 

여유도를 나타낸다 7 MPa의 설계압력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한 설계여유도는 LPCC 사고조건에서 단면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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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5 하중제어 옹력에 대한 설계여유도(HPCC) 

Section 
Pm PL+P" PL +0.8Pb Sm. 1.5Sm S. T""，ιm Margin 

(MPa) (MPa) (MPa) (MPa) (MPa) (MPa) ('C 
Z22 63.9 70.2 68.9 178.4 266.7 316.2 402.1 1.8-3.6 
Z21 92.3 98.6 97.4 180.3 270 319.6 391.9 1.0-2.3 

Z20 122 127.2 126.2 178.7 267 .1 316.6 401.1 0.5-1.5 
ZI9 122 .1 128.3 127.1 177.2 265.1 314.4 406.4 0.5-1.5 

ZI7 120.5 127.3 126 170.1 정5.4 299.5 431.7 0.4-1.4 
Z12 120.4 127.1 125.8 170.7 256.4 302.3 429.5 0.4-1.4 

표 3.1.5.6 하중제어 웅력에 대한 설계여유도(LPCC) 

표 3.1 .5 .7과 표 3.1 .5.8은 단순 비탄성 해석방법으로 명가된 비탄성 변형륜 명가 결 

과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럽 크립 라켓팅 변형플은 매우 작으며y 최대 크럽 라켓팅 

변형률은 LPCC 사고조건에서 Z12평가 단연에서 0.099 %로 평가되었다 이 값은 

1.0% 의 설계 한계 값과 비교하여 충분한 설계여유도를 갖는다 

표 3.1.5.7 단순 비탄성 해석법에 의한 비탄성 변형륜 평가(HPCC) 

Cpreaemp Sσess Effective 
CreeSpπ Raiant(c%he)tlng DeSslg(n Hold Section rameter Creep Limits(%) Temp.(OC) Z(%) Stress(MPa) 

Inner 0 .1917 71.7 0.0000 1.0 
Z22 402.1 

Outer 0.1917 71.8 oα)()() 1.0 

Inner 0.2677 100.5 。이)()() 1.0 
Z21 391.9 

Outer 0.2677 100.5 。 0000 1.0 

Inner 0 영66 130 oα)()() 1.0 
Z20 401.1 

Outer 0.3472 130.2 0.0000 1.0 

Inner 0.3531 
Z19 

132.2 0.0000 1.0 

Outcr 0.3539 132.4 0.0000 1.0 

Inncr 0.3551 132.6 oα)()() 1.0 
Z17 431.7 

Outer 0.3550 136.2 oα)()() 1.0 

Inner 0.3560 133.4 oα)()() 1.0 
Z12 429.5 

Outer 0.3262 122.2 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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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8 단순 비탄성 해석법에 의한 비탄성 변형률 평가(LPCC) 

Creep S tress 
Effective Creep Creep Ratcheting Design Hold 

Section Pararneter 

Z(%) 
Stress(i\1Pa) Strain( %) Limits(%) Temp. ('C) 

Inner 0.3579 134.9 0.0000 1.0 
Zl7 405.9 

Outer 0.3282 123.7 0.0000 1.0 

lnner 0.3855 144 .3 0.0989 1.0 
Z12 522.4 

Outer 0.3545 132.7 oα>51 1.0 

표 3.1 .5.9와 표 3.1 .5.1 0은 크립 피로 손상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HPCC 사고조건 

에서 크립손상은 모든 평가 단변에서 매우 작게 평가되었으며， LPCC 사고조건에서 

최대 크립 손상은 Z12 명가 단변에서 O.CX173으로 멍가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사고 

조건에 대하여 평가된 크립 피로 손상은 무시할 만하다 

표 3.1.5.9 크립 피로 손상 명가(HPCC) 

TotaJ Strain 
Hold Temp. ( 'C) Section Fatigue Damage Creep Damage 

Range, Er(%) 

Inner 0.0078 0.0αm 0.0001 
Z22 402.1 

Outer 0.0085 0.0000 0.0001 

lnner 0.0078 0.0000 oαlOJ 
Z21 391.9 

Outer oα)9() 0.0000 oαlO1 

Inner 0.0074 0.0000 0.0002 
Z20 

Outer 0.0135 0.0000 0.0002 
401.1 

Inner 0.0079 0.0000 0.0002 
Z19 406.4 

Outer 0.0120 0.0000 oαlO2 

lnner 0.0166 0.0000 0.0002 
Z17 431.7 

Outer 0.0185 oαlOO oαXl2 

Inner 0.0176 oαlOO 0.0002 
Z12 429.5 

Outer 0.0189 0.0000 oαlO2 

표 3.1 .5.10 크립-피로 손상 평가(LPCC) 

Total Strain 
Hold Temp.( OC) Section Fatigue Damage Creep Damage 

Range, Er(%) 

ZI7 
Inner 0.0130 oαlOO 0.0003 

405.9 
Outel 0.0177 0.0000 0.0003 
Inner 0.0989 oαlOO 0.0073 

Z12 
Outer 0.0815 oαlOO 0.00껑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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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원자로 용기의 구조해석을 가정된 두 가지 사고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으 

며 발생한 옹력 및 변형률은 ASME-NH의 설계절차에 따라서 설계 한계 값과 비교 

하여 구조건전성을 명가하였다‘ 1차웅력에 대한 웅력 한계， 탄성 및 단순 비탄성 해 

석에 의한 변형률 한계 및 크립피로 손상 한계에 대한 설계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절차의 적용성올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노력올 기울이면 국내 기술로 고온가스로의 고온구조물들 

올 셜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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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평가기술 절 안전성입증 2 제 

1. 참조원전 및 설증로 후보노섬의 주요 사고 안전성 평가 

(ATWS) 불능사고 가， 원자로정지 

모델 (1) 참조원전용 GAMMA+ 해석 

원자로정지불놓사고(ATWS) 시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한 자동 원자로정지 및 재 

임계 거동에 대한 예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참조 원전은 PMR600이며 기존 

모텔에 순환기， 압력방출밸브 및 중간 열교환기 모텔을 추가하여 ATWS 분석을 위 

한 GAMMA+ 코드 계통 모델올 작성하였다(그립 3.2.1.1(a)) 또한 ponit k.inetics 모 

텔올 위한 핵연료 영역은 핵연료 링별로 3개로 구분하였으며 반사체 영역은 상부/ 

하부， 내부 및 외각 반사체 영역으로 세분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웅도 궤환효과 

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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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핵연료 및 반사체 영역 

그림 3.2.1.1 ATWS 해석을 위한 GAMMA+ 해석모텔 및 핵연료/감속재 영역 구분 

원자로정지불능사고 모의를 위한 제어 논리와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반웅도 주입률은 - 초기 사건은 전출력 운전중 제어봉 1개가 인출이며 

+3.85 pcmjs이며 +500 pcm이 주입됩 

- 원자로 과출력 신호는 전출력의 115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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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정지 신호에 이어 1차측 순환기 및 2차측 중간루프 유량이 정지됩 

- Point kinetics 및 Xenon 모델 고려 

- 노심 뭉괴 열은 ANS-71 자료의 70 % 값을 사용 

가스로의 경우， 노십 붕괴열이 경수로 값과 다르기 때문에 그립 3.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접하도록 ANS-71 붕괴열 자료의 70 % 정도의 

값올 사용하였다. 

2.0 

16 

~、

ι웅 1.2 

αω 

←응tg o‘ 

00 
o 

6- HPCC (GA tatMe) 
B AN$71" 1.0 

ANS71'O.8 
Ä ANS71‘0.7 

i 

100000 2αxκ(1 3000Xl 40CXXXl 500000 

TIme(히 

그림 3.2.1.2 GA 용괴열과 ANS-71 붕괴열 자료 비교 

(2) 원자로정지 불능사고 (ATWS) 해석 결과 

제어몽이 인출됨에 따라 노심에는 정반웅도가 주업되어 원자로 출력은 서서히 

증가한다 이후 원자로 출력이 과출력 셜정치 (115 %)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 

가 발생하고 1차측 순환기 및 2차측 중간 루프의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 

만 실제 원자로 정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 출력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게 

되며 열제거원 상실에 따라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는 빠른 속도로 중가한다. 30 초 

경에 노심 출력이 120 % 수준에 도달하면 핵연료 및 갑속재 온도 상숭에 따른 부 
반웅도량이 제어용 인출에 의한 정반용도량보다 크게 되어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300 초 이후에는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립 3.2. 1.3에 500 초까지의 초기 원자로 출력 거동과 핵연료 및 1차 계통의 압 

력 거동을 나타냈다 초기 출력 상숭에 따라 핵연료 최고 온도도 약 1170 't까지 

상승하며 이후 출력이 감소됨에 따라 200 초 경부터 핵연료 온도도 감소한다. 계통 

압력은 출력 상숭과 함께 빠르게 중가하다가 출력이 감소됨에 따라 다시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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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핵연료 최고 옹도 및 l차 계동압력 (a) 원자로 출력 

그림 3.2.1.3 ATWS 초기 원자로 출력， 핵연료 최고 온도 및 1차 계통압력 거동 

이후 원자로 출력은 붕괴열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그립 3.2.1.4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시간 이후에 최초의 원자로 재임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재임계 초기 

에는 노심 출력 변화와 핵연료 온도 변화가 심한 진동을 보이며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진동은 10 시간 정도 지속된 후 안정적인 거동을 보인다 최종적인 원자로 

출력은 100 시간에 0.37 % 수준인 2.2 MWt 정도를 나타내는데 원자로가 정지되었 

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출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핵연료 

최고 온도와 원자로용기 최고 온도도 출력 상승분 만큼 증가하여 그립 3.2.1.4 (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00 시간 경의 핵연료 최고 온도는 약 1750 't를 나타내며 원자 

로용기 최고 온도도 약 550 't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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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핵연료/원자로용기 최고 온도 및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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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자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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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4 ATWS 전기간 동안의 원자로 출력， 핵연료 최고 온도 및 1차 계통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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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S 사고시의 각 영역에서의 반웅도 변화를 그림 3.2.1.5에 나타내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WS 사고시에 노심 출력에 가장 큰 영향올 주는 반웅도 

파는 제논과 감속재의 반용도이다. 핵연료 옹도 궤환 효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지만 감속재에 비해 핵연료의 절대량이 작으므로 전체 반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작게 된다 제논 반웅도는 ATWS 사고 발생 후1 노심 출력이 감소됨에 따라 부반웅 

도 효과를 보이다가 제논이 뭉괴하면서 8 시간 이후 서서히 중가하여 16 시간 이후 

에는 정반웅도 효과를 나타낸다- 결국 노심 재엄계의 원인은 제논 용괴이며 재임계 

이후의 노심 출력올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제논 붕괴와 출력 중가에 따른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상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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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5 ATWS 사고시 각 영역별 반웅도 변화 

결론 요약 및 (3) 

이상과 같이 PMR600을 참조 원전으로 하여 ATWS 사고에 대한 예비 안전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I 노심 재임계는 사고 발생 후 약 15 시간 경에 발생하 

는데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시간대 보다 상당히 이른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노심 영역 전반에 걸친 온도 변화를 정동특성 모델(point 

kinetics)로 통합하여 모델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다차원 노심 해석 코드와의 

연계 계산도 펼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 해석 나‘물유입 

계통 모델링 위 한 GA1'v깨1A+ 코드 PMR600 몰유 입 (wa ter ingress) 사고 해 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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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아래 및 은 앞 항에서 기술된 모델과 동일하다 사고 해석을 위한 가정 

와 같이 설정하였다‘ 

압력보다 낮아 

유지된 

신호가 

이차측 중간 루프 유량이 정지된 

- 사건 발생올 위해서는 원자로계통 압력이 정지냉각계통(SDCS) 

야하므로 초기사건은 50% 전출력에서 헬륨 체적 제어에 의해 40 bar로 

다고 가정하였다 

- 물유입 사고를 위한 파단 면적은 직경 1 cm SDCS 열교환기 튜브의 

을 가정하였다 

- 노심으로 유입되는 증기는 중성자를 과다 감속(over-modera ted)시키므로 정반 

웅도 삽입으로 노심 출력을 증가시킨다. 

- 유입된 중기의 계통내 누적으로 15 초에 습도 수위에 의해 원자로정지 

발생하여 제어봉이 삽입된다‘ 

- 동시에 원자로 정지 신호에 순환기 정지 및 

다 

완전 파단 

증기 유입량 및 혹연 부식량 거동을 보여주고 

도달하여 증기-혹연 반웅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흑연 블록 1개의 질량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있 

있 

그립 3.2.1.6은 툴유입 사고시 

다 1200초 무렵에 압력 평형에 

었다 총 흑연 부식량은 100 kg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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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흑연 부식량 

물유입 사고시 중기 유입 량과 흑연 부식 량 

(a) 증기 유입량 

평가 

그립 3.2.1.6 

실증로 후보노심에 대한 예비 안전성 

수 

판 

해석을 

여부를 

대한 저압열전도냉각사고 (LPCC) 

실중로노심 설계에 대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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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MWt 페블형 

200MWt 패블형 실중로(PBR200)에 

200MWt 급 페블형 고온가스로 행하여 



단하였다. PBR200는 중앙 반사체가 없는 원통형 노심을 채택하고 있으며 VCS 

(Vessel Cooling System) 계통올 통해 140 "c의 냉각재를 흘려서 정상 운전시 

SA-508j533 재질의 원자로압력용기온도를 300 "c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 

체적인 GAMMA 해석 모텔올 그림 3.2.1.7에 나타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I이숭욱， 2007.10]에 기술하였다 

….W 
g ’‘ -

다활흰〕 

그림 3.2.1.7 PBR200 GAMMA+ 해석 모델 

(1) 정상상태 해석 결과 

노십 출력분포 변화에 따른 민강도 분석을 위해 4 가지 경우에 대한 정상상태 

조건을 생성하였으며 전체 냉각재 유량과 VCS (Vessel C。이ing System) 유량은 각 

각 82.7 kg/s와 1.85 kgjs로 통일한 조건올 부여하였으며 냉각재 출구 압력 조건도 

69.17 ba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표 3.2.1.1에 각 경우에 대한 노심 조건 및 정상상 

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 .2.1.1 PBR200 노심 출력분포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 결과 

Case l1eftωue마Iing C.11 P,n (l\ IPa ) 1니m ("C) Max. T,ucl Max. T"pv 
1.D Scheme insertion CC) ( "C) 
01 Single zone Partial 7.0여 949.92 1162.9 298.1 
02 Sin잉 le zone :'-Jone 7.002 949.95 1126.5 298.3 
11 Two zone None 7.002 949.98 1057.1 없8.5 

12 1‘、.vo zone Partial 7αm 949.93 1060.1 298.3 

Case-01은 노심 상부에 제어봉을 삽입하여 축방향 첨두출력 (Fz)올 감소시키고 노 

심 최상부 중앙부로만 페블 연료를 공급하는 노심 형태이다. Case-02는 제어봉올 

삽입하지 않고 노심 최상부 중앙부만 페블 연료를 공급한다. Case-ll은 제어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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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지 않는 대신 페블 연료 재장전을 노심 전 영역에 걸쳐 수행한다. 즉/ 신연료 

는 노심 바깥쪽으로/ 연소된 페블 연료는 노심 중앙부로 공급하여 전체적으로 반경 

방향 첨두출력 (Fr)을 감소시키는 two zone refueling scheme을 사용한다. Case-12에 

서는 제어용 삽입과 two zone refueling scherne을 동시에 사용하여 축방향 및 반경 

방향 첨두출력을 감소시켰다 그립 3.2.1.8 (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02와 

Case-ll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거의 유사한 반면 반경방향 첨두출력은 Case-02가 

더 크며 발생 위치도 노심 안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제어봉 삽입 및 two zone 

refueling scheme에 의한 축망향 및 반경방향 첨두출력 감소는 사고 상태뿐만 아니 

라 정상 운전에서의 핵연료 최고 용도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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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반경방향 청두출력 분포 

그림 3.2.1.8 PBR-200 노심형태에 따른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변화 

(2) 저압열전도냉각사고 (LPCC) 사고 해석 결과 

저압열전도냉각사고 (LPCC) 해석을 위한 초기 조건은 100 % 전출력 운전 상태 

를 가정하였다. 초기 사건은 냉각재 입출구 배관 파단 및 소외전원 상실사고(Loss 

of Off-site Power)이며 원자로 제통의 감압 조건을 모의하기 위해 원자로압력용기 

의 입출구 경계 체적 및 vcs 경계 체적 압력을 10초 동안 70 bar에서 대기압 상태 

로 감소하였다 냉각재 유량 또한 10초 동안 82.7 kgjs에서 o kgjs 로 갑소하며 

vcs 냉각재 유량은 1.85 kgjs에서 1초 동안 o kgjs로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다 
페블 노십 영역의 A33 흑연의 열전도는 노심 평균 중성자 조사량을 2.78 dosis 

로 가정하여 사고 해석 전 기간 동안 영역별로 고정된 값올 사용하였다- 원자로공 

동냉각계통 (RCCS) 경계연의 온도 조건은 초기 65 'c에서 100 'c까지 14시간 동안 

증가하며 이후 100 'c 옹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PCC 사고 해석 

에서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이숭욱， 2007.11)에 기술하였다 

LPCC 사고시 혜블 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용도 및 발생 시정을 표 

3.2. 1.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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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9(a)의 사고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사고시 핵연료 최고 온도는 노심 

첨두출력의 크기와 통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제어봉 삽입을 한 

Case-01과 12의 경우의 핵연료 최고 온도는 각각 1531 'C와 1498 'C 정도로 나머지 

Case-02 (1637 'C )와 11 (1580 'C )에 비해 상당히 낮게 예측되었다- 이는 제어봉 삽 

입에 의한 첨두출력의 감소 효과가 two zone refueling scheme에 의한 청두출력 감 

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ase-04의 경우에는 핵연료 최고 

용도가 제한치인 1600 'C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향후 페블형 실증로 후보 

노심으로는 적 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LPCC 사고시에는 비안전둥급 계통인 VCS 계통이 실패한다고 가정하므로 사고 

시의 유일한 열제거 계통은 RC<꼬 계통이다. 사고 시간대 별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사고 초기부터 VCS 냉각 계통의 상실로 인해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는 점차 상 

숭하게 된다 정상상태에서의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용도는 원자로 하부에서 발생하 

게 되는데， 노심 및 VCS 냉각재 강제순환 상실로 인해 노심 전체에서 열의 재분배 

가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출력 밀도가 가장 큰 노심 상부 영역에서의 온도가 

정차 상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또한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게 되므로 그림 3.2.1.9(b)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발생후 20시간 근방에서 온 

도 변화 기울기의 불연속점이 생기게 된다. 출력 분포별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는 Case-01과 Case-12의 경우에 400 'C 정도를 나타냈으며 Case-02와 Case-11의 경 

우에는 이보다 높은 약 420 'C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차이는 축방향 출력 분포 

에 기인하며 평탄할수록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가 낮다. 

LPCC 사고 발생후， VCS 계통 상실로 인해 원자로압력용기 옹도는 서서히 중가 

하게 되며 이에 따라 RCCS 열제거량도 중가하게 된다. RCCS 열제거량은 약 30시 

간 경에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의 복사열전달과 대류열전달 간의 

비는 92 대 8 정도이다. 각 케이스 별 열제거량의 차이는 최대 약 0.05 MWt 정도 

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RCCS 열제거의 대부분올 복사열전달이 담당하 

므로 전체적인 RCCS 열제거량의 크기는 원자로압력용기 평균 표면 용도 순서대로 

결정되는데(Case-11 >Case-02 >Case-12 >Case-01) 이러한 순서는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순서와 동일하다 

표 3.2.1.2 노십 형태별 LPCC 사고시 페블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Case LD Max. T~LEL ('C) / Time (h) Max. TRPV ('C) / Time (h) 
01 1530.6 / 21.7 398.9 / 55.6 
02 1잃6.9/ 20.3 418.6 /53.9 
11 1579.9 / 21.9 419.9 / 53.3 
12 1497.5 / 25.0 399.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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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페블연료 최고 옹도 (b) 원자로압력용기 최고 온도 

그 림 3.2.1.9 PBR-200 LPCC 사고 해 석 결과 

라 200MWt 블록형 실증로 후보노심 열유체 해석 및 안전성 평가 

(1) 계통 모델 및 기술 

(가) PMR 200MW th 원자로 계통 기술 

열출력 600MWth PMR 기존 원자로[GA， 2002.08]인 경우 입구 온도 490 OC의 헬 

륨 냉각재는 Cross Vessel의 환형관을 통해 원자로 압력용기 내로 유입되어 Core 

Barrel 파 RPV 사이 상숭 환형 유로를 따라 상부 플레념에 모이고 핵연료 블록 냉 

각 유로를 따라 아래로 흐른다 노심열을 전달받아 950 OC의 고온 헬륨 냉각재는 

Cross V esse 1의 내판을 거쳐 원자로압력용기를 떠나 동력변환계통으로 전송된다‘ 이 

경우 490 OC 이상의 고옹 헬륨 냉각재가 RPV 표면에 접촉하게 되므로 RPV의 재료 

는 "9Cr-1Mo"과 같이 내고온 성능을 가진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은 고온 헬륨 냉각재가 직접적으로 RPV에 접하지 않도 

록 상숭 유로(riser holes)를 영구 반사체(permanent reflector)에 두고/ 저온의 헬륨 

냉각재를 Core Barrel과 RPV 사이에 흐르게 하는 압력용기냉각계통을 따로 설치하 

는 것이다. 이 경우 RPV 표연 온도가 371 OC이하로 유지되면 기존의 탄소강 

(carbon-steel) 재료인 SA508j533 이 RPV 재료로 채택될 수 있다 

그립 3.2.1.10은 냉각압력용기 설계 개념이 적용된 PMR 200MWth 원자로의 주 

요 냉각 기l통 유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계산[전지수， 2008.03]에 사용된 원자로 

모델의 유로는 상부 반사처11 (top refJector)에 설치된 상부 플레넘올 거쳐 헬륨 냉각 

가스가 노심 핵연료 냉각 채널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본 계산I전지수/ 

2009.03]에서는 원자로 냉각계통의 유로를 그림 3.2.1.10과 같이 수정하였는데 원자 

로 냉각 헬륭 가스가 입구 플레념/ 하부 플레넘/ 상숭 유로관， 상부 플레념 및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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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채널올 거쳐 출구 플레념으로 빠져나오는 유로 계통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냉 

각압력용기 설계해석 자료[김민환， 2008.09]를 참고하였으며， 노심 단연 모양과 설계 

제원 자료는 600MW th PMR 원자로에 비해서 노심의 크기 및 용량이 다르고 직경 

20 cm ~ riser holes 42 개가 영구 반사체(permanent reflector)에 설치된 것으로 가 

정하였다 

프리즘 노심은 환형으로 내환에 187>> , 중간 및 외환에 24개의 핵연료 블록이 있 

어 3개의 링에 총 66 개의 핵연료 블록(fuel block assembly)로 구성되며/ 각 핵연료 

블록은 축방향으로 6 개의 충(layer)을 가진다. 환형 노심은 안 쪽의 내부 혹연 반사 

체/ 상부 및 하부의 혹연 반사체들 그리고 바깥 쪽의 외부 혹연 반사체에 의해 둘 

러 쌓여 진다 다시 혹연 반사체는 노심용기(core barrel)에 의해， 그리고 노심용기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의해 둘러 쌓여진다 원자로압력용기 외부의 원자로 공동 내에는 

250 개의 RC<조 tube가 설치되어 있고， tube 내부의 공기 순환 냉각에 의해 사고시 

노심 잔열올 제거한다. 

원자로 정상상태에서 RCS 유량은 82.79 kg/s 이고 헬륨 냉각재 입구 압력은 7.0 

MPa이며 업출구 온도는 각각 490 OC 및 950 Oc로 설계하였다 입구 압력은 7.0 

MPa이고 입구 온도 140 OC 인 압력용기냉각계통(VCS， Vessel Cooling System)의 

유량은 2.0 kg/s 이며 공기냉각(air-cooled) 원자로 공통 냉각계통(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의 입구 온도는 43 0 C 로 설정하였다 

(나) 계통 모델 및 가정 

그림 3.2.1.11은 PMR 200MWth 계통에 대한 유체 및 고체 부분의 GAMMA+ 코 

드 계산 모델을 보여준다‘ 그립에서 ttw"는 고체 부분 계산 영역이며 프리즘 핵연료 

노심， 반사체/ 노심용기/ 원자로 압력용기， RCCS 튜브， 원자로공동 벽연 퉁 원자로 

를 구성하는 부품에 따라 계산 영역을 세분하였다. 즉， W540 및 W560은 각각 내부 

반사체 및 외부 반사체를 나타내며 W550은 프리즘 핵연료 집합체 (fuel assembly) 

영역를 나타낸다. 상부 반사체 위를 덮고 있는 W575는 top support shroud 혹은 

top shield plate로 명칭하는데 냉각압력용기 설계해석 자료I김민환， 2008.09]를 참고 

하여 세라믹 재료로 설정하였다 

GAMMA+ 코드는 1/6 대칭 노심인 PMR 200MWth에서 117>> 의 모든 핵연료 블 

록올 개별 계산 영역으로 설정하거나 노심 핵연료 집합체 영역을 inner, middle 및 

outer 환형으로 각각 나누어 환별 평균 출력 자료을 사용하는 모델올 사용할 수 있 

다 MASTER 코드I노재만， 2008]의 계산 결과는 11 개 개별 핵연료 블록 출력 자료 

올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핵연료 블록을 모델하는 경우 냉각수 채덜 및 우회 유로 

동의 모텔 갯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본 계산에서는 환별 평균 출력 자료을 사용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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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PMR 200MWth 원자로 계통 및 노심 단연 모양 

그림 3.2.1.11에서 "F"는 원자로노십냉각계통I 압력용기냉각계통 및 원자로공동냉 

각계통을 구성하는 유체 부분 계산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RCS는 프리즘 노심의 냉 

각재 채널， 우회유로 채널들/ 입구와 상부 그리고 출구 플레넘f 상향 유로 퉁으로 

계산 영역을 세분하였다 

그립 3.2.1.12는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 채널들에 대한 상세한 노심 유로망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 반사체에 위치한 상향 유로와 상부 플레념을 통해 유입된 

헬륨 냉각재는 3개의 냉각재 채널， 8개의 FA gap 유로 및 4개의 제어봉(RSCjCR) 

유로를 따라 아래로 통과한다 노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주냉각 유통(main flow)과 

간격 우회 유동(gap bypass)이 있으며 인접 유로 사이 수평 방향으로 횡류(cross 

flow)가 있는 것으로 모델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류는 ”인접한 핵연료 

블록 간격 유로 사이 11 11냉각재 채널과 핵연료 블록 간격 유로 사이” 및 "RSCjCR 

유로와 핵연료 블록 간격 유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하였다 본 계산에서 

는 우회 유로의 연적을 계산할 때 핵연료 블록 사이 수평 간격이 2 mrn 이고 수직 

간격은 1.5 mrn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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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PMR 200MW'h 원자로 계통 GAMMA+ 코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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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GAMMA+ 코드의 노심 상세 유로 모텔 

(2) 정상상태 계산 결과 

그립 3.2.1.13은 BOC 정상상태 노심의 축방향 및 반경 방향 온도 분포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 반사체의 축방향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상부 노십에서 헬륭 

유동 방향과 동일하게 하부 출구 노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중가한다 반면에 외부 

반사체의 축방향 온도는 증가하지만 내부 반사체의 온도 중가와 비교해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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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구 반사체 영역에서 저온의 헬륨 냉각재가 위로 흐르는 n ser 

hol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inner， middle 및 outer ríng 핵연료 블록의 축방향 온도 

는 상부 반사체 및 상부 노심에서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심 영역 

의 옹도는 평탄한 분포를 갖는다 이는 노심 출력 분포에 기안된 것인데 저옹의 헬 

륨 냉각가스가 유입되는 상부 노심에서는 출력첨두계수가 높고 고온 출구 영역인 

하부 노심에서 출력첨두계수가 낮아 전체 노심 온도 분포가 평탄하게 되었다 반경 

방향 온도는 내부 반사체 중앙에서 핵연료 노십 영역으로 갈수록 증가한 후 외부 

반사체 영역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분포를 보여준다. 노심 영역의 반경방향 온도도 

비교적 평탄하며 옹도 정점은 inner ring 핵연료 블록에서 나타났다. 상부 반사체의 

온도는 반경 방향으로 거의 일정하였다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1138 OC (BOC), 1171 Oc (MOC) 및 1171 OC (EOC) 로 

서 정상상태 핵연료 용도 설계 제한치 1250 OC 보다 낮게 나타났다 RPV의 최대 

온도는 약 295 OC 로 나타나는데 이는 SA508 RPV 온도 설계 제한치 371 OC 보다 

충분히 낮음올 확인하였다 

정상 상태에서 유통 계산 결과를 보면 950 OC의 냉각재 출구 온도를 얻기 위한 

RCS 전체 유량은 82.27 kgjs 이다. 냉각재 유량 및 우회 유량 분포는 축방향으로 

변하게 되는데 노심 중앙부 위치에서 우회 유량이 최대로 나타났다. 즉， Inner rmg 

에 RCS 전체 유량의 23% , middle ring 및 outer ring 에 각각 32% 유량이 분포되 

고 유효 노심 냉각재 채널 유량은 전체 유량의 87% 이며 나머지 13% 유량이 최대 

우회 유량이 된다 이때 우회 유량은 핵연료 블록 간격으로 흐르는 축방향 유량과 

CRjRSC hole 로 흐르는 유량올 모두 합한 것이다 CRjRSC hole의 유로 연적 입 

력 자료는 CR hole 인 경우 제어봉이 전체 삽입 (fully ínserted)된 상태 [김민환， 

2008.09]이고 RSC hole은 비워있는 상태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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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방향 온도 (b) 반경방향 온도 

그림 3.2.1.13 PMR 200MW'h 원자로 정상상태 노심 온도 분포 

그림 3.2.1 .14에서는 BOC 정상상태의 횡류 유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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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4 (a)는 ”인접한 핵연료 블록 간격 유로 사이”의 횡류 유량을 나타내는데 외부 

반사체 간격에서 outer ring 블록 간격으로 최대 횡류 유량이 0.8 kgjs 이며 나머지 

인접한 간격 사이 유량은 0.2 kgjs 미만으로 발생하였다 그립 3.2.1.14 (b)는 ”냉각 

재 채널과 핵연료 블록 간격 유로 사이” 와 "RSCjCR 유로와 핵연료 블록 간격 유 
로 사이” 의 횡류 유량올 보여주는데 유량은 1.5 kgjs 미만으로 발생하고/ 상부 노 

심과 하부 노심은 노십 중앙부를 기준으로 서로 횡류 유통 방향이 바해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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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A 간격과 CRjRSC 및 냉각채널사이 횡류 

그림 3.2.1.14 횡류 유동 분포 

(3) 과도상태 계산 결과 

(가) LPCC 계산 결과 

LPCC 사고 해석은 출구 압력이 12초 동안 7.0 MPa에서 대기압으로 감소하는 

조건에서 압력이 6.24 MPa 이하로 떨어지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1초의 
시간 지연후 출력 정지와 VCS 유량 정지가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해석 
결과로서 원자로 정지 신호는 압력 감소 시작후 1.1 초에 발생하였고 출력 정지 및 

VCS 유량 정지는 2.1초에 발생하였다 RCS 유량은 압력 감소와 병행하여 감소하며 
대기압으로 떨어지는 12초 후에 멈추게 된다. 

그립 3.2.1.15 (a)은 BOC 조건에서 LPCC 사고 해석 결과로서 주요 부품의 최대 
온도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는 과도상태 설계 제한치인 

1600 Oc 보다 충분히 낮은 1383 OC 로서 LPCC 발생후 38시간에 나타났고 RPV 최 
고 온도는 72 시간 후 452 Oc로 예측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CC 사고 
발생후 200시간 동안 거동을 계산하였는데 모든 원자로 부품의 온도는 RCCS 계통 
에 의해 피동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출구 온도는 200 시간 후 약 773 OC 로 
예측되었고 노심 출력 분포의 영향으로 MOC인 경우의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 및 

RPV 최고 온도가 각각 1402 Oc 및 456 0C로 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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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PCC (b) HPCC 

그림 3.2.1.15 LPCC 및 HPCC 과도 상태 주요 노심 부품의 최대 온도 변화 

(나) HPCC 계산 결과 

HPCC 사고 해석은 RCS 유량이 60초 통안 선형적으로 zero로 감소하는 조건에 

서 유량이 90% 설계 유량인 75.0 kgjs 이하로 떨어지연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 

하고 1초의 시간 지연후 출력 정지와 VCS 유량 정지가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가정 

하였다‘ 해석 결과로서 원자로 정지 신호는 유량감소 시작 후 5.7 초에 발생하였고 

출력 정지 및 VCS 유량 정지는 6.7초에 발생하였다 

그림 3.2.1.15 (b)은 BOC 조건에서 HPCC 사고 해석 결과로서 주요 부품의 최대 

온도 거통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는 6초 동안 정상상태 온도보다 

약 1 OC 미 만 증가한 후 바로 감소하다가 다시 25 시간까지 1125 OC로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하였다 RPV 최고 온도는 48시간 후 380 OC로 예측되었고 HPCC 사고 발 

생 후 200시간 동안 거통을 보면 모든 원자로 부품의 온도는 RCCS 계통에 의해 피 

동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출구 온도는 200 시간 후 약 350 Oc 까지 강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요 부품의 최대 온도는 비교하면 HPCC인 경우 자연 대류 발 

생으로 인해 상부 반사체의 온도가 LPCC인 경우 상부 반사체 온도보다 높게 나타 

났고 다른 부품의 최고 온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3) 결과 요약 

"PMR 200MW남，" 실종로 후보 노심에 대해 ”공기냉각 RC잉/ 냉각압력용기， 3 

개 환별 노심출력 및 냉각재 채널， FA gap 우회 유량 및 횡류가 포함된 상세 

유로망 모텔” 둥이 적용된 GAMMA+ 코드 계산을 위한 계통 해석 입력 자료 

을 생산하고 정상상태 해석과 LPCC 및 HPCC 사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상 상태 노심 온도 분포 결과로서 공기냉각 RCCS를 채택하고 VCS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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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gjs 유량이 흐르는 것으로 설정한 경우 RPV 최대 온도가 설계 제한치 

371 Oc 보다 충분히 낮은 295 Oc로 예측되었다 노심 출력 분포의 영향으로 

축방향 옹도 분포가 평탄해졌고 핵연료 중심 최대 용도는 정상상태 설계 제 

한치 인 1250 Oc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정상 상태 노심 유량 분포 결파로서 혹연 블록간 수평 및 수직 gap 올 각각 

2 mm 및 1.5 mm 로 가정하여 모든 노심 우회 유로를 모델하였올 경우， 노 

심 중앙부 위치에서 최대 우회 유량 및 최소 냉각재 채널 유량이 발생하며 

mner nng에 RCS 전체 유량의 23 %, midclle ring 및 outer ring 에 각각 32% 

유량이 분포되고 냉각재 채널 유량은 전체 유량의 87% 이며 나머지 13% 유 

량이 최대 우회 유량이 된다 

• LPCC 및 HPCC 사고 해석 결과로서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는 과도상태 셜 

계 제한치인 1600 OC 보다 충분히 낮게 거동하고 모든 원자로 부품의 옹도는 

RCCS 계통에 의해 피동적으로 냉각되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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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온가스로 리스크/성능 I멍가 기술 개발 

가 초고온가스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수소생산용 VHTR 고유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필요 

로 한다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개념 설계 단계부터 원전 수명 전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수집 개선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수소생산용 VHTR의 리스크 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1정A)를 위한 예비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다 

VHTR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관한 기본 방법론 수립을 위해서 미국 
General Atomic(GA)사에서 수행한 가스로용 PSA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고 

서를 입수하여 구축 방법올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여 VH끼X용 신뢰도 데 

이 터 베 이 스를 구축하였다[이 윤환， 2007]. 

새로 보완된 GA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여 기존의 G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토한 후/ 기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였다[최선영， 2007a] 

기폰 데이터베이스와 새로 입수한 자료와의 비교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문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수집한 GA 데이터를 바탕으로 MS Excel S/W를 사용하 

여 가스로용 PSA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차세대 원전의 개발에서는 개념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평가의 활용을 중요한 기 

술적 방법으로 사용한다 개념 셜계 단계에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문가 의견의 활용이 펼수적인 요소이다- 고유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 

한 요소 중의 하나안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에 대비하여 신 

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활용 방법을 요약하였다 

(1)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새로운 GA사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2007년 10월 버전으로 작성된 GA사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 Project Control 

Issue Summary" 부록 B의 "PRA Database"로 용어 정의에 대한 ’'Terminolo밍，"와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GA， 2007]‘ 

새로 입수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모든 고장모드의 데이터마다 자료원이 표기되 

어 있으며 일부 고장모드의 경우는 상세 계산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새로 입수한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원인고장(CCF) 자료를 추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존 자료에 비 

해 불확실도가 줄었다. 표 3.2.2.1윤 새로 입수한 GA 자료와 기폰 GA 자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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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3.2.2.l. GA 신뢰도 데이터 비교 

종류 단위 
신 자료 구 자료 

(데이터 수) (데이터 수) 
기기그룹 수 17 개 20 개 
이용불능도 Failure rate/hour 123 건 106 건 
요구시 실패 Failurc ratc/demand 27 건 20 건 
수랴시간 Repair time 130 건 124 건 
공통원인고장 N/A 29 건 없음 
합계 309 건 250 건 

기존 입수자료는 20개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Heat Exchanger"와 

“ Auxiliary Boiler" 그룹과 “Service Wa ter Loop"과 “Instrument Air Supply Loop" 

그룹을 새로 입수한 자료에서는 각각 “ Heat Exchangers"와 “ Plant Service 

Systems" 두 그룹에 포함하였다 기존 GA 자료에서는 “ Gas Valve" 그룹이 새로 입 

수한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반면/ 새로 입수한 GA 자료에서는 

Turbin-generator와 Bypass valve 기 기 가 포함된 "Turbine Plant" 그룹과 Inverter와 

Feeder가 포함되어 있는 “ Other Electrical" 그룹이 기존에는 없던 그룹이다 

새로 입수한 GA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된 각 기기별 고장모드별 고장률 데이터/ 

보수시간 데이터 및 CCF 데이터에 사용된 각 자료원은 표 3.2.2.2와 같다 

자료원의 현황을 보면 총 309건의 데이터중 60% 정도인 187건이 기존의 GA 데 

이터베이스 자료인 “ GCR Reliability Data Bank Status Report"로부터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근거수식을 포함한 데이터가 14건이고/ 기타 4건은 압수되지 않은 자료 

인 “ Project Control Issue Surnmary" 부록 A에 영시되어 있는 자료원이다-

새로운 GA사의 신뢰도 데이터는 각 기기별 고장모드별 고장률 데이터， 보수시간 

데이터 및 CCF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의 예제로 펌프 고장융 데이 

터(표 3.2.2.3), 탱크 보수시간 데이터(표 3.2.2.4), 열교환기 및 펌프의 공통원인고장 

데이터(표 3.2.2.5)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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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자료원 

번호 자료원 종류 
창조 건수 

고장 보수 
CCF 흥계 

i! 시깐 

6 - 1 
llTGR Accîdcnt Init.iation and Progrcssion Analysis STalus Rcport Phas.ι‘ Il Asscssmcnt 

6 3 l 10 tGA !lcport GA- AIEQOOJ 
B-2 Gcn Rcliability Data ßank Stalus Rcport (GA R여lOrt GA-Al생39) 831 104 187 

B-3 
Rcactor Safety Study: A~까X!ndìx ill Failure Data , AI껴>endix rv Common :VIode Failures 

4 4 8 
1WASll • 1400} 

B-4 ::'\udear Planl Reliability Oata Syslem- J\tpRDS lNUREG/CR- 2232) 6 l 7 

B• 5 Gcncric Dala Basc for Data and ~Iodcls Ghaptcr of the Nationitl Re!iability EvaluaLion Prúgram 
14 14 

(J\REPJ Guide CEGG-EA- 5887) 
B-6 Common Causc Fault Ratcs for ins1rumcntation and Conlrol Asscmblics (~lJREG/CR-32ß9) 7 8 

IEEE Guidc 10 thc Collcction and Prcscntation of Elcctrica l. Elcctronic, Scnsing Comp야1cn t.， 

B-7 and ]이앉;hanical EQuipmcnt Reliability Da‘11 for Kuclcar Powcr Gcncrating St.a tions lIEEE Sld 3 3 6 
500- 19841 

6 -8 
Dala Summaries of Licensee Evcnt RelXlrts of Valv’cs al U.5. Commεrdal i\uclcar Powcr 

12 12 
P!ants CNUREG/CR←1잃;3) 

ß -9 
Operating Units Status Rctx>rt. Liccnsoo Ûpcraling Rcactors ‘ Data for DccÎsion l 1 2 
(NUREG -0020-1- 12J 

B- lO 
Common Causc Fault Rates for Diesel Generators: Estimates Bas.ed on Lîccnscc Evcnt Rctx>rts 

2 
at U.s. Commcrcial N"uclcar Powcr Plants (NUREG/CR-2앉웠) 

B- ll Reliability!1'’'laintainabilit ’ (AECL-4607J 1 2 
B• 12 Common Causc Fault Rates for Pumps (l\1JREG/CR-~웹) 2 2 
B- 13 Common Causc Fault Ratcs for Va lavcs tI\:l.JREG/CR-2770l 6 6 
B- 14 Scabrook Station Probabilistic Safcty Asscssmenl (PLG- Q.1OOJ l 9 10 

B- 15 
Synthesis of Experience Data for Risk Asscssmcnt and Dcsign lmprovcment of Gas-Cooled 

3 3 
Rcactors (GA-A149424J 

B- 16 
NPRDS 1979 Annual Reports of Cumulative Srstcm and Com \Xlocnt Rcliability 
(t、ruREG/CR← 1635)

B- 17 
IITGR Accident Initiation and Progresslon Ana섬’sis SμltuS Rcport - Phase 1 Amtlyses and 

l 
R&D Reçommendations (GA- Al 3617, Vol. IV) 

ß - 18 곤거수식용 포항한 자료 2 l 6 14 
B- 19 71 타 4 4 

표 3.2.2.3 고장률 데이터 예 (펌프) 

Demand Failure 

System - Component 
F a ilure Mode 

Failure Rate (1까rr) Pro b a bility 

Ide ntification (l/Demand) 
5th Median !:6th 5th )"'1cdian 95th 

Pcrccnti!c Percentile Perccntile Pcrccnti!c 

All l.OE-5 3.0E-5 3.0E-4 
Fail to oocratc l.OE-5 3.0[ -5 9.0E-5 1.0E-4 1.0E-3 30E- 3 

~~.il ， . t_o_ .~_n . . in extrcmc 13.OE- 4 
cnvlronπ1cnt 

1.0E• 3 3.0E-3 

t>.'icchanical faiJ ure 5.0E- 6 l ‘ 0[-5 4.0E-5 

Elcctric motor driven 
Cfa4i>l11utmroI/ 1ocal cicctrlcal 4 6E- 6 1.0E-5 4.0E-S 

ûpenHor eπor l.OE-6 3.0E- 6 9.0[ -6 
Fail 10 slarl frum ROE-5 ROE- 4 2.0E-3 
electrical failurc 

PGucmn。prsal -
Circuit fai lu re 3.0E-7 1.0E-6 1.0E-5 
Intakc blockagc l.OE- 6 l.OE-S 1.0[-4 

Sleam turbine driven Fai! to run 3.0E-5 1.0E- 4 3.0E• 4 
Fccdwatcr pumps I각ji J to operatε 1.0E-5 3.0E- 5 9.0E- 5 3.0E-3 1.0E-2 3.0E-2 

Elcc‘ric molor drî、’C"
Loss of dri、’f 3.0E- 6 1.0E-5 3.0E-5 
Loss of po“’cr supp!y 1.0E- 05 3.0E- 05 9.0E-05 

Sle<tm turbine drivcn 
μJSS of dri、’e 1.0E-5 3.0E-5 9.0E-S 
Loss of power supply l.OE• 5 3.0E-5 9.0E-5 

Low Pre$surc Fai l lo run 3.QE-6 I .OE-5 3.0E-5 fccdwatcr pumps 
Air cjeclor pumps Fail lO run l.OE-6 3.0E-6 9.0E-6 

Condcnsate p‘Imps Fail to run lOE-5 3.0E-5 2.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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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보수시간 데이터 예 (탱크) 

Repair Time (h) 

System-Component Identification Fa iIure Mode 5th 95th 
Percentile Median Pe;(.，'~'tiIe 

AII 8 40 10000 

Disruptive 8 40 10000 fa iIure 

‘"Ields Leak 8 40 10000 
Tanks and pressure 

vessel - general Flanges and c10sure Rupture 8 40 10000 

Gas허ke앙ts Leak 8 40 10000 

Pressurizer Leak 8 40 10000 

Demineralizer Leak 8 40 10000 

표 3.2.2.5 CCF 데이터 예 

Common Mode Fa iIure 
Factor, β 

SSC ldentification Failure Mode ExpeClenclng Total 
CF ssc 95th 

Per~~~tile I Median Percentile 

Heatg exenchearan!g bers - i | | Flow restrlChon 2 2 1.OE-3 5.0E-2 5.0E-1 

2 2 1.OE-2 6.0E-2 2.0E-1 
Fail to opera te 

Pumps김eneral 3 3 1.0E-2 6.0E-2 2.0E-1 

Fail to start 2 2 1.OE-l 2.0E-l 4.0E-1 

작성한 VHTR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MS Excel을 사용하여 전산화 파일 

로 수록 하였다(그림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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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Fa”u” E8 「Oem 김'"' J 

i二 tι h 
3νstem-Componer얘 Iclentilic없"" F.’urB Mode 

Mod‘'" Medlan 
Aelerencø 

55a901 Fai’ 10 stan 
FalllO GPBrale ,,-05 1.'• n ,-, 

’ S2 

Fo'‘ 10 run In e>1rerne 
enl'i ronmenl 

| ‘ E얘3 ,-, 
53 Mechanicallailutø I. E-05 . 

ConlroVlocal IIlectrical 
1.'에l5 

5545 
Electric mOl01 driν'" la Iure 

。 eralor error 3. E-{16 . 
Feillo slan Irom .. →~I' 

t5 5567g 
9laclr1 Cal Iallure 
Circuil lallure 1. E-06 , -, 
In:el:.& bloc l:.a;ge 1, E-OS ,-< 

(. 5 e68669o2341 

S'"와11 turtline driν'" Faill0 run I ,E-{14 ,-, 
Feedwaler pumps Farl 10 operale "에J5 1‘ E-C2 ,-, 
εlec tr1 c ’”이01 dri~l!n 

Loss [)1 driνg LE-<l5 ,-, 
Loss D1 PO‘....e( suppl '"‘E 

,-, 
S'"없n turbine dri\len 

Loss trI drlve 3.'‘E ,-, 
Loss D1 poW\! r Suool 3.E-OS ,-, 

65 low Pr9ssure leed‘경Jer pumps F혀110 run 1.'녁J5 ,-, 
66 A1r eJeclor Qumps F허110 run 3.'녁，. ,-, 

Condensat9 pumps Falllo run 3.'‘E ,-, 
I% e6f77892 TIts md 

Tan l:.s and pressure vessel - 띠 I. E-æ ,-, 
PrlI ssure ν95sel eneral DlsfUpllve 녕lIure ( I. E-l 0 ,-, 

삐[d， 

냐" "얘? ,-, 
F1anges and closure RuplUre "• R ,-, 
Gaskels 냐" "•,. ,-, 

73 Prø:ssunzel "" 1.'녁~ B-< 

t7 74g p ‘plng 
Demlnørallzer "'" l. E-æ . 

All (per lpo 2.E-l0 ,-;; 
Plplng - general Frac1'pn 01 d• Slupliw 

I! Z~→ lailures 
"키~ ,-, 

“ ~ • ~ 8esiç Events 협짧.-양용늄 .. 옳 g 홉짧rence~-C해".야'0 

그림 3.2.2.1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예제 (MS Excel 파일) 

(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검토 

구축된 신뢰도 데이터는 적합성을 검중하기 위해서 LWR 원전의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최근 개발된 미국 NUREG / CR-6829 신뢰도 데이터들과 비교하였다 데이터 

는 각 원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몇 가지 비교 가능한 기기들에 대해서만 비교 

평가하였다 새로운 GA사의 신뢰도 데이터는 창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원전 데이터에서 유추한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LWR 원전 데이터와 유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2.2.6, 그림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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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신뢰도 데이터 비교 (GA & NUREGjCR-6829) 

SSC Failure Mode GA NUREGj CR-6829 

All (fail to run) 3.00.E-05 4.54E-06 
Pumps - General 

All (fail to 5 tart) 1.00.E-03 2.23E-03 

fail to run 3.00E-05 5.77E-06 
Turbine-driven pump 

fail to start 1.00E-02 2.22E-02 

Tank & Pressure Vessel 
AU (Leak Large) 1.00E-08 2.75E-09 

Leak (Small) 3.00E-07 3.93E-08 

MOV Fail to change sta te 6.00E-03 1.07E-03 

Manual Valve fail to operate 6.00E-05 7.43E-04 

Instrumentation General (Pressure Sensor) 3.00E-06 8.22E-07 

Transformer General 1.00E-06 9.04E-07 

Batteries General 1.00E-06 1.86E-06 

Ba ttery Charger General 1.00E-06 5.08E-06 

Circuit Breaker FaH to Change state 1.00E-03 1.54E-05 

Tnvertor Fa i! to operate 1.00E-04 5.28E-06 

"l. .OO. E-01 
_ GA 

1 .00 . E -'0 2 _ NUREG/CR-6S29 

1. .OO . E‘ )S 

10Q.E-04 

1 .00 . E - 05 

]' .QO .E-06 

1 .00 . E - 07 

1. OQ . E - OB 

~ .OO . E-09 

그림 3.2.2.2 신뢰도 데이터 비교 (GA & NUREG;CR-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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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의 적용성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신뢰도 데이터의 구축은 기존 원전 데이터에서 구할 수 없 

는 VHTR 고유의 기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유 기기의 신뢰도는 결국 전문가 판 

단 (expert judgment) 또는 전문가 자문 (expert consulta tion)에 의해서 데이터를 구 

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도 데 이터베이스가 축적되지 않은 고온가스로에서의 

전문가 판단 추출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송용만， 2009] 기본적인 방법론은 원 

자력 분야의 전문가 판단 방법론의 표준으로 널리 인용되는 NUREG-1150의 공식적 

인 (formal) 전문가 판단 방법론을 참조하였다[NUREG， 1990] 

(가) 전문가 판단 정의 및 속성 

전문가 판단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웅답으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이다，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특정한 부문을 오로지 연구 담당하며 특히 그 부문에 정통한 

사랑으로，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동료 또는 연구 수행 측에 의 

해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분야는 미국 내 홈리스 

(homeless) 숫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까지 매우 다양하 

다 즉/ 전문가 판단은 전문가 의 견 (expert opinion), 주관적 판단 (subjective 

judgment), 전문가 예측 (expert forecast), 최적 판단 (best estimate), 교육된 추측 

(educated guess) 및 전문가 지식 (expert knowledge) 풍 다양하게 명명되며 ， 전문 

가의 훈련 및 경험에 기초하고 정보에 근거한 의견 (informed opinion)으로 정의된 

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판단은 기술적 질의에 대한 응답시점에서 전문가 지식의 표 

현 (snapshot)으로 볼 수 있다 다수 전문가 예측 방식은 매우 적은 투자에도 불구 

하고 정확성이 매우 높은 방식인데， 이는 핵심 가정에 대해 가장 최신 내용으로 동 

의된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웅답은 자주 확률/퉁급/비율과 같은 정 

량적 형태로 제공되며， 정성적 데이터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므로 선호된다. 대부분 

의 전문가 판단은 고차원 사고 (thought) 과정의 결과물이며/ 지식 기반 인지 

(knowledge-based cogni tion)로 불린다 

(나) 전문가 판단 방법 

전문가 의견 추출을 위한 핵심 과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된다 

- 쟁점/전문가 선정 및 의견추출 훈련 

- 전문가 대상 쟁점 소개/발표 

- 전문가의 쟁점 분석(자료) 준비 

- 쟁점 분석 토의 및 의견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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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재구성 및 통합 

CD 쟁점/전문가 선정 및 의견추출 훈련 

안전 쟁점 및 전문가 그룹의 선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문가 그룹은 개 

개의 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올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선정원 전 

문가는 안전 쟁정에 대한 검토 기회가 부여되고， 목록에서 포함/누락될 항목의 제 

안이 권장되었는데， 선정왼 쟁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비분석 결과/ 해당 현안이 위험도 및 불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안전 중요도 또는 현안 정량화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에서 상이한 관점이 존 

재할 경우 

이용 가능한 실험/관찰 결과 또는 검중된 전산모델 둥과 같은 대안 

(altemative) 정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신뢰성이 없는 경우 

선정된 전문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자격은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 

하는 외부인의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출판， 직접적인 참여/ 컨설팅 및 연구관리 둥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 분야가 

현안과 관련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을 보유 

현안의 최신 상황에 대한 지식 및 현안에 대해 가능한 광범위한 전망을 보유 

의견 추출 훈련의 옥적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친숙화시키고 자신들의 판단이 해석에 어떻게 사 

용되는지를 보여준다 

- 확룹 평가시 혼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편견을 친숙화 및 인식시키고 이를 극복 

하는 과정을 통해 편견 탈피 (debias) 훈련올 제공한다. 

- 확륜을 평가하는 연습뿐 아니라 복잡한 현안을 간단한 세부내용으로 분해하는 

연습올 제공한다 

본 과정에서는 평가 종류에 따라 가장 혼하면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2가 

지 종류의 편견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주어졌다 

- 근거자료가 보장하는 이상의 정확성으로 분포를 제시하는 과신 경향 

- 자신의 판단을 가능한 방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단일 모델 또는 단 

일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분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이상으로부터， 위의 편견 극복 및 현안 분해 훈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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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대상 쟁정 소개/발표 

현안보고서 (issue paper)가 전문가 그룹에 제공되는데，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현안에 대한 간결한 언급 

- 현안과 관련한 실험데이타， 모텔 및 전산해석 참조차료를 포함한 상세한 현안 

기술과 함께 배경 정보 제공 

- 현안과 사례가 PRA에 반영되는 방식의 기술 

- 현안이 분해 가놓한 경우r 분해 예제 

현안분해는 평가의 품질 및 문서작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제로서 사용되었으며， 

전문가로 하여금 복잡한 전체 문제에 대한 한 차례의 평가보다는 보다 쉬워진 연속 

병가를 허용한다. 많은 실험결과에서 이러한 분해방식이 명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이러한 분해를 하거나 발전소 분석자가 제 

안한 분해를 수정하도록 권고된다. 많은 현안의 경우에서， 현안의 주요 성분에 대해 

분석하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현안에 대한 소개는 현안에 

대한 최신 DB를 논의하는 훌륭한 방안이다. 여기서， 발전소 분석자는 현안과 관련 

된 데이터 소스/ 모텔， 실험결과， 보고서 및 참조문헌 자료를 소개하게 되며，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초청되는 

데， 주로 원자력 산업체/ 발전회사/ 대학， 국립 연구소， 정부기관 및 사립 컨설팅 직 

원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안 소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세한 기술적 논의는 현안 

에 대한 통찰과 다양한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전문가의 자료 준비 

전문가 그룹은 의견 추출 이전에 현안의 분석을 위하여 2-4달 가량의 시간이 허 

용되고， 그룹올 구성하는 각 전문가에게는 2-37ß 의 현안이 배정되어 각각의 현안이 

3-6인의 전문가에 의해 고려되도록 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현안에 대한 새로운 분 

해 방안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가진다 여기서는 현안의 소개/발 

표 시에 다루지 못한 사고분석 결과/ 실험 및 데이터를 논의한다 일부의 전문가는 

프로젝트 스랩에게 특정 전산코드 계산결과를 요구하며/ 여타 코드를 활용한 자신 

들의 코드계산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전운가는 자신들의 판단의 길잡이 및 제시할 

분포의 경계를 확럽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연구범위 분석 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상당량의 정보가 축적되며/ 여기에는 분석 및 기술적 접근 방법， 적용가능한 

시험 결과 및 관련 전산코드 분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 

은 간단한 요약부터 광범위한 보고서까지 다양한 문서를 준비하며/ 이는 정보제공 

을 위해 그룹 내에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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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분석 토의 및 의견추출 

대상 쟁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준비된 자신들의 분석 및 연구의 결과를 모임에서 

발표 및 토의한다， 이러한 토의과정에서는 자신의 결론을 공표하지는 못하며， 자신 

들의 추론을 발표하고 문제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실험 및 모델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숫자적인 결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에 집중한다. 특정 현 

안에 대해서는 기반 현상 및 주요 불확실성 원인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의 토의는 각각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이상의 발표 및 토의를 마치고， 전문가 그룹끼리 모여서 요구되는 정확한 추출변 

수 및 최소의 경우 구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펼수정보에 대한 합의 도 

달 이후/ 전문가 내부의 실질적 및 표준화 전문가 소그룹은 의견추출을 위해 개개 

의 전문가를 독립적으로 연답한다- 이는 각 전문가가 여타 전문가의 추론 및 데이 

터베이스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결론에 의해 편견올 가지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된다. 

여기서， 실질적 전문가 소그룹은 의견추출 결파 활용 및 분석방법에 따른 제한에 

대해 잘 알고 었다- 이들은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기술척인 이유를 

문서화하고， 전문가 결론의 기술적 일관성을 평가한다. 표준화 전문가 소그룹은 확 

률 및 결정 이론과 공학적 문제의 확률추출의 기술 및 관습에 대해 잘 얄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전문가로 하여금 자신들의 추론을 확률로 표시하도록 지원하고， 펼 

요 정보가 반드시 획득되도록 하고， 전문가 판단이 확즙 법칙파 일치하도록 체크하 

고l 이후 결파 통합에 이용될 숫자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안올 다루기 위해 상이한 기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안 및 전문가에 따라 매번 다르다 의견 추출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 

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 결과의 재구성 및 통합 

현안에서 분해된 각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주관적 확률 분포는 현안 전 

체 결과를 얻기 위해 재구성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및 표준화 전문가 소그룹 

에 의해 확률 이론 개념을 이용해 수행된다 각 전문가에 대해 재구성이 수행된 이 

후에는 개개의 현안에 대해 전문가 그룹 전체의 결과가 통합되어 1개의 분포를 얻 

는다. 이러한 통합은 독립 변수의 개별 값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확률을 평균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단순 평균 통합 방식은 전문성의 차이l 능력의 차이 또는 전문가 

간의 의폰 확륜을 무시한다. 1990년대 초까지는 전문가간의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 

한 합의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상용 전산코드 (sJw)는 아래처 

럼 이를 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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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ALIBUR (Delft 따uversity， 2001) 다양한 가중치 방식 사용 

- UNICORN (AEA Tech., 1995) : 전문가 사이 의 의 존성 모의 가능 

전문가 판단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각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분석 및 결과를 문 

서화 하는 것이다 작성된 문서는 전문가에게 다시 보내져서 검토 및 확인 서명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서화의 목적은 향후 잠재적인 사용자 및 검토자에게 전문가 

판단을 얻기 위해 행해진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 

는 분석에 사용된 분포의 근거를 알려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하며/ 미래의 연구가 

해당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전 분석의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하게 된다 

(다) VHTR 적용 및 결론 

그림 3.2.2.3은 VHTR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뢰도 DB 개발/관리 과정의 흐름 

도에서 전문가 판단 방법론의 활용 시점을 보여준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요 불확실 

성 인자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구하려는 목적이며， 특히 관련 모 

텔이 부족하거나 적용할 올바른 모텔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는 분야의 기폰 경 

험과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Z효 ... 

려스크정를엄I 

VHTR 
염획1톨 
션훌 

.tro톨IIXJ 
.HII톨거 

그립 3.2.2.3 VHTR 신뢰도 DB 활용 흐름도 

1단계 PSA 분야와 관련한 VHTR 전문가 판단 활용은 현재 구축된 신뢰도 DB 

내용 중 유사기기 기반 데이터 및 초기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관련 원자로의 데 

이터가 부족하여/ 유사시설의 데아터 (actuari머 data) 및 임의추정 또는 공학적 판 

단에 의한 상당히 주관적인 일반 데이터 (generic data)로 구축된 부분이 폰재한다 

2단계 PSA 분야에서는 현재 VHTR이 개념설계 단계이므로I 초기사건 선정 및 사고 

진행에 대한 예측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상은 차후 VHTR 설계단계가 완료 

되고 실제 운전단계에서 고유 데이터가 축적되연서 자연히 해결되겠지만， 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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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올 구성하고 VHTR 특성올 반영한 정보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올 고려하여야 한다 

VHTR PSA 모델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PSA 기술요소가 

PSA 품질요건올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I 의사결정올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한다 

패널 회원자격r 전문가 패널과정(의사결정 과정， 기술적 정보 토대， PSA 모델 

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평가， 한계의 파악)， 문서화의 특정이 정의되어야 

한다-

- 전문가 판단 절차 및 방법은 일반적 방식올 준수하며/ 의 견 추출 및 통합은 

의견 편차가 큰 경우는 행위적 접근 방식， 반대의 경우는 수학적 접근 방식 

을추천한다 

나 피통 (안전) 계통 신뢰도 명가 

수소생산 VHTR은 향상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리스크 평가 기술을 적극 도입 

하고 있으며， 기존 경수로와 다른 기술중립형 규제 체제의 적용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리스크 명가를 목적으로 한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리스크 평가의 중 

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한적이며， 도전적인 과제로 현재까지 공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제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방법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팽가 방법을 제안하 

였다I한석중， 2007] 특히， VHTR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명가의 취약점인 기능 요건 

즉， 성공/실패 기준 선정을 위한 확률분포들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기능 요건 도출을 위한 기반올 제공하였다[한석중， 2009] 

(1) 피동 안전 계통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일반적으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는 계통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척 사고 

상황 하에서 설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는 계통의 하드웨어적인 실패나 운전의 기반이 되는 물리 

력의 현상학적 실패뿐만 아니라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포함하 

여 정의한다. 이는 피동안전계통의 고유한 특성상 하드웨어적인 실패 가능성보다는 

구동력의 제한/ 운전 조건의 다양성， 물리적 특성 및 설계상의 제약 요인 둥에 의한 

설계상의 성능올 만족하지 못하는 기능적 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다‘ 리스크 평가에서 요구하는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하여 주어진 사고경위 하에서 피동안전계통의 요구 임무의 실패 즉， 하드웨어 실패 

를 포함하는 계통 실패의 조건 확즙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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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방법은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또는 변수들을 (1) 개별 요소 실패 확률들을 

명 가하여 종합하는 방법 으로 independent failure modes의 방식 과 (2) 요소들올 종 

합적인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runctional f며lure & performance indicator 둥 

을 활용한 방법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단순 신뢰도 평가 방법 

리스크 평가에서 피통안전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고경위 분석의 방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 신뢰도 평가 방법은 거시적 측면에서 내재된 평가 

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다 즉I 피동안전계통에 내재된 평 

가 요소들이 독립적이고 각각의 내재 요소의 실패가 피동안전계통의 전체 실패를 

초래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직렬적 형태의 신뢰도 모텔을 적용할 수 있다 

R ps = II껴 

여기서 Rps는 피동안전계통의 종합 신뢰도이고 껴는 요소 l에 의한 신뢰도이다 피 

동안전계통의 실패 확륜 즉， 이용불놓도는 Ups =) - Rps이다- 피동안전계통의 이용 

불능도는 해당 사고경위 내에서 필요한 피동안전계통의 운전 실패에 대한 조건확률 

값으로 할당할 수 있다 리스크 평가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 

가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대략 계통의 운전 조건올 형성하는 (1) 피통계통에 내재 

된 기능적 설때에 대한 평가， (2) 구성 기기의 하드웨어적 고장의 평가， β) 운전 오 

류 및 정비오류에 의한 영향 같은 인적 요소의 고려 및 (4) 정비보수로 인한 이용불 

농도 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1. 기능적 실패에 의한 신뢰도 (껴) 

2 하드웨어 고장에 의한 신뢰도 (껴) 

3. 시험 및 검사에 의한 이용불능도 (R,,, ) 

4 인적 요인에 의한 이용불능도(κ) 

앞의 평가식에 각 요소별 신뢰도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ps = 펴 • 껴 - R,Il - R() 

기능적 실패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설비나 기기의 리스크 평가에서 공통으 

로 평가되는 요소들이다. 각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신뢰도 평가는 개별 요소에 따 

라 발전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고장에 의한 신뢰도는 계 

통에 내재된 ssc를 종합하여 고장수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 

및 검사에 의한 요소 및 인적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신뢰도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거시적 명가법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반면에 이용할 만한 신뢰 

도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적절한 분석 방법이 폰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의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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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확륨을 할당해야 하는 어려웅이 있다. 그러나 차세대 원전의 PSA 평가에 

서는 설계의 진척 수준과 실제 운영의 한계로 전문가 의견에 의한 주관적 확륜의 

사용올 용인한다. 

예를 들어 예제 분석에서 다콜 VHTR의 피동안전계통인 RCCS를 명가 대상으로 

위의 방법을 적용하면 표 3.2.2.7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제에서는 기능 

적 실패에 의한 확률은 1.0E-3을 적용하였다‘ 하드워1 어 고장은 RCCS에서 운전 시작 

용 작동 밸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통 통로의 파손과 같은 툴리적 파손올 고려하 

였다 시험 및 보수는 년간 10일을 고려하여 대략 3.0E-2을 적용하였다. VHTR의 경 

우 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통의 전체 신뢰도 즉， 이용불능도는 고려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약한 

요소에 의해서 큰 영향올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중에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상세 분석시 선별하여 제외할 수 있 

다 이를 위한 근거로 이러한 거시적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 

표 3.2.2.7 피통안전계통 전체 신뢰도 평가 예제 

요인 
평가결과 l번 

항목 
Point E EF 

비고 

기능적 실패 1.0E-3 3.5 Design & safety 불확실도 분석， 설계 및 
analvsis 안전해석 코I 및 방법론 

하드웨어 고장 l.OE-3 10 Reliability 설계 사양 및 관련 도변 
assessment P&ID 

시험 및 보수 3.0E-2 2 Tech. spec. & 시험 및 검사 

expenence 보수 전략 

인적 요인 No Estimation 인적 요인 
System 2.94E-02 

(나)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명가 절차 

피동안전계통 기능적 실패에 근거한 신뢰도 평가는 이미 다양한 평가 절차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들 절차들을 검토하여 5가지 핵십적인 세부 절차들로 구성된 

VHTR 리스크 평가를 위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절차를 개발하였다(그림 

3.2.2.4) 

1. 계통 확인 

피동계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계통이 지닌 기능과 계통 경계/ 운전 절차 동 

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계통을 확인한다. 또한 분석 대상인 

계통 경계 및 운전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시나리오를 정 

하기 위한 사고경위 분석이 필요하다 

2 기능 요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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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의 실패 기준을 정의한다 실때 기준은 계통의 설계 목적인 기능적 요건 

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석 계통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는 실패 기 

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단순한 기준도 적용될 수 있지만 확률분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확률분포의 경우 실험이나 전문가 판단에 기초한다 계통 

은 다양한 경로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계통 실패 모드를 확인하는 데 도 

웅이 되는 방법으로 FMEA나 H AZOP 동의 방법이 있다. 

3 운영 성농 평가 

계통의 운전시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운전 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성 

놓평가는 실패 기준과 동일한 변수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 성놓은 주어진 조 

건하에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로 불확실성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신뢰도 평가 

2와 3의 절차에서 얻어진 기능요건과 운전 성능올 비교하여 신뢰도 명가를 

수행한다 평가 모텔에 따라 SS! 나 안전마진 모델 퉁이 이용된다 

5 계통 모텔 

피동안전계통의 성능 평가는 불리적 특성에 근거한 수치적 평가에 의존한다 

때문에 몰리적 성능평가 모렐로서 자체는 계통 신뢰도 평가의 핵심적인 도구 

이다 때문에 모텔 자체는 평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올 수행하고 모두 

평가 과정은 평가 모텔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성능 평가 모 

델 자체도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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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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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를 위한 기능 요건 특성 분석 

VI-ITR 리스크 평가의 특정으로 인해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의 핵심 요소 
인 기농요건의 선정에는 사고 종결 상태 및 안전기능 성공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 

다 피통안전계통 신뢰도 평가의 기능 요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경우를 고 

려할수 있다 

(1) 단일값 
(2) 단일 분포 

(3) 복수 값 

(4) 복수 분포 

복수의 제한 기준을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명가에 적용할 경우 기본적인 분석 방 

법에 대한 개념은 그림 3.2.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피통안전계통의 신 

뢰도는 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d = Pr(Sc, > 8 > SGi ) 
Proc2 = Pr(SC, > 8 > SC2 ) 

Pr",v = p r(Sζ，v > 8 > SC,V 1 ) 

Perfonnance 
Disσibution 

Critical Parameter 

그립 3.2.2.5 복수 실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뢰도 평가 개념도 

단일 기준일 경우 위의 예제에서 N;l인 경우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확률분포를 적용활 경우 단일 분포의 경우 분포의 유형에 따라 

PrR = Pr(Y〈 X)= ftf(I)ff(ν뼈X 식에 의해서 신뢰도 평가가 가능하다 확률 

분포를 갖는 복수의 성공기준에 대해서는 확륜분포 모형을 적용하여 해당 피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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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까다롭고 복잡한 수학적 엄밀함으로 포함한다 

이는 다변수 확률 분포의 적용상의 수학적 난해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수학적 엄밀한 확플 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분포가 독립적으로 단순한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립적 확륜분포 가정은 엄밀성이 떨어지지만 매우 작은 

확률값을 처리하는데 편리하다 즉， 이러한 가정은 수학적 측면에서 정확도가 떨어 

지지만 신뢰도 분석의 특성상 분포의 꼬리부분은 분석 신뢰도가 엄밀하지 않은 영 

역이므로 리스크 평가와 같은 공학적 이용에는 큰 제약요인이라 볼 수 없다. 

기능 요건을 결정하는 문제는 설계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는 문 

제이다 제안된 분석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국한하여 각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른 특정만을 논의하였다 

확률 모형의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특정을 보여줄 

수 있는 (1) 정상분포를 적용할 경우와 (2) 감마 분포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쏘효폭 

정상 분포 적용시 신뢰도는 단일값 기준올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림 3.2.2.6) 그러나 정상 분포의 경우 간섭 확률 분포를 분석하연 신뢰도에 영향 

을 주는 분포의 대부분이 설계에서 적용하는 설계기준보다 낮은 영역에서 관찰된 

다 TRlSO 성놓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TRISO의 설계 기준 온도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평 

가에서 다루는 사고 종결 조건을 단순하게 고려하더라도 피동안전계통의 기능적 이 

상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상 분포를 적용한 

성공기준 분포의 적용은 VHTR에서 적합하지 않은 특성올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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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6 정규 분포 적용시 신뢰도 민감도 결과 

감마 분포의 격우 

정규 분포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쪽면이 한정된 분포로 강마 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2.2.8, 그림 3.2.2 끼. 다른 분포를 적용하더라도 본 연 

구는 신뢰도 평가의 간섭 영역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목적으로 신뢰도 평가에서 

- 175 



나타나는 특성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은 1600 "C 에서 한정된 감마 분포를 

적용하여 신뢰도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그림 3.2.2.7은 감마 분포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민감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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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감마분포 적용시 신뢰도 민갑도 

분포 유형 실패 확륜 

G(2,2üO) 4.l52E 05 

G(2,4üO) 1.079E • 05 

G(2,800l 2.750E 06 

G(3,3üOl 4.881E • 07 

G(3,600) 2.007E 07 

G(3,900l 1.085E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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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감마 분포 적용시 신뢰도 민감도 결과 

1700 

여기서 지적할 것은 정상분포의 적용시 나타나는 약점이 한쪽이 한정된 분포를 

적용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로 인해서 실패 확률도 정상분포를 적 

용하였올 경우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결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VHTR의 리스크 평가 특성을 고 

려하면 단일 값보다는 확률분포의 적용이 보다 실제적인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정이다 또한 확률 분포의 적용시에도 정상분포보다 한쪽이 한정 

된 분포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신뢰도 평가가 가능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동안전계통의 성농 기준으로 단일한 변수를 적용한 경우는 다량의 핵 

분열 생성물을 방출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VHTR의 TRIS。 핵연료 특성을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경우에도 VHTR 리스크 평가를 위한 피동안 

전계통 신뢰도 평가의 기본인 실패의 정의가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피동안전계통의 기능적 상태를 여러 개 범주로 정의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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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적용 사례 

피동안전계통 신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 성능올 평가가 필수적이다 운영 

성능 평가는 사고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에서는 안전 해석 결과의 불확실도 평가 방법에 대한 시법 적용올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리스크 평가시 방법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VHTR 안전해석 및 설계 성능 검중에는 KAERI에서 개발 중인 Gamma 코드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사고시나리오는 LPCC 사고경위로 정상운전 중 일차계통 경 

계의 대규모 파손으로 헬륨 냉각을 수행할 수 없는 유형의 사고 경위이다 피동안 

전계통으로 설계된 공기냉각 RCCS의 기능적 실패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설계단계에서 각 변수의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이러 

한 변수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계 자료 특히I 실험적 검증 자료 

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이러한 검증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불확실도 

는 해석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표 3.2.2.9는 선정된 변수와 각 변수 

의 할당된 불확실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2.9 불확실도 변수와 불확실도 

선정 변수 단위 정상치 범위 분포 비고 

Graphite Heat Capacity kJ/kg'K 특성표 土20% Normal Function of Temp. 
& Pressure 

Graphite Conductivity W/(m.Kl 특성표 :1:20% Normal Function of Temp 
Vessel Emissivity 0.8 0 ‘ 2 • 0.9 Uniform 
RCCS Tube Emissivity 0.8 0.2-0.9 Uniform 

Coreu EcftfleVclttvlVe 
Conductivity Multiolier 1.0 20% Normal 

Decay Heat RaLÍo % 특성표 20% Normal Function of Normal 
Reactor P。、.ver

GAMMA 코드를 이용한 불확실도 전파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Mosaique 코드 

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분석 방법을 시범 적용하는 경우로 LHS 

방법을 적용하여 l17R 의 경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2.2.8) 

리스크 평가 관점에서 VHTR의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안 

하고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리스크 평가의 관점에서 피동안전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리스크 평가 고유의 특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VHTR 고유의 안전 특성은 LWR과 같은 다른 유형의 원자로와 다르게 명백하게 정 

의되는 사고 종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여 VHTR의 리스크 평가 방 

법은 선원항범주를 사고 종결 상태로 분석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VHTR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제로서VHTR 특성을 반영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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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내재된 기능 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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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LPCC 불확실도 분석을 위한 예제 계산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로부터 기능 요건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분석적 

Insight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VHTR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경우 불확 
실성을 고려하여도 VHTR의 리스크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서 선원향이 리스크 평가의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역학적 

선원항 분석 여건의 한계로 정량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Insight는 향후 VHTR의 리스크 평가와 이를 이용한 리스크 

정보 활용의 분야에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안전성 검증올 위 

한 기존 피동안전계통신뢰도 평가 방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계통 자체의 

설계 및 안전성 검중을 위한 기폰의 방식도 유용한 신뢰도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리스크 명가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리스크 평가에 적합하도록 개 

선해야 하며 본 연구는 그에 대한 결과물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VHTR의 리스크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타당성이 충분함으로 보여주었다‘ 

다 기술중립 규제 체제의 적용성 

수소생산용 VHTR은 기존 경수로와 다른 고유 안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정으로 인하여 VHTR의 규제 및 인허가는 기존의 방법으로 적용하기 어 렵다 이 

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규제 규법으로서 노형 중립형 기술 중립 규제 체제의 방법 

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 규범이 수소생산용 

VHTR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I최선영， 2007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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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립 규제 체제는 현재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NRC에서는 미래 원자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규제 및 인허가 

를 위한 목적으로 기술중립 규제 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NUREG， 2006] 국내에서 

도 KINS를 중심으로 기술중립형 규제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중립 규제 체제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기술올 이용하여 심충방 

어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기본 토대로 하는 노형 중립형 규제 방안이다 

수소생산용 VHTR은 비 경수로형 원자로로 향후 규제 및 인허가를 위해서는 새로 

운 방식의 규제 규범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중럽 규제 

체제 하에서 논의하여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규제 기준인 리스크 허용 기준의 선정 

과 이에 따른 설계 기준 사건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김인석， 2008]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리스크 허용 기준은 빈도-결말 곡선(F-C curve)을 기준으 

로 리스크 관점에서 허용선량 제한치와 사건 또는 사고의 발생 빈도를 동시에 제한 

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 빈도와 결과의 허용가능영역과 허용불가능영역으로 구분한 

다 설계 기준 사건의 선정은 이러한 리스크 허용 기준하에서 분석된 리스크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설계 기준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다. 

미국 NRC도 PBMR의 인허가 기본 검토를 통해서 기술중립 규제 체제의 적용성 

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 VHTR도 PBMR과 유사한 특정을 갖는 가스로로 

통일한 선상에서 기술중립 규제 체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1) 미국 NRC의 지침안 개발 방법 

미국 NRC는 기존 경수로 (LWR)의 인허가 및 규제 체제를 미래 신개념 설계의 

원자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한편 기존 LWR의 규제 

체제 개선시 PSA와 중대사고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PSA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규제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술중립 규제 체제 개발의 목적 

은 신개념 설계 원자로의 인허가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 체제에 필요한 지 

칩 및 기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미국 NRC는 안전관련 임무 규정과 운전원 및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안전 첼학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통적 임무에 기반하여 하양식 방식의 미래 신 

개념 원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본 방법은 안전/ 보안/ 전시체제 대비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심충방호 (DID) 원칙을 기본으로 설계/ 건설 

및 운전에 대한 DID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기반 및 성능 기반 요건을 고려 

하였다(그립 3.2.2.9) 대부분 고려 항목에 전통적인 결정론적 해석과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확륜론적 고려를 포항하고 있으며/ 특히， PSA 범위 및 기술적 적용성을 전 

체제에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물리적LBE (Licensing Basic Event) 선정 

- Safety-significant SSC 선 정 

- 179 -



-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 

- 운전절차서， 비상대웅 및 사고 관리 방안 개발 

- 인허가 관련 리스크 기준에 대해 발전소 설계 및 운전의 비교 

Physical 
Protection 

Alomic Eneroy Acl and Ihe Slalues Ihal Amended 11 

Safety/Securily/Preparedness 
Expeclalions 

Oefense-in-Oeplh (010) 
Expectalions 

Proteclive 
Actions 

Process lor Development 01 Risk-Inlormed. 
Per’ormence-Based. Technology-Neutral 

Requ비j씨씨Ir애ements 

그림 3.2.2.9 위험도정보 및 성능기반의 기술중립 규제 체제 로드볍 

빈도-결말 곡선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일반인이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허용 제한치를 설정하되 리스크 관점에서 허용선량 제한치와 

사건 또는 사고의 발생빈도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다 빈도-결말 곡선은 사건 발생 

빈도와 결말의 허용가능영역과 허용불가능영역으로 구분한다(그림 3.2.2.10) 

이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허용될 수 있는 방사선량을 초래하는 원자로시설의 상 

태는 낮은 발생빈도를 가지며 높은 발생빈도를 갖는 원자로시설의 상태는 잠재적인 

방사선 결말올 전혀 초래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하다는 원칙 (Farmer’s Curve)에 근 

거하고 있다 

NUREG-1860에서 제안한 예비 빈도-결말 곡선은 선량치가 10-5를 초과하는 빈도 
구간에 대하여 법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10-5미만의 빈도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원 
자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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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빈도-결말 곡선 기준의 예제 (NUREG-18601 

KINS에서 “미래 신개념원자로에 대한 리스크정보활용 설계안전성 평가지침(안)" 

중의 핵심 내용으로 이러한 빈도-결말 콕선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국의 기준 

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 기준을 근거로 기준올 설정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생산용 VHTR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VHTR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신개념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서 허가기준사건(Licensing Basis 

Events LBEs)의 선정범위는 기폰의 범위 보다 폭이 넓으며， 매우 낮은 빈도의 사 

건경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리스크 평가의 전통적인 노싱손상사고 형태와 비교하 

여 미래 신개념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평가의 범위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다루기 위하여 미래 신개념 원자로에 대해서는 빈도-결말 

곡선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면 이에 따른 허가기준사건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원자로-15공정 연계 관련 사고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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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수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고온가스로가 이용 

될 전망이고/ 수소생산시설은 고온 및 부식 환경에 놓여 있어 항상 수소 누출의 위 

험이 있고 수소가 누출될 시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 폭발로 인해 초고온가스 

로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을 분석하고 사고의 완화기능을 고려한 사고시나리오를 구성 

하였다 초기사건의 선정방법은 논리적이며 연역적 방법인 주논리도를 사용하였으 

며t 그 결과로 화학물질의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초기사건 9가지를 도출하였다 이 

후 수소생산시설에서의 9가지 초기사건으로 인해 HTGR의 격납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거리별/과압별로 분석하였으며/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심 손상 확륜 또한 고려해 보았다‘ 각 단계별 안전 평가를 종합하여 수소생산시 

설에서의 초기사건올 시작으로 격납건물 손상/ 노심 손상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고 모델의 리스크를 예비 

평가해 보았다. 

1) 리스크 예비 평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시설과 원자로를 연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 

리오 중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초기사건올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모 

델령 하였다 전체 사고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적 안전 평가를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을 모델링 하였으며 각 단계별 

리스크 예비 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H2 Leak Model 

B. Containment Failure Model 

C. Core Damage Model 

A 단계는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초기사건을 도출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 

소누출 사고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단계이다. 원자로와 15공정을 연계한 대표적인 시 

설인 일본의 HTTR 실험용 원자로 조사를 통해 원자로-TS공정 연계 시설의 특정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후 수소생산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올 MLD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안전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ETA 방법론과 

FMEA 망법올 통해 초기사건으로부터 발생활 수 있는 수소 누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았다. 

B 단계는 수소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격납건물의 피해 확률을 도출하는 단 

계이다 신뢰도 물리 모델 (Reliabili ty Phtsics Model )을 이용하여 거리별/과압별 수 

소폭발에 따른 격납건불의 파손 확률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C 단계에서는 수소폭발로 인해 발생활 수 있는 노심의 손상 확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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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단계이다 C 단계의 연구는 모 과제에서 실행하였다‘ 

이 3단계를 종합하여 수소생산시설과 고온가스냉각로(HTGR) 연계 시 발생활 수 

있는 사고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2.2.11 및 3.2.2.12는 원자로-15공정 연계 시 리스크 평가 개념도와 이를 위 

한 각 단계별 요소 간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다. 

NuclC8r 
Reac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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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1 원자로-15공정 연계 리스크 평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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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소간 상관도 

또한 그림 3.2.2.13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리스크 평가 체계의 각 단계별 흐 

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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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원자로-15공정 연계 사고 리스크 평가 체계 흐름도 

깅 H2 Leak Model 

A단계의 H2 Leak Model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소생산시설의 친숙화를 위해 일 

본의 HπR-15공정 연계 모률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표 3.2.2.10 HITR의 상세 구성 

ltem 
ThcnnaJ power 
Coolant 
Reactor ouùeL coolanL temperature 
Reactor- inlet coolanL temperature 
Primary coolanL pressurc 
Primary coolanL flow rate 
Core structures 
Core height 
Core diameter 
Power density 
Fuel 
Enrichmem 

흐{용퍼댄쁘n 
30MW 
Helium gas 
850 'C *. 950 'C ** 
395 'C 
4.0 MPa 
12.4 kg/s *.10.2 kg/s ** 
Graphite 
2.9m 
2.3m 
2.5 MW/m3 
Low enriched U02 
3 10 wt% Avg. 6wt% 

Fucl element Lype Prismatic block 
Pressure vessel Stee1(2tCr - 1Mol 
Number of main cooling loop 1 
* Rated operation mode outlet coolant의 온도륜 850'C로 유지하며 운 
전하는 상태 
** High LemperaLure test φeration mode ‘ outlet coolant의 온도룹 95 
O 'C로 유지 하며 운전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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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14 HITR 원자로와 HπR-IS공정 연계 개요도 

이후 수소생산시셜/ 즉 IS공정에서 발생활 수 있는 초기사건을 MLD방법론을 。1

용하여 도출하고 그룹화하여 구분한 뒤， ETA 방법과 FMEA방법을 이용하여 각 초 

기사건 그룹별 risk를 평 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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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분센반웅구간의 M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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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황산부식， 고온피로 둥에 의한 

배관파손을 초기사건으로 하는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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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ainment Failure Model 

MLD를 활용하여 격납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소생산시설로부터의 사고시 

나리오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파악한 사고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소 누출을 시작으 

로 하여 격납건물 파손에 이르는 Back Event Tree를 작성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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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사고시나리오 파악 MLD와 BET 

이후 ReliabiJity Physics Model올 활용하여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수소누출로 인해 

발생한 폭발이 격납건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거리별/과압별로 분석하여 안전평 

가를 실시하였다 

힘
 빼
 圖圖
』

한혈펀 ” 

그 립 3.2.2.18 Reliability Physics Model 

Pr[수소폭발압력(L) 는 격납건물항복압력(C)l 

Distribution of stress, L, Distribution of yield strength, C 

Pr[CT Fai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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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1 Calculation Results(Safety Distance Analysis) 

거리(m) Laod p ‘ P . .. ::-.!õ 구흐를~.". 

19 2.65OE+02 0.000<‘∞ '.9잊ε-<J1 9.'잊lE-<l 1 

20 2.378ε‘{)2 3. 9B4E커3 9.87(E-Q1 9.9’미5녁11 

21 ~20뚱애2 ' ''''''• l2 9，510ε매1 .，미ξ잉1 

22 2.OS1 E*0'2 6.33IIE‘l2 0 62QE-01 ，2S<E-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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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Calculation Results(Safety Dist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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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2.20 U5NRC 5aIety Criteria & DraIt Calculations using OPR data 

4) Core Damage Model 

원자로 15 공정연계 세 번째 단계인 노심손상 모델링 단계는 KAERI 모과제 연 
구를 통하여 수행 중이며 향후 연구 결과물이 나올때 본 연구 결과와 접목하여 사 

고리스크의 명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원자로-15공정 연계 리스크 평가체계 

위에서 제시한 3단계를 통해 원자로-15공정 연계과정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 

다 구체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수+ν“U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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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원자로 15공정 연계 리스크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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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본 연구를 통하여 원자로 15 공정연계 사고 리스크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로는 초기사건 도출을 위하여 MLD 분석， 리스크 사고 시나리오 사전 모 

사를 위한 FMEA 분석/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건수목 분석 그리고 신뢰도 물리 

모델의 적용으로 나눌수 있다 

수소생산 설비의 예비개념 설계를 위하여 초기사건 및 수소생산시설 용량에 대 

한 안전거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시스탱 설계가 구체화되연 HTGR의 PSA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중요변수 Data 추가 수집과 사고 시나 

리오에 대한 모델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이 향후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물은 예 

비개념설계 및 건설/운전의 인허가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마 참고문헌 

I이윤환， 2007) 이윤환，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 예비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개 발， NHDD-KA06-PA-002, 2007 

[최선영， 2007a) 최선영/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신뢰도데이터베이스 보완" 

Ca l. Note, NHDD-KA07-PA-001, 2007. 

[GA, 2007-3) 

[송용만， 2009) 

G. W. Hannarnan, "Pr이ect Control Issue 5urnmary App. B: 

PRA Database", PC-000549, General Atomics, 2007 

송용만l “신뢰도 DB 구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추출 방법끼 Cal 

Note, 발간예정， 2009 

[NUREG, 199이 M.A. Meyer, "Eliciting and Analyzing Expert Judgrnent," 

NUREGjCR-5424, 1990. 

[한석중， 2007) 한석중"피통안전계통신뢰도평가방법，" Cal. Note, NHDD-KA07-

PA-004, 2007. 

[한석중， 2009) 한석중/ “피동안전계통신뢰평가 기준의 특성/’ Ca l. Note, 발간 

예정， 2009 ‘ 

[최선영， 2007b) 최선영/ “기술중립형 규제체제 현황/’ Ca l. Note, NHDD-KA07-

P A -002, 2007 

[NUREG, 2006) Framework for development of a 따k-informed， performance

based altemative to 10 CFR Part 50, U.5. NRC, NUREG-1860, 

2006. 

l김인석， 2008-11) lnn Seok Kim et al, “ New insights on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approacbes to technology-neutral regulatory 

framework for generation JV reactors", PSAM-9, Hong Kong 

China, May 18-23, 2008. 

- 189 -



제 3 절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1.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가 배경 및 목적 

• 배경 
- 초고온가스로의 열유채/안전해석 PIRT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말생하는 주요 

현상올 규명하며l 설계해석코드개발 및 실험의 연구 개발 범위를 정의하는 주요 

인자이다. 

- Gen-IV VHTR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 and Benchmarks (CMVB) 

PMB 참여국은 PIRT 또는 Design Data Needs를 통하여， 자국의 코드개 발 및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 Gcn-IV CMVB 공동연구로 통합된 초고온가스로의 PIRT 개발 필요성이 합의하 

였다 

• 목적 
- Gen-JV VHTR CMVB PMB 통합 PIRT 개 발 

나 연구내용 및 벙위 

Gen-IV VHTR CMVB PMB 통합 PIRT 개 발 

다 연구결과 

까iP ] 

• Gen-IV VHTR CMVB PIRT Work Package (WP)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연구원 

은 PTRT WP의 Leader 이 다 

• 제 안된 PTRT Work Package 는 다옹과 같다 

VHTR 

Computatioo외 Methods Validatioo & 8eochmarl<s 

P1RT Methodology 

Task 1.1 P1RTs 00 Thenno-F1uid and Safeη 

PROJECT PART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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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OBJECfIVE 

Generale bi-annual conso lidated PIRT reports using PIRT infonnation from member 

counlries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modeling and validation ofcomputational tools 

for VHTR thermo-fluid and safety (accidents and fi ssion products) analysis 

CONTENT 

• Provis ion of PIRT information 

• PIRT infonnation can be either PIRTs or des ign data needs (DDNs) for 

VHTR thenno-fluid and saf쩌 (accidents and fission products) with 

information on the reference des ign(s) 

• PIRTs information includes the PIRTs generation method, identification and 

ranking of important phenomena, codevalidation needs supported by analytic or 

experimenta l databases, new experimental and technology deve lopment needs 

• Draft consol idated PIRT report 

• Consol idate and compile the PIRT information and generate a drafì 

consolidated PIRT report 

• PIRT Forum 

• PExchange of expeπ opinion on the drafì PIRT report through a PIRT forllm 

• Bi-annual consolidated PIRT report 

• PConsolidated PIRT report is generated bi-annual basis 

TIME SCHEDULE 

Milestones & Delivemble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Prov ision of PIRT Information x x x x 

Drafì Consolidated PIRT Report X X X 

PIRT Forllm X x x 

Bi-annual Conso lidate PIRT Report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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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SUMMARY (Avemge) 

TolIII Es때tated 
Labor Investmen‘ 

BUDGIT Cost 
(per.;on.yeatiyeaJj (USD/yη 

(USD) 

KAERI 

Affìliale CO l1lributor X} 1.0 
150,000 

Affiliate Contributor X2 

Tota l X+X ,+X2 1.。 150,000 

Project P와tyy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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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설계묘드 채계 

가. Library의 노심계산 영향 평가 

명가 핵자료집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ENDF/B-VII를 이용하여 초고온가스로 스 

펙트렁에 대하여 300-1，600K범위에서 100도 간격으로 혹연 열산란 자료를 포합한 

Library 생산하여 MCNP 및 McCARD 퉁 몬테칼로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ENDF/B-VII 기반 핵자료는 기존의 ENDF/B-VI 둥파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된 핵자 

료료 평가되고 있다 

나 블록형 핵설계 코드 (MASTER-GCR) 개선 

(1) 제어봉가 해석 절차 수립 

그림 3.3.2.1에서는 미국 INL에서 개발중인 NGNP 노심에서 핵연료 블록올 내부 

에 6개 추가하고 축방향으로 10층에서 9층으로 수정된 원자로 노심에서의 제어봉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2.1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어봉에 대 

한 해석 절차 수립하였다‘ 

그림 3.3 .2.1. NGNP 노싱 제어몽 위치 

상기 노심은 1/6 대칭성(rotational syrnmeπ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3.3 .2.2 

와 짙이 11개의 위치에 있는 제어봉을 그림 3.3.2.3파 같이 HELIOS 코드로 모사하 

여 각 제어봉을 포함하고 있는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의 소수군 군정수를 생산하여 

MASTER-GCR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가 임계가 되도록 제어봉의 위치를 계산하도 

록 하였다 즉， 그림 3.3 .2.3에서와 같은 제어봉이 삽입된 블록 주위의 6개의 블록까 

지 모사한 HELIOS 코드 모렐링을 통해 제어봉이 삽입된 경우와 제어봉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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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하여 각각 소수군 군정수를 계산하게 된다 

m 

薦
〕

% 

CP9 

그림 3.3 .2.2 제어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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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제어봉 삽입 블록의 군정수 생산올 위한 HELIOS 모델링 

또한， 그림 3.3.2.4에서와 같이 117~ 의 제어봉이 축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립 

3.3.2.5에서는 노심이 임계가 되었을 때의 제어봉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계산 절차는 아직 검중이 수행되지 못했으며 추후 몬테칼로 코드와의 

검증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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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5 입계를 위한 제어봉 위치 

(2) 동특성 모률 개발 

위탁과제에서 페블형 노심 해석을 위해 TOPS 코드를 개발중에 있다 TOPS 코드 

는 페블형 노심을 KAIST에서 개발한 노달방법인 해석합수전개노달(AFEN)방법올 

이용하고 있다. AFEN 방법은 3차워 사각형 노심이나 3차원 육각형 노심 퉁의 해석 

에 유리하고 또한 8-방향의 transverse integration 하지 않기 때문에 페블형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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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TOPS코드는 원통형 노심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최초의 노달 방법을 이용한 코드로서 FDM보다 빠른 계산 시간과 기존의 해석함수 

전개노달 방법을 이용하여 얻었던 결과와 유사한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노달 방법에서 Void 영역을 계산하는 방법론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페블형 노심 상부의 Void 영역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 

한 결과값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PCT 방법올 개발하여 Void 영역올 처리할 수 

있도록 TOPS코드에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달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상태의 계 

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동특성 상태에서도 빠른 계산이 가능 

토록 동특성 계산이 가능한 TOPS 코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TOPS 코드를 위한 동특성 계산은 다음의 시간에 따른 기본방정식에서 시작하게 된 

다 

-1 adm(F,t) • m 
[vm] --a-= P[Dm(t)]V￠ (F,t) [Am(F， t)]얘tn(r， t) 

'<'_ D 
+(1 -βtn)io [Ftn(r， t)]l Øtn(r ,t)+ .I 깔C':)(r， t)id， 

d =1 

(3.3.2.1) 

êJC'!! (r 시 
-쉽=쟁lC';(r ， I)+양[Ftn(r， t){ øtn (r ,t),d = 1,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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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본방정식의 시간에 따른중성자속을표현하기 위해 해석해와특별해로다음의 

일반해를표현하게된다 

깜(r ， t n + 1) = 땅(댁+1)+댐(씬+1)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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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 단계 연구에서는 노달법에 비해 격자 모양에 구애를 

덜 받는 체적 기반 유한 차분법에 의한 다군 중성자 확산방정식 해를 구하는 노심 

해석 코드인 CAPP(드ore Analyzer for febble & frism type VHTRs) 코드를 개발 

검증하였다. [이원재，2006] 본 단계에서는 격자 모양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해를 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CAPP의 

기농올 확장시켰다. [이 현철，2008.10a] 한편 MARS 코드와의 연계 계산 체계를 구축 

하여 OECDjNEA PBMR-400 TH-Neutronics 연계 계산 벤치마크 국제 공동 검증 

계산에 참여하여 연계코드 체계를 겸중하였다 [Rei tsma,2008] 또한 CAPP 코드의 입 

출력/ 단면적 처리 모률/ 연소 계산 모률， 페블순환 모사 모률， 단독 계산시 온도 궤 

환 효과 모사를 위한 온도 계산 모율 동을 개발/ 확장하여 페블 베드 원자로의 연 

소 계산을 통한 평형주기 탐색 기능을 완성하였다 

(1)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해법 개발 

다음 식 (3.3.2씨은 문제 영역 Q 상에서 정의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과 영역 

Q 의 경계영역인 ðrl 상에서 정의된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 ? · D9(r)‘7 1>0 (r) + E ,g (r)1>y (r) (3.3.2.4a) 
G G 

= 슴!L ~ I/EJg'(r)1> .. (T)+ ~ Eq. (r)ø .. (r) (rEQ) 
’‘e. ff 9' 1 9’~ I 

8까 (r.J 
- D9→도-= ì' (r.l와 (r，) (r, Eðrl) (3.3.2빼) 

상기 수식 β.3.2.4)에 변분원리 (Variation Princiople) 또는 가중잔차법(Weighted 

Residual Method)을 적용하면 다음 식 (3.3.2.5)와 같은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에 

대한 소위 Weak form을 얻을 수 있다. 

lf1 1여야패"l w에ω에빠(ν꺼T서) . D.α밍망q“싸(상r)π"l1>얘1>.예짜0μ까씨(ν꺼r사)+ω에야(νr)ιε듀%젠rg (까써y“까(“에r사)1>.예9이(，…，샤) (β3.3.2.5) 

ν G f" G ,. 

= 낭9 _ 'E I ψ(r )1/ε'Jg' (r )"'.' (,. )drl+ 'E I ψ에(상꺼T서lE•q’μ(r서)φ찌'1까/ 
"'cff q'=JV“ n g: 1'" fl 

수식 β3.2.5)에서 무한 차원 함수공간상의 해인 φy (r)에 대하여 N-차원 함수공간상 

의 합수인 검 (r)로 근사하고 Y개의 서로 독립인 가중함수 ω，，(，.)(Tl = 1,2, ... ，.\')을 도 

입함으로써 근사해를 구할 수 있다 

유한요소법에서는 전체 문제 영역을 유한요소라 불리는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 

로 나눈다- 각 유한요소 상에는 노드라 불리는 점들이 정의되고 각 노드에서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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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 상(r)의 값이 정의되고 이 근사함수는 다음과 같이 각 영역별로 정의되는 

Piecewise 다항식들의 선형 조합으로 정의된다 

N 

힘 (r) = ε <ÞglIψ" (,.), (3.3.2.6a) 

jψj(r) (rE n ,) 
ψ，， (r) = ~ lo (r e n, )' 

(3.3.2.6b) 

단/ 

ψ'J (r‘ )=6i, (-; ,j= 1,2 .... ， 까) 

식 (3.3 .2.6a)에서 øgll과 ψ" (r)은 π번째 노드에서의 근사함수 값과 N-차원 함수공간 

상의 n번째 기저함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저함수들은 각각의 유한요소들에서 

Piecewise로 정의되는 요소함수(또는 형상함수)들의 합으로서 정의된다 위 식 

(3.3.2.6b)에서 n，는 e번째 유한요소를， J는 η번째 노드에 대한 유한요소 n，에서의 

local index를J Ti는 유한요소 n，에서의 1번째 노드의 위치를I lVe는 유한요소 n, 상 

의 노드 개수를 각각 나타낸다， 한편 식 3.3.2.6)과 같이 정의되는 근사함수 써 (r) 는 

유한요소 n，상에서는 요소함수들의 선형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N. 

씨 (r) = ε ø;，ψj (r) (rEn, ) (3.3.2 끼 

여기서， lVe는 유한요소 n，상의 노드의 개수이다. 

식 (3.3.2.5)에서 N개의 서로 독립인 가중함수 w ,, (r)(n= 1,2 , ... ， N)로서 근사함수 

정의에 사용한 N개의 기저， ψ，， (r)(n= 1,2 , ... ， N)를 선택하면 식 (3 .3.2.5)로부터 다음 

과 같은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단， 

A￠=TLF￠ 
"'fff 

A= M- S 

tþ= col(φ 1 1> φ'2 \1 φCl ‘ ’ φ… <!J.，N， ... ,tþCN) 

(3.3.2.8) 

행렬 M, S, F는 각각 GNx GN.차원 Sparse 행렬로서 각각 JVx ，N개의 Gx G차원 부 

행렬인 M"“’ S"‘11 ' FII’11 (m ,n = 1,2,". ，/\1)로 구성되며 각 부행렬들은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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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qD;(r)혜 (r) . 'vψ; (r)df? 

I + 'L, I E니 (r)ψ~ (，.)ψ; (r )df? (g ’ = g) 
(M"‘”)”, =1 , J ”- y • 

(3.3.2.9a) 

+ εγ / ψf (r)ψ; (T)dQ 

(g ’ '" g) 

(S，꾀(F’””)” = xoFL v% (r)바 (r)ψ，; (r )df? 

(3.3.2.9b) 

(3.3.2.9c) 

여기서， ，와 j는 각각 노드 m과 노드 n의 유한요소 f?，상에서의 local index이다. 

페블베드 운자로내에서 Wall effect에 의한 페블 Packing Fraction의 진동 또는 

노심내 연소도 구배 동으로인해 유한 요소내에서 단면적 자료가 공간의존성올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한요소내 공간의존 단면적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식 

(3.3.2.10)과 같이 단연적 자료를 요소함수와 각 노드에서의 단면적 값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K • K 

D;(r) = ε D;k ψf(r ), εμ (r) = ε ε;써f(r) (3.3.2.10) 

식 (3.3.2.1이올 식 (3.3.2.9) 에 대입하면 식 (3.3.2.9)의 적문들은 다음 식 (3.3 .2.11)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 

I D.‘(r)'V펙 (r) . 'vψ，; (r )df?= 'L, D;, I 샤(r)'Vψ:(r) ' 'Vψ，~ (r )df? 
“ ß. k=1 “‘n 

(3.3.2.11a) 

J{’ • 

I E;.(r)ψ;(r)껴 (r )df?= ε ε~qk I ψf(r)씨 (r)ψ; (r )df? 
“ (J. /;.=1 - tJ fl. 

β.3.2.11b) 

여기서 I !(e는 유한요소 f?，상의 단면적 전개 노드의 총수이고 D;b E파 는 유한요소 

f?，상의 k번째 단면적 전개 노드에서의 단연적 값이며 ψf{r)는 단면적 전개 기저함 

수이다 

한편， 다음 식 (3.3.2.12)와 같이 정의되어 (~， η，() 공간 상에서 정의된 Master 유 

한요소로부터 (x ， ν ， z)공간 상의 실제 유한요소로 투영되는 다항식 Mapping올 이용 

하여 실제 유한요소로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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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ε X~1l꾀(ç，'1，ç) 
111 = I 

T, ‘ lY = I; νC‘씨r(s， η，ç) 

z= ε Z~I‘폐(ç， '7, () 

(3.3.2.12) 

여기서/ 피: (ç，r}，()는 Mapping의 기처함수이고 Aι는 Mapping Point의 개수이다. 이 

와 같은 Mapping을 이용하여 실제 유한요소를 정의하면 실제 유한요소의 요소함수 

ψ: (ιν， z) 및 단면적 전개 기저합수 ψf(x ， ν ， z) 는 Master 유한요소의 요소합수 

•, (ç,'1,() 및 ψ[(ç，'1，()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ψ~ (x ，ν ， z) = ~;(ç， r}，Ç) β 3.2.13a) 

ψf(x ， y ， z) = ↓f(g， η，() (3.3.2.13b) 

식 (3.3 .2.12)와 (3 .3 .2.13)을 식 (3.3.2.11)에 대입하면 식 (3.3.2.11)의 적분은 Master 유 

한요소에서의 요소함수 싸;(ç，r}，()， Master 유한요소에서의 단면적 전개 기저함수 

&f(g,?)<)/ Master 유한요소로부터 실제 유한요소로의 Mappl멍 기저함수 및 

Mapping Point의 좌표로 표현이 되고 이 적분은 적분 Quadrature Set을 이용한 수 

치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Bercker,1981][Lapidus,1982] 

2차원 유한요소로서 삼각형과 사각형 유한요소들이 구현되었다 삼각형 유한요소 

들로는 요소함수의 차수에 따라 각각 Linear(3 노드)， Quadratic(6-노드) 및 

Cubic(10-노드) 유한요소가 구현되었다 사각형 유한요소로는 Bi-Linear(4-노드)， 

Bi-Quadratic(9-노드)， Bi-Cubic(16-노드)， Incomplete-Quadratic(8-노드) 및 

Incomlete-Cubic(12-노드)가 구현되었다 3차원 유한요소로는 삼각기둥과 사각기퉁 

유한요소를 구현하였다- 삼각기둥 유한요소로는 107n가 구현되었으며 그 중 9개는 

3개 (Linear， Quadratiι Cubic)의 삼각형 유한요소와 3개 (Linear， Quadratiι Cubic)의 

축방향 1차원 유한요소의 조합으로 정의되는 삼각기둥 유한요소들이며 나머지 하나 

는 1 ncom p lete-Quadra tic(15-노드) 삼각기퉁 유한요소이다 사각기퉁 유한요소로는 

17개가 구현되 었으며 그 중 157n는 5개 (Bi-Linear， Bi-Quadratiι Bi-Cubic, 

lncomplete-Quadratic, Incomplete-Cubic)의 사각형 유한요소와 3개(Linear， 

Quadratic, Cul기c)의 축방향 1차원 유한요소의 조합으로 정의되는 사각기퉁 유한요 

소들이며 나머지 두 개는 lncomplete- Quadratic(20 노드) 사각기퉁 유한요소와 

Incomplete-Cubic(32-노드) 사각기퉁 유한요소이다 그렴 3.3.2.7과 그림 3.3 .2.8은 각 

각 2차원 Master 유한요소들과 3차원 Master 유한요소들 중의 일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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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2차원 삼각형 및 사각형 Master 유한요소 

顯
':::Iineat 

';-'1 :bi-lí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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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 
!.끼 ic-c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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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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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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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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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bi-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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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I1 : IC-Qtωd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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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짧 
Incomplete 

cubtc 

그립 3.3.2.8. 3차원 삼각기퉁 및 사각기퉁 Master 유한요소 

유한요소상에서 

용되는 노드의 까
T 

Super-parametric 

중성자속 변수가 정의되는 노드의 수 시와 Mapping Point로 사 

JJ;.에 대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 >시이연 

Mapping, ‘ 11; = 시 이 연 Iso-par뻐letric Mapping, .\( < j\~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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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ametric Mapping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올 피하기 위해 

Sub-parametric Mapping 중 Linear(혹은 Bi-Linear) Mapping과 Iso-parametric 

Mapping만을 구현하였다 또한 단면적 전개에 있어서도 Linear(혹은 Bi-Linear) 전 

개와 Iso-parametric 전개를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구해진 대수방정식인 β3.2.8)의 해를 구하기 위해， CAPP 코드의 체 

적기반 유한차분법에 의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Solver에서와 마찬가지로 

Sparse 행렬인 A와 F는 CSR(Compressed Sparse Row) 행렬 형식의 자료구조로 구 

현하였고 Inner Iteration올 위해서는 ILU(O) (lncomplete LU 0) 분해 전처리기를 이 

용한 BiCGSTAB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Outer lteration을 위해서는 Wielandt 방 

법으로 가속한 누숭법을 이용하였다.[이원재，2006] 

OECD PBMR-400 벤치마크 문제[OECDjNEA，2005]는 페블베드형 원자로 노심 

해석 코드들의 검중을 위해 제안된 핵설계/열유체 결합 문제로 크게 정상상태 문제 

와 과도상태 문제로 나윈다， 정상상태 문제는 핵설계 단일 문제인 Exercise 1, 열유 

체 단일 문제인 Exercise 2, 핵설계/열유체 결합 문제인 Exercise 3로 구성되어 있 

다 과도상태 문제로는 SCRAM이 일어나지 않는 DLOFC (Depressurized Loss of 

Forced Cooling) 사고인 Exercise 1, SCRAM이 일어나는 DLOFC (Depressurized 

Loss of Forced Cooling) 사고인 Exercise 2, SCRAM이 일어나는 PLOFC 

(Pressurized Loss of Forced Cooling) 사고인 Exercise 3, 부하추종 문제 인 Exercise 

4, CRW (Control Rod Withdrawal) 혹은 CRE (Control Rod 티ection)에 의한 반웅 

도 삽입사고인 Exercide 5, 차가운 헬륨 유입으로 인한 반웅도 삽입 사고인 

Exercise 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핵설계 단일 문제인 Exercise 1올 이용하여 새로 개발된 CAPP코드의 유한 

요소법에의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Solver를 검증하였다. [이현철，2007] 그림 

3.3.2.9는 OECDj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의 정상상태 Exercise 1의 r-z 평면 

상의 영역별 노심 구성 물질올 나타고 Exercise 1 문제는 r-z 원통형 원자로의 유효 

증배계수와 중성자속， 출력분포 둥을 구하는 문제이다 붉은색 부분은 노심， 파란색 

부분은 상부 및 측연 공동(Cavity)， 노란색 부분은 제어봉 삽입 위치/ 회색부분은 

Barrel, 그 밖의 부분은 혹연 반사체 영역을 나타낸다. 각 영역별 2군 단연적 자료는 

상수로서 주어져 있다 

각 영역별로 15x15 개의 Incomplete-Cu bic 유한요소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해로 

사용하여 각 영역별로 1개의 Bi-Linear, Incomplete-Quadratic, Incomlete-Cubic 유한 

요소를 사용한 경우들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표 3.3.2.1은 각 경우들의 유효 증배 

계수를 보여주고 그립 3.3.2.10과 그림 3.3.2.11은 각각 축방향과 반경방향 출력분포 

와 오차를 보여준다‘ 전 문제 영역에 대해 영역별 출력의 최고 상대오차는 

Bi-Linear, Incomplete-Quadratic, Incomplete-Cubic에 대 해 각각 30.4%, 4.1%, 0.9% 

로 유한요소의 차수를 올릴수록 오차가 급격히 줄어옮을 알 수 있다 출력 이 매우 

작은 노심 하부에서 상대출력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전산시간 면에서의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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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은 사용하는 유한요소를 영 역 당 1개 의 Incomplete-Quadratic 

현실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고려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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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의 영 역 별 3.3.2.9. OECD PBν!R-400 벤치마크 문제 

구성물질 분포 

그림 

한편 표 3.3.2.2는 OECD/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한 

요소볍 및 유한차분법 해를 비교한 것이다， 위의 세 경우는 최고 출력 오차 약 1%, 

RMS 출력 오차 0.3% 내외로 서로 비슷한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밑의 세 경 

최고 오차 약 4%, RMS 출력 오차 약 1% 내외로 서로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산 시간올 비교하면 유한차분법에 비해 유한요소법이 훨 

씬 적게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차 유한 요소법은 저차 유한요소볍보다 

전산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영역 당 1개의 Incomplete-Cubic 유한요소를 사용 

한 경우 영역당 12x127>> 로 나눈 유한 차분법에 비해 약 18배 정도 빠른 속도를 

이고 있다 

보 

우도 

흐응 
E 

벤치마크 문제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유한요소/영역 15x15 l x l 

유한요소 종류 lncomubp1lctc Bi Lincar lnc1uoamdrpalete IncCournbplC1ctc 
Cubic Quadratic 

k에 1.00462 1.00818 1.00459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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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OECD/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 

망법 
keff 오차 최고 출력 RMS 출력 CPU Time 

(pem) 오차 (%) 오차 (%) (sec) 

FEM lxl C lJ 5 0.92 0.35 1.67 

FEM 6x6 L21 +9 1.03 0.27 9.97 

FDM 12x12 7 0.99 0‘30 30.3 

FEM lxl Q3J 4 4.09 1.08 0.58 

FEr-,’ 3x3 L2J +37 3.95 1.02 1.26 

FDM 5x5 40 3.77 0.99 1.83 

기 준해 FEM 15x15 Incomplete-Cubic 

1) Incomplete-Cubic 2) Bi-Linear 3) Incomplete-Quac\ratic 

(2) OECD/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를 이용한 MARS-GCR/CAPP 코드의 검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ECD/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 

[OECD/NEA，2005)는 3개의 정상상태 문제와 6개의 과도상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정상상태의 3문제 중 Exercise 3는 Neutronics/TH 연계 문제이며 이 정상상태 

Exercise 3의 해가 6개의 과도상태 문제의 초기 상태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들 중에서 정상상태 Exercise 3 및 과도상태 문제들 중 Exercise 3, Exercise 5, 

Exercise 6올 MARS-GCR 코드와의 연계계산을 통하여 CAPP 코드를 검증하였다‘ 

그림 3.3.2.12는 。ECD/NEA PBMR400 Neutronics/TH 연계 계산 문제영역 정의를 

보여준다 노심의 각 영역I 반사체 영역/ 제어봉 영역/ 상부 및 측면 공동(Cavity) 영 

역/ 노심 Barrel 영역에 대해 각각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Fast Buckling, 

Thermal Buckling, Xe 수밀도에 관한 5차원 Table 형태의 2군 단면적 자료가 주어 

져 있다 

그림 3.3.2.13은 MARS-GCR/CAPP 연계계산 체계를 보여준다[이현철，2007.051 

MARS-GCR이 메인 프로그랩 역할을 하면서 DLL(Dynamic Linking Library) 형태 

로 CAPP 코드를 불러들여 연계계산을 수행한다 MARS-GCR이 계산 시간 간격/ 

Trip 신호， 제어봉 위치 정보/ 핵연료 및 강속개 온도 분포를 CAPP 코퉁에 넘겨주 

고 CAPP 코드는 이를 받아 노심 총 출력과 출력 분포를 MARS-GCR 코드에 넘겨 

준다 그림 3.3.2.14는 각 참가 기관이 제출한 정상상태 Exercise 3 연계계산 결과의 

유효증배계수와 최고 출력밀도를 비교한 것이다. MARS-GCR/CAPP 연계계산 결과 

는 유효 증배계수와 최고 출력밀도가 각각 0.99354와 1O.61W/cc로 

PARCS/THERMIX-DIREKT, TINTE, DORT-TD /THERMIX(Diffusion) 퉁과 유사한 

결과륜 과이고 있다 l이 힌침，2008.05) 또한 과도상태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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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c - -계통성능/안전해석 3.3.3 절인 문제 해석 결과는 다음 

자세히 기술 되어있다 

며 과도상태 

α1ARS-GCR)에 

"‘ :;p.- 2"" :z. ~.u， :lllll JII 21,‘ u. ~ ’ ,. 111 51 ~ lIlI .. ‘ ’. ~“ ’:‘ 
“ 
야
 야
 
@ 

@ 

야
 
@ 

@ 

∞
 
g 

∞
 
@ 

@ 
@ 

야
 야
 
% 

야
 야
 야
 야
 
“ 
야
 
@ 

야
 야
 야
 
@ 

@ 
g 
@ 
g 

@ 

∞
 ∞
 ∞
 
@ 

∞
 
@ 

I 

∞
 ∞
 ∞
 ∞
 ∞
 
@ 

@ 
@ 
t 

∞
 ∞
 ∞
 야
 ∞
 ∞
 ∞
 ∞
 
@ 

@ 

∞
 ∞
 ∞
 ∞
 

" 

야
 야
 
“ 
야
 
@ 

% 

야
 
@ 

@ 

야
 
@ 
g 
g 

∞
 ∞
 
@ 

∞
 야
 
@ 

@ 

@ 

@ 

@ 

야
 
@ “ “ 

야
 야
 아
 야
 

야
 야
 
% 

야
 ∞
 @ 
a 

∞
 ∞
 ∞
 ∞
 
@ 

@ 

∞
 ∞
 야
 
@ 

@ 
@ 

@ 

야
 야
 
m 
m 

야
 
“ 
“” 
@
-@ 

@ 

야
 야
 야
 

• ’ 

g 
g 
g 
g 
g 
g 
g 
g 
g 
g 
m 
g 
g 
g 
m 
g 
g 
g 
g 
g 
g 
I 
I 

I 
g 
--

g 
g ’ 
g 
g 
o 
·g 

g 
a 
m 
I 
I 

@ 
@ 

g 
a 
a 
w 
g 
g 
g 
g 
g ” 
g 
g ’ ’ 
@ 
g 

I 
g --g 
g 

연계 계산 문제 3.3.2.12. OECDjNEA PBMR400 NeutronicsjTH 

영역 정의 

그립 

Total Core Power 
Power 미strlb니tlon 

~ 
CAPP MARS-GCR 

::::.:::::::-
Time Step 
Trip Signal 

Control Rod Position 
Fuel Temperature 

Moderator Temperature 

3.3.2.13. MARS-GCR/CAPP 연계 계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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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OECD/NEA PBMR400 벤치마크 

문제 정상상태 Exercise 3 결과 

(3) CAPP 단독 온도 궈l환 효과 계산용 정상상태 열유체 S이ver 개발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페블베드 노심 내의 복잡한 열유체 거똥을 정확히 해석 

하기 위해서는 유체에대한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보폰 방정식둥과 노 

심 구조물 및 반사체에 대한 열전도 방정식올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모텔을 사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ARS-GCR나 GAMMA+와 같은 코드와 연계 계산을 수행 

할 수도 있으나 CAPP코드의 정상상태 용도 궤환효과 처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복 

잡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 계산 시간이 파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Scoping 

계산과 같은 통상의 설계계산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모델 대신 단순화된 모텔을 사 

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정확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열유체 해석 Solver를 개발하였다 I이현철，2008.10b] 계산 

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및 근사를 사용하였다 

1) 

2) 

3) 

4) 

5) 

6) 

정상상태 운전시 노심에서 반사체 영역으로의 열 

전달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손실은 냉각재에 의한 열 

정상상태 운전시 노심내에서 횡방향으로의 교차유통은 무시할 만큼 작다 

노심내 냉각재에 의한 열전달에 비해 페블 사이의 열전도 및 복사에의한 열 

전달은 무시할 만큼 직다 

상부 공동에서 노심으로의 진입유량 분배는 

(또는 사용자가 입력으로 지정) 

각 유로별 단띤적에 비례한다 

노심 하부에서 하부 Planum으로 이어지는 방출 냉각재 유로가 존재하는 반 

사체 영역의 용도는 방출 냉각재 용도와 같다. 

외부 반사체 영역의 Riser hole에서 반사제-냉각재 간의 열전달은 무시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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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7) 하부 반사체의 아래 표변에서 단열 조건이다. 

8) 대류 및 복사 효과가 보정된 노심내 유효 열전달 계수인 Zehner-Schlünder 

상관식을 반사체와 접한 노심 가장자리에서도 적용가농하다 

9) 상부 반사체 및 외부 반사체의 표변에서의 온도 분포는 노심내 출력 분포에 

무관하게 주어질 수 있다， 

10) 우회유량은 없다 

이러한 가정 및 근사는 여러 연구[이원재，2006][이숭욱，2007][이현철，2008.lOb] 결과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쉽게 입중할 수 었다-

가정 1)-4)를 이용하면 노심 온도 계산과 반사체 온도 계산올 분리시키고 노심을 

여러 개의 독립된 냉각재 유로로 모텔링하고 각 유로를 여러 개의 냉각재 셀로 나 

눌 수 있으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번째 냉각재 유로의 k-번째 셀에서의 

출구 용도와 셀 평균 온도를 다음과 식 (3.3.2.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77,';' 
m • 
C 
ν 

'r:~ ’ = T~+죠. k 
mlCp 

T!'i+ π’ ，，' 
π;9= 」τ~

111 = T ” 

1fì: 

(3.3.2.14a) 

(3.3.2.14b) 

β3.2.14c) 

단， π'~ ， P j l. f m‘’ C;" τr; ‘ 및 π‘i9 는 각각 i(= 1,2 ,'" ， 1)번째 유로 

k( = 1,2, ... ， κ) 번째 셀에서의 유입 냉각재 온도 출력， 유량/ 냉각재의 Specific Heat 

Capacity, 방출 냉각재 온도 및 냉각재 평균온도이며 T'"은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이다 헬륨의 끽j는 거의 상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식 (3.3.2.14)에서 다는 상 

수로 취급하였다 

각 셀별로 냉각재 온도 계산올 수행한 후에 구해진 냉각재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1차원 열전도 방정식에 대해 체적기반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여 해 

를 구하여 페블 내에서의 옹도 분포를 구한다‘ 

v . k(r) V T(r) = q(r) 

一 k(r)V πr) = h(T.- 야) 

(r < 껴， ) 

(r = R,,) 

(3.3,2.15a) 

(3.3.2.15b) 

여기서， k는 페블 내 열전도도， h는 페블 표연에서의 열전달 계수/ τ와 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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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 표면온도와 냉각재 Bulk온도이다 

이상과 같이 노심내 냉각재 온도와 페블의 온도가 모두 결정되고 나면 온도 분 

포를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여 Neutronic5문제의 차원에 따라 2차원 혹은 3차원 반사 

체에 대해 열전달 방정식을 풀어 용도 분포를 구하게 된다. 노심 영역에는 페블의 

표연 온도에 해당하는 온도 πk 를 갖는 균질화된 다공물질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노심 하부 반사체 부분의 온도는 각 냉각재 유로별 방출 온도 1;o와 같다 

고 가정하며 상부 공동에는 노심 입구 온도에 해당하는 냉각재가 채워져있어 반사 

체와의 인접면에서 경계조건으로 노심 평균 열전달 계수 h가 사용된다 반사체의 

외부 경계조건으로서 하부 반사체 표연에서는 단열로 가정하고 상부 반사체의 표면 

및 외부 반사체의 표면에서의 온도 분포가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진다 이때 반사체 

에 대한 열전달 계수 및 노심 내부 균질화된 다공물질에 대하여 대류 및 복사 효과 

가 보정된 유효 열전달 계수가 온도와 고속중성자 조사량에 대한 Table형태로 사용 

자에 의해 입력으로 주어진다‘ 그립 3.3.2.15는 반사체 온도 계산을 위한 내부 및 외 

부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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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 .2.15. 반사체 온도 계산을 위한 내부 및 외부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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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페블형 원자로의 온도 분포의 유효 

성을 검증하기위해 GAMMA+ 코드를 이용한 온도 분포 결과와 비교 하였다. 이때 

사용한 GAMMA+ 의 버전은 RevOOjM02h이다. 검중에 사용된 노심은 PBR-400으로 

노심 출력은 400MW, 노심 총 유량은 166 .15kgjs이며 노심 입구 온도는 490。ζ 평 

균 노심 출구 온도는 9500C이다， 페블과 핵연료 영역 반지름으로는 3.0cm, 2.5cm가 

각각 사용되었고 내부 반사체의 반경은 100cm, 노심 반경은 185cm, 외부 반사체 바 

깥 반지름은 275cm이다. 또한 노심의 높이는 1100cm이고 노심 상부 공동의 높이는 

78.5cm, 상부 반사체 두께는 164.3cm, 하부 반사체 두께는 182cm이다 노심내 출력 

분포로는 앞에서 기술한 기준 출력분포를 사용하였다 그럼 3.3.2.16은 GAMMA+ 

모델령을 보여준다 우회 유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본 검중에서는 우회유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 그림 3.3.2.17과 그립 3.3.2.18은 각각 냉각재 온도와 

페블 중심 온도 비교를 보여준다 노심전체에 걸쳐 각각 7SC와 8SC의 최고 오차 

를 보인다. 또한 그림 3.3.2.19는 반사체의 용도 및 노심 영역 페블 평균온도 비교를 

보여준다 노심 전체에 걸쳐 최고 약 240C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CAPP 모률에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였음에도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팔훌] 

@ 

야
 

M 

W6~ 

그림 3.3.2.16. PBR-400 원자로에 대한 GAMMA+ 모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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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3 510.4 509.1 509.5 514.3 
0.1 0.5 0.8 0.9 -1.6 

568.6 553.6 549.8 55 1.3 561.2 
0.3 0.4 0.7 0.8 -1.7 

66U 633.6 624.8 628.5 648 .3 
-0.1 0.1 0.9 0.8 -1.1 

78 1.6 724.1 709.5 715.5 746.2 
-1.4 -0.2 1.3 1.1 -0.8 

877.9 800.6 780.6 788.5 818.3 
-3 .3 -0.5 2.0 1.7 0.0 

946.9 855.2 83 1.1 840.5 886.4 
4.9 -0.9 2.6 2.1 0.9 

994 .4 892.7 865.8 876.3 915.6 
-6.1 -1.1 3.0 ’ 3 2.2 

102 1.2 914.1 885 .5 896.6 9H.0 
-6.7 -1.4 3.1 1.4 3.7 

1035.4 925.8 896.1 907.6 957.7 
-6.9 -1.8 3.1 2.3 5.3 

104。그 929.8 899.8 91 1.5 961.0 
-6.9 ':!.O 3.1 2.1 6.2 

1044.2 934.0 903.3 914.9 963.3 
-6.7 -2.7 2.8 2.0 7.5 

x.x...x.x.X GAMMA+ ('C) 
X.X CAPP 오차 ('C) 

그림 3 .3.2.17. PBR-400 노심내 냉각재 온도 분포 

590.6 572.7 568 .3 570.2 582.0 
1.4 1.5 1.9 1.9 -0.8 

718.9 676.8 666.3 670.6 694.1 
2.6 2 ‘ 4 2.6 2.7 0.6 

926.1 846.2 826.7 835 .4 878.7 
3.8 3.5 4.1 4.2 2.8 

1055.1 952.9 927.2 937.9 99 1.6 
3.7 4.3 5.6 5.5 4.4 

1101.3 988.3 959.3 97 1.1 1029.0 
2.1 4.0 6.4 6.0 5.3 

1103.8 987.2 956.9 969.。 1027.2 
-0.4 2.9 6.1 5.7 5.4 

1092.1 975.0 944.2 956.4 1013.0 
-3.0 1.4 5.4 4.7 5.5 

1076 .4 960.7 929.8 94 1.9 996.1 
-4.8 0.0 4.6 3.8 6.0 

1064.9 950.8 920.0 932.0 983.7 
-5.7 -1.0 3.8 2.9 6.8 

1057.3 944.5 913.8 925.8 975.9 
-6.0 -1.6 3.4 2.4 7.4 

1055 .3 943.8 912.7 924.3 972 .5 
-6.1 -2.5 3.0 2.2 

8 ’ ’‘x.x.X GA.\[χ1A+ (cC) 
X.X CAPP 오차 ('Cl 

그렴 3.3.2.18. PBR-400 노심내 페블 중심 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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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I CAPP 오차 ("C) 

그립 3.3.2.19. PBR-400 반사체 및 노심내 페블 평균 온도 분포 

(4) 페블 베드 원자로의 평형주기 탐색을 위한 CAPP 코드의 기능 확장 

원자로 노심 연소 해석시 같은 종류의 핵연료라 하더라도 연소도， 옹도 동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단면적 값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단면적 자료를 여러 가지 상태 

변수에 대한 함수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단면적 자료를 각 상태 변수에 대한 

Table 형태 또는 미분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러한 복잡한 단면적 자료의 처리 

를 위하여 임의의 개수의 상태변수를 입력으로 Table 형태 또는 미분 형태의 각 탄 

면적 자료 값을 구하는 모률을 작성하였다 CAPP 코드에서는 단면적 계산의 독립 

변수로서 핵연료 영역의 경우 연소도， 반사체까지의 거리， 감속재 온도/ 핵연료 온 

도를 사용하였으며 반사체 영역의 경우 노심까지의 거리와 반사체 온도를 사용하였 

다. 연소도와 반사체/노심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Table 형태를， 감속재 온도와 핵 

연료 온도에 대해서는 Table 형태 또는 미분 형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 

다 감속재와 핵연료 온도에 대해 미분형태를 선돼할 경우 단면적 자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해진다 

a ;r (r ,b, 7;，μ 까) "" ()'~(r， b)+ ð()'~;’ (r ， b ， 7;,,) + ðcJ, (r , b, T,)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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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r.b) = 17, (r ,b, 영 ， r/'l 
ao;‘ (T.b. 페 = 따 (r . b ， T,,,. 채)- I7， (r ， b ， 치 ， r/'l 
c5~ (r ,b, η) = 17, (r ,b, 낀~， T.r ) - u z (r ,b, τ? ， Ty꺼 

여기서 I T , b, 인11' T，는 각각 반사체/노심까지의 거리， 연소도/ 감속재 용도/ 핵연료 

온도이며 T，~ 1 Tt은 기준 감속재 온도와 기준 핵연료 온도이다， 

앞서 설명한 유한요소법에 의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Solver 모률， 온도 궤 

환효과 고려를 위한 단독 계산용 열유체 온도 해석 모율/ 단면적 처리 모률， 각 

Solver 모률들의 연결고리 역할올 하는 페블베드 원자로 모사 모률， 원자로 기하구 

조 및 각종 물성치 동에 대한 입력 처리 모률/ 그리고 전 단계에서 개발한 유한차 

분법에 의한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Solver 모률 및 페블형 원자로의 연소 모률 

[이 원재，2006] 둥을 결합하여 CAPP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퉁록을 마쳤다. 

그림 3.3.2.20은 CAPP 코드의 구성 및 각 모률간 자료의 흐름을 보여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심 해석 시에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 형태 

로 표현되는 단면적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단면적들은 HELIOS 코드를 사용 

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그 양이 방대하여 일일이 편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CAPP 코 

드에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의 단면적 자료를 HELIOS 계산 결과로부터 자동으로 작 

성해주는 연계 프로그랭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PXS_GEN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 둥록을 마쳤다 그립 3.3.2.21은 

HELIOSj PXS_GENjCAPP 연계 체계를 보여준다. 

CAPP Code 

、

l 
l/// 

DepletionSol ... er 

란폰용짚? 
펀한포끈한~ / 

/ 

그림 3.3.2.20. CAPP 코드의 구성 및 자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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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 HELIOS/PXS_GEN/CAPP 연계체계 

개발된 HELIOSjPXS_GENjCAPP 체계를 이용하여 200MWth 출력의 원통형 원 

자로인 PBR200 페블베드형 원자로에 대한 평형주기 탐색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림 

3.3.2.22는 PBR200 원자로의 기하구조와 주요 설계자료를 나타낸다 

싱무 ~∞ 안시채 

nB 

15():m 00디n 

외무 

인시;\11 

노심 
gμ〉

s 

히부 § 
번사치| n크 

Parameter Unit \쳐 l u e 

Heavy Metal Load ing g/pebble 9.0 

Enrichment % 5.76 

Pebble Diameter cm 6.0 

Fuel -free Zone Thickness cm 0.5 

Fuel Kernel Diameter μm 500 

그림 3.3.2.22. PBR200 원자로의 기하구조 및 주요 설계자료 

이와 같은 PBR200 원자로에 다음 표 3.3 .2.3과 같은 다섯 가지 페블순환 시나리 

오에따라 페블을 순환시켜가면서 평형노심 탑색 계산을 수행하였다 첫 세 가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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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페블 유통 속도를 일정하게 하연서 노심 상부 페블 투입시 신 페블 비율을 변 

화시킨 것이다 신 폐블 비율이 중가하면 투입된 페블 개수만큼 방출 시켜야 하므 

로 방출률도 따라서 올라간다 마지막 세 가지 경우에서는 투입되는 신패블의 비융 

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페블 유동 속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역시 혜블 유동 속도 

가 증가할 수록 퍼l블 방출률도 증가한다 표 3.3.2.4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구한 평형 노심의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한면 그림 3.3.2.23은 첫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의 평형노심 축방향 출력분포를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노심 연소 계산올 통한 평형노심 탐색이 가능하도록 CAPP 코드의 
기능을 확장하였으며 PBR200 원자로에 대해 평형노심 탐색 계산을 수행하여 CAPP 
코드로 페블형 원자로의 평형노심 탑색이 가능함을 보였으나 그 정확도는 아직 충 

분히 검중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CAPP 코드의 검중에 초점을 맞춰 진 
행될 것이다. 

표 3.3.2.3 다섯 가지 페블 순환 시나리오 

경우 
페블 유동 속도 신 페블 비율 방출률 
[Pebbles/ day] [%1 [Pebbles/ day] 

1 1382 16ß67(=1/~ 230.3 

2 1382 14.815(=1/6.75) 204.7 

3 1382 14.286(=1/끼 197.4 

4 1451 14.286(=1/끼 207.3 

5 1520 14.286(=1/끼 217.1 

표 3.3.2.3.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평형 노심 상태 

τ~~ 1 2 3 4 5 

k'Jf 1.0503 1.01822 1.00693 1.02204 1.03559 

방출연소도 96,487 108,548 112,567 107,213 102,334 [MWD/MTU] 

노심평균연소도 57,169 64,993 67,753 63,948 60,522 [MWD/MTU] 

최고출력벌도 6.33 6.39 6.41 6.25 6.11 [W/cc] 
핵연료온도계수 -5.48 -5.67 -5.74 -5.65 -5.57 [pcm/K] 
냉각제온도계수 -3.63 -3.78 -3.83 -3.76 -3.7 [pcm/K] 
반사체온도계수 1.53 1.61 1.64 1.6 1.56 [p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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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2.23 첫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의 I영형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라， 초고온가스로 노심분석 및 검중방법론 개발[KAERT/CM-ll07/2008] 

(1) 페블형 노심해석 방법론 및 코드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각형 노심해석용 해석함수전개 노달방법론을 확장하여 

페블형 초고온가스냉각로의 특정인 원통형 노심에 적용할 수 있고/ 노심내 존재하 

는 상부와 측면의 기체영역을 정확히 모의할 수 있는 3차원 원통형 해석함수전개노 

달법 기반 TOPS 코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 TOPS 코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 

하여 가속기법중 하나인 CGR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TOPS 코드의 건전성 및 CGR 

방법의 효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PBMR-400 벤치마크 문제를 

사용하였다 VENTURE를 통해 얻은 유효중배계수와 비교를 하연l 가속기법이 적용 

되지 않은 TOPS 코드는 4pcm, CGR 방법이 적용된 TOPS 코드는 3pcm의 오차만 

이 발생하여 TOPS 코드의 정확성올 확인할 수 있었으며， CGR 가속기법을 사용할 

경우 TOPS 코드의 계산 시간은 134초로 가속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TO면 코드의 

1856초보다 약 14배 가량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체 영역의 정확한 묘사 

를 위해 추가적으로 TOPS 코드에 불연속 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올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TOPS 코드는 기체영역의 급격한 중성자속 변화를 잘 묘사할 수 있는 계산 

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TOPS 코드에 기존에 장착된 정상상태문제를 해석하는 

기능을 확장하여 원통형 노심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특성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우 

선 해석합수전개노달 방법의 사각형과 육각형에서 사용되었던 동특성 방법론올 이 

용하여 원통형 노심에서의 통특성 해석해를 찾아낸 뒤， 이 동특성 해석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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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OPS 코드에 통특성 계산능을 추가하였다. 

(2) 상용로급 Pebble-bed 노심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연소도를 반영한 노심해석을 위하여 노심내 페블의 주입 상태에 

따라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노심에 대한 연소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알려진 노심 

운전정보 퉁올 이용한 적절한 가정을 통해 본 과제에서 노심 A 및 노심 B라 명명 

된 노섬에 대하여 페블의 영역별 유통까지 고려한 연소도 해석으로부터 노심내 위 

치별 중성자속 분포， 연소도 분포/ 엄계도 퉁의 핵특성 변수를 평가하였다 본 과제 

에서는 10일 간격으로 연료의 주입 및 추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총 70 

일간 연소도 계산올 수행한 결과 최종 임계도 값은 노심 A , 노심 B에 대하여 각각 

1.05595 및 1.11036 이었다‘ 또한 위 두 노심에 대한 연소해석 결과로부터 도출한 

영역별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영역별 용도분포를 계산하였다 이와 함께 20. C를 포 

함하여 500’ C부터 900 . C까지 50. C 간격의 다른 온도에 대하여l 노심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틀을 포함한 총 78개 핵종에 대한 핵단연적을 ENDF-BjVI 

평가핵자료집으로부터 NJOY 코드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이 결과를 온도분포를 

반영한 노심해석에 적용하여 임계도 및 노심내 중성자속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는 

온도를 반영한 노심해석을 위한 선행과제로 수행된 것으로서 계산된 영역별 옹도는 

50. C 간격의 대훗값올 척용하였다‘ 임계도 계산결과 온도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계 

산결과와의 차이가 노심 A, 노심 B에 대하여 각각 13608pcm 및 12543pcm으로 계 

산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에 더하여 제어봉의 삽입유무에 따른 핵특성 변수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페블형 초고온가스냉각로는 제어봉이 완전삽입 되는 위치에 따라 

Bank A와 Bank B로 나뷔는데 Bank B의 삽입 위치가 더 김다 계산결과 Bank A가 

완전 삽입되었을 때 완전 인출시와의 임계도 값의 차이는 5625pcm이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연료페블 내부에 임의 (Random)로 분포되어 있는 연료 커널에 대한 공 

간의존성 단코프 인자의 평가를 위하여 Sphere Shell Model (SSM)을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한 lntra-Pebble 단코프 인자는 타 기관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범위 

2%이내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연료영역 탈출확률 계산에서도 타 기관에서의 결과와 

상당한 일치성을 보였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SSM을 적용한 결과와 잘 일치함올 확인하였다 

(3) 프리즘형 노심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 및 노십분석 코드 검중자료 생산 

본 연구에서는 몬테칼로 계산용 다군 핵반웅 단연적 라이브러리 처리 계산능을 

개발하여 국산화 몬테칼로 계산 코드인 McCARD에 구현하였다， 우선 몬테칼로 다 

군 핵반웅 단면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산란후 중성자 에너지군 처리 계산놓은 연속 

에너지 핵반웅 단연적 처리 계산농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방향처리 계산능은 

EPCB(Equally Probable Cosine Bin), 32그룹의 방향 코사인을 값을 이용하였다 또 

한 라이브러리 파일의 서식은 NJOY로부터 생성되는 MATXS를 적용하였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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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된 다군 핵반용 단면적 처리 계산능의 건전성 검증을 위하여， 삼차원 C5G7 

MOX 핵연료 집합체 벤치마크 문제의 유효증배계수를 3억개의 중성자원을 사용하 

여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하였고 MOC 기반의 DeCART 코드 결과와 비교하여 1a내 

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ENDF-349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31종의 핵분열 

성 핵종에 대하여 무려 880여개의 핵분열생성물을 고려하는 기존의 몬테칼로 연소 

사슬 모델대신， 연소 계산 전산시간올 줄이면서 동시에 계산의 정확성에는 큰 차이 

가 없도록， 31종의 핵분열성 핵종 중 초고온가스냉각로에 적합한 11종의 핵분열성 

핵종만을 선정하여， 191 7H 의 핵분열생성불만을 고려하는 단순화된 연소사슬 모델을 

개발하였다. 단순화된 연소사슬 모델의 신속성파 정확성을 검중하기 위하여 NGNP 

연료봉에 대하여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한 결과， NGNP 연료봉의 연소단계별 유효 

중배계수가 기존 연로사슬 단계를 사용한 몬테칼로 계산결과와 1a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전산시간의 감소도 확인하였다. 

또한 GT-MHR 초고옹가스냉각로 단순화 모델을 사용하여 McCARD에 기 개발 

되어 있던 온도 궤환 알고리즘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계산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 

인 몬테칼로 용도 수혐 판정 알고리즘을 위하여 영역별 온도 차를 취합하여 온도분 

포 수렴을 판정하는 카이제곱 온도수렴 판정조건(x2 temperature convergence 

criterion)을 개발하였다 카이제곱 온도수렴 판정조건과 함께 온도 갱신 효율을 증 

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계산올 두개의 스테이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스테 

이지에서는 목표 핵분열중성자원의 개수 보다 작은 개수의 중성자를 모사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반복계산에서는 핵분열중성자원의 개수가 점 

차 중가하여 목표 핵분열중성자원 개수와 같아지거나 혹은t 온도수렴 판정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목표 핵분 

열중성자원 개수만큼 몬테칼로 모사를 수행하여， 갱신된 온도분포가 수렴되었을 경 

우 반복계산을 종료한다 현재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핵분열 중성자원의 증가 함 

수를 선형， 대수형/ 지수형 함수로 대체시켜 가면서 수렴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과제 

중에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eCART 코드내에 이중 비균질 처리농 결과를 몬테칼로 코 

드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으며， NGNP 핵연료집합체 문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 

다 몬테칼로 코드인 MCNP는 이중 비균질 구조를 격자구조의 규칙적인 삼중피복 

입자 분포로 모사하기 때문에 실제 고온가스로의 구조와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에서 개발한 McCARD 코드는 삼중피복입자 배치를 임의 분포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 계산이 가능하다- 상온 NGNP 연료봉의 

계산결과 격자형 규칙 분포가 임의 분포에 비해 100 pcm 가량 과다 예측함을 확인 

하였다 이에 더하여 MCNP의 격자형 삼중피복입자 규칙 분포 그리고 McCARD의 

삼중피복입자 임의분포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초고온가스냉각로 핵연료봉 격자와 3 

가지 종류의 NGNP 블락을 해석함으로써 DeCART 코드내 구현되어 있는 이중 비 

균질 처리능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NGNP 블록의 300, 600 그리고 900(Kel vin)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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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의 McCARD, MCNP 그리고 DeCART 코드를 이용한 중배계수 계산 결과를 

통해 이중비균질 처리능이 구축되지 않은 DeCART의 최대 3600 pcm에 이르는 이 

중 비균질 효과에 의한 차이를 이중 비균질 처리능을 통해 최대 350 pcm 까지 줄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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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똥성능/안전해석코드 (MARS- GCm 

가. 우회유로 모텔 민강도 분석 (PMR) 

기존 PMR 모댈에서는 내외각 반사체와 핵연료 블록이 접하는 경계에 각각 1개 

씩의 우회유로를 통합하여 모델령하였다 그러나 실제 PMR 노심 구조에서는 반사 

체 영역의 우회유로는 각 블록 간의 간극(-1 mm)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 

므로 위와 같은 우회유로 모텔은 반사체 영역의 반경방향 용도분포를 예측하지 못 

하는 단점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각 반사체 영역의 내외각 경계변에서 모든 우회 

유량이 흐르게 되므로 우회유로와 접한 반사체 용도를 실제보다 낮게 예흑할 가능 

성이 있다. 그림 3.3.3.1에서 보듯이 노심 출구 영역에서의 반사체 및 핵연료 블록 

온도를 보면 약 600 t: 정도의 옹도 차이를 보인다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로 모텔 

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부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로를 세분화 하여 정상 

상태 및 HPCC 사고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존 우회유로 모텔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1)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로 세분화 모텔 

세분화된 내부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로 모텔에서는 우회유로를 내부 반사체 영 

역에 4개를 모델령하였다 이 경우에 전체 유로연적은 기존 모델파 동일하도록 하 

였으며 안쪽 우회유로 면적보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우회유로 면적은 중가하게 된 

다 각 우회유로는 다차원유통모률(9r-1 8-2z)로 구성된 상부 plenum의 안쪽 4 개 

cell의 하부와 연결되며 하부 plenum(7r-18-2z)에서 상부와 마찬가지로 안쪽 4 개 

cell의 상부에 연결 유로를 모텔링하였다， 

반사체 열구조물 모델도 세분화된 우회유로 모텔에 대웅되도록 5 개로 세분화하 

여 모텔렁하였다 최외각 반사체 외각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반사체 표연은 가스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을 가지는데 기폰 모델(Case-O)과 마찬가지로 핵연료 블록과 

접촉 열전달 모델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반사체 간에도 마찬가지로 접촉 열전달 모 

델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회유로를 통한 유량이 없을 경우에라도 접촉 열전달 

에 의해 각 반사체 표면 옹도 차이에 따른 열속이 생기게 된다 

본 민감도 분석에서는 입구온도 490 t: 인 노형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접촉 열전달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접촉열전달 모델 (Case-1) 이외에도 복사 

열전달 모텔 (Case깅)을 적용시켜 각각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3.3.3.1은 본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모텔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립 3.3.3.2에는 기존 모델과의 비 

교 그림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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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내부 반사체 우회유로 모델 민감도 분석 조건 

우 기회존유 모델 ( 로 1 개) (우 세회분유화로 모 4델개) 

우회유로 개수 

반사체 간 열전달 모델 

접촉 열전도력 (W/ m"- K) 
방사율 (Emiss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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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PMR 정상상태에서의 반경방향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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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상태 해석 결과 

정상상태에서의 우회유로 모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파가 그립 3.3.3.3에 나타나 

있다‘ 먼저 우회유로 모델이 핵연료 최고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각 반사체 영역은 기존 모텔을 그대로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므로 원 

자로용기 최고온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온의 핵연료 블록과 접한 내부 반사체의 표연 온도는 단일 우회유로 모텔 

(Case-O)에 비해 상당히 상숭하여 출구 영역에서의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표연 온도 

차이가 기존 500 "c에서 400 "c 정도로 감소하는데 이는 앞서 예상한 바와 같다. 

또한 접촉 열전달 모델 (Case-l)과 복사 열전달 모텔 (Case-2) 간의 결과 차이가 거 

의 없으므로 접촉 열전달 모텔에서 사용한 열전도력 (thennal conductance) 수치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 반사체 영역의 안쪽으로 갈수록 우회유로의 입 

출구 옹도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우회유로가 반사체 영역 

전체에 걸쳐 있고 핵연료 블록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은 4 개의 우회유로 중/ 핵연료 

블록에 접한 2 개 우회유로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고 반사체 안쪽에 위치한 나머지 

2 개 우회유로에는 핵연료의 열이 거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핵연료 

와 접한 외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안쪽 영역에서의 온도는 기폰 단일 우회유로 

모델의 결과보다 오히려 온도가 감소하게 되며 전체적인 평균옹도 측면에서는 단일 

우회유로 모델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상태에서 두 

모델의 열축적량 (heat capacity)이 거의 동일하므로 HPCC와 같은 사고해석에서도 

기존 단일 우회유로 모델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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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열전도냉각사고 해석 결과 

과도상태에서 우회유로 모델이 핵연료 최고온도에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기 위하 

여 제한사고로서 고압열전도냉각사고 (HPCC)를 선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립 3.3.3.4는 HPCC 사고시 핵연료와 원자로용기 최고온도의 시간에 따른 거동 

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발생 초기에는 단일 모텔 (Case-O)에 비해 세분화 모델 

(Case-1-2)의 핵연료 온도 상숭폭이 약칸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핵연료 블록과 인접 

한 반사체 영역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전도에 의한 열속 

이 작아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차이는 반사체 영역에서의 자연대류 효과로 인해 시 

간이 지나면서 상쇄되어 결국 최대 핵연료 온도는 비슷해진다 

또한 반사체 영역과 핵연료 간의 온도 차이가 적은 사고 초기에 복사 열전달 모 

델이 접촉 열전달 모텔에 비해 온도 상숭폭이 크다. 하지만 온도 편차가 커지는 25 

시간 이후에는 복사 열전달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최고용도는 거의 비슷한 결과 

를보인다 

요약하면 단일 우회유로 모델과 2 개의 세분화된 우회유로 모델의 해석결과가 

거의 유사하며 각각의 최고온도의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해석결과로 

부터 PMR의 정상상태 및 HPCC와 같은 과도상태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단일 우회 

유로 모텔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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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특성 통합해석 모텔 개발 

(1) MARS-GCR / MASTER김CR 연계 모델 

다차원 노심해석 코드인 MASTER-GCR과 MAR~ιGCR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동특성 해석 모델의 기능올 개선하여 전체 연소주기 동안 핵연료 최고온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소도 구간 계산시간 및 연계계산 주기 시간 간격을 사용자가 입력에서 지정 

-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최고온도 및 Hot spot 지점 출력 기능 (별도 출력 파일 

생성) 

주어진 연소 주기 동안 MARS-GCR파 MASTER-GCR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산올 수행하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 전송 간격을 사용자 

가 지정할 수 없었다. 데이터 전송 간격이 작을수록 더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되므 

로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 간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였다. 또한 각 연 

소주기 동안의 null transient 계산 시간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산 효 

융을높였다 

그림 3.3.3.5(a)는 연계 계산올 통한 연소 주기별 핵연료 최고온도 변화를 보여주 

고 있는데 데이터 전송 간격을 각각 5 초， 10 초， 50 초， 100 초로 구별하였으며 전 

체 연소 주기 430 일을 16개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올 수행하였다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 초 - 50 초 정도의 연계 시간 구간 변화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지만 100 초의 데이터 전송간격에서는 심한 진동을 보이며 계산이 실패하였다 결 

국， 이 경우에는 50 초 정도 큰 데이터 전송 간격으로도 성공적인 연계계산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 초의 데이터 전송 간격에 비해 전체 계산 시간을 크 

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3.3.5(b)는 연소 일자에 따른 핵연료 최고온도 변화 

를보여준다 

본 연계계산을 통하여 향후 CFD 국부 열수력 해석을 위한 열점 출력분포 및 냉 

각재 유량과 온도 자료를 생성하였다‘ 

(2) MARS-GCR / CAPP 연계 모텔 

3차원 패블노심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폰 MASTER-GCR을 대체할 

CAPP (Core AnaJyzer for Pebble and Prismatic type VHTR) 코드를 개 발하였으며 

이를 MARS-GCR 코드와 연계하였다[이현철， 2008.05] 그림 3.3.3.6에서 보듯이 

MASR-GCR과 CAPP의 연계방식은 MARS-GCR/ MASTER-GCR 연계방식과 통일하 

지만 페블 핵연료의 옹도 산출 방식을 수정하였다 MARS-GCR에서는 하나의 열구 

조체에 대한 명균온도를 산출할 수 있지만 페블과 같이 감속재와 핵연료가 혼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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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에는 툴 중 하나의 평균온도만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계계산에서 

는 페블 노심의 경우， 1개 영역에서 2개의 온도(핵연료 및 감속재)가 필요하므로 

MARS-GCR의 평균온도 계산에는 감속재 온도(페블 전체의 평균온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핵연료 영역의 온도는 코드 자체적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수정 

내용은 hard-wiring 형태로 코드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본 벤치마크 계산 이외의 일 

반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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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MARS-GCRjCAPP 코드 연계 체계 

(3) 코드 연계 검증 (OECDjNEA PBMR-400 Benchmark) 

다차원 노십통특성 코드 CAPP과의 연계 체계 성능을 검중하기 위해 

OECDjNEA에서 제안한 PBMR-400 Benchmark 문제를 해석하였다[OECDjNEA， 

2005] 이중에서 노심-열수력 연계 정상상태인 Phase-I의 Exercise-III에 대한 해석은 

이미 지난 연구기간 동안 완료하였으며 당해 연구기간 동안에는 과도상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노심-열수력 연계의 건전성올 확인하기 위해서 과도상태에 대한 벤치마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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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사고를 표 3.3.3.2에 나열하였 은 주로 반웅도 

다. 

표 3.3.3.2 OECD/NEA PBMR-4oo 과도상태 벤치마크 문제 
Case number 

TR- 5a 
TR- 5b 
TR • 6 

(가) Reactivity insertion by all control rods withdrawal πR-5a) 

PBMR-400의 정상상태에서는 제어봉이 노심 상부 2 m까지 삽입되며 본 과도상 

태는 삽입된 제어봉이 느린 속도(1 crn/s)로 인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제어봉이 

인출됨에 따라 노심에는 양의 반용도가 인가되어 출력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제어봉 

인출이 정지되연 노심 출력은 증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림 3.3.3.7은 

TR-5a 문제에 대한 MARS깅CR/CAPP과 남아공의 TINTE 결과 비교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제어봉 인출에 따른 반웅도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노심 출력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반옹도 변화율이 일정하므로 출력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25초 

부터 제어봉 인출이 종료되는 200초까지는 출력 변동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제어 

봉 인출에 따른 cu psing effect로써 설명된다[이현철， 2008.05] 출력변동 폭의 차이 

는 약간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2 개 코드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감속재 

평균옹도의 변화는 출력변화보다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2 개 코드 계산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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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activity insertion by all control rods ejection πR-5b) 

TR-5b는 TR-5a와 거의 유사하지만 제어봉 인출 속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TR-5b 

는 모든 제어봉이 일시에 이탈하는 사고이며 TR-5a에 반용도 변화속도가 빠르다 

초기 제어봉삽입 길이는 TR-5a와 마찬가지로 2m이며 사고 발생후 제어봉이 빠른 

속도(2000 cmjs)로 이탈하여 0.1 초만에 모든 제어봉이 이탈한다 이탈속도가 빠르 

므로 제어봉 위치 변화에 따른 반웅도가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게 되어 초기 출력상 

승은 TR-5a에 비해 크게 일어난다. 그림 3.3.3 .8는 TR-5b 문제에 대한 

MARS-GCRj CAPP과 남아공의 TINTE 간의 비교 결과이다 

TR-5a에 비해 노심 출력 및 갑속재 온도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사고에서 주요한 역할올 하는 핵연료 온도 차이에 기인한다. MARS-GCR에서는 

TRISO kernel의 온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페블 fuel meat의 평균온도와 같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TINTE에서는 fuel meat 옹도 이외에도 TRISO kernel의 온도를 

explicit하게 계산하여 이를 핵연료 온도로 사용한다 Kernel이 전체 페블에서 차지 

하는 체적 비율이 작기 때문에 노심출력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중가하면 kernel 

의 온도가 fueJ meat 평균용도에 비해 더 빠르게 중가한다 결국 TINTE 계산에서는 

초기 출력중가에 따른 온도 상숭폭이 MARS-GCR에 비해 크다. 핵연료 온도상숭이 

클수록 Doppler 효과에 의한 부의 반웅도가 인가되어 최종적으로는 노심 출력 상 

숭폭이 작아지게 된다- 그림 3.3.3.8에서 보듯이 TINTE의 최고 노심출력은 전출력의 

30 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MARS-GCR의 경우에는 전출력의 240 배 정도까 

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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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ld helium injection σR-6) 

끼，-6에서는 입구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웅도 변화사고를 모의한다 저온 

냉각재 주업사고는 감속재 옹도 변화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를 보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냉각재 업구온도를 10 초 간 50 't를 선형적으로 감소시킨 후 300 초 동안 저 

온의 냉각재를 주입한다. 300 초가 지나연 다시 10 초간 50 't를 선형적으로 중가 

시켜 최초 출력에 근접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냉각재 유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림 3.3 .3.9에 TR-6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는데 3 개 코드 모두 저온 냉각재가 

주입됩에 따라 노심 출력이 상숭하는 것올 볼 수 있다. 또한 냉각재 옹도가 정상으 

로 복해한 후 노싱 출력이 감소하여 최초 출력인 400 MWt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INTE 계산결과는 냉각재 용도가 복귀한 이후에도 조금씩 중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추후 

벤치마크 최종결과에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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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TR-6 계 산결과 (MARS-GCR;CAPP, TINTE, DALTON) 

OECD/NEA PBMR-400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벤치마크 해석을 통해서 

MARS-GCR/ CAPP 연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TR-5b와 같이 급격한 출력변 

화가 예상되는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용도 변화 사고를 모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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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부풍 모델 개발 

Compact heat exchanger (이하 CHX)는 Vl-ITR의 계통에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CHX에서의 압력손실 및 열전달 계수를 결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CHX의 채널 형 

태는 기존의 직선관 형태뿐만 아니라 물결 또는 Offset strip fin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연 형상 또한 사각형1 삼각형 및 반원형 퉁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은 기존 MARS-GCR 코드에서는 다룰 수 없으므로 CHX 형상 

입력을 위해 MARS-GCR 코드의 입력 구조를 개선하고 CHX의 형태별로 특화된 압 

력 손실 및 열전달 계수 모델올 추가하였다 

(1) Compact Hea t Exchanger 모델 

CHX의 압력손실 및 열전달 상관식은 열교환기의 채널 구조 및 단연 형태에 따 

라 구분된다 채널 구조는 크게 Straight chaTU1el, wavy or corrugated channel 및 

Offset 5πip Fin (OSF) chaTU1el로 구분된다 채널 단면 형태로는 rect뻐gle， 

semi-ciIcJe, circJe, triangle 및 sine curve 퉁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rectangle 및 semi-circJe 단연올 고려하였다 그림 3.3 .3.10은 OSF, wavy 및 

PCHE 열교환기 채널 형태를 보여준다 

t - 11. ‘hlcka_ , . . π'seI: IMlJh 

, - b ,11m (1 - 1IfP1) 

b_ IIn hd야“ 

(a) Offset Strip Fin 

c, 

(b) Wavy chaTU1el 

그립 3.3.3.10 열교환기 종류 별 단연 형상 

(c) PCHE 

선정된 CHX 압력손실계수 및 열전달 계수 모텔 상관식을 표 3.3.3.4와 3.3.3.5에 

요약하였으며 각 모텔 상관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이숭욱， 2008.10]에 

기술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선정된 상관식들은 모두 PFHE 형태의 열교환기에서 도 

출된 상관식이지만 wavy chaTU1el의 경우에는 PCHE 형태의 열교환기에도 적용 가 

능하다 CHX 모델을 MARS-GCR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 Pipe component의 1/0 구 

조를 개선하여 CCC4001 카드에서 CHX 기하구조 업력을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getCHXFricFactor와 getCHXHTC를 추가하여 압력손실계수와 열전달 계수를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선정된 모든 CHX 상관식들은 이상 유통에는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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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단상 유동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3.3 .3.3 Compact HX 압력손실계수 모델 상관식 요약 

확찌t 
5traight 

。SF Wavy 
Rectangle Sem i-eircle 

Hesselg reaves Shah & Bhatti for Shah & Bhatti for 
laminar rectangle semi-c ircle (Re s. 300이 (Re " 2300) (Re" 2300) 

Manglic & Bergles Linear f = 0.000 133 Reo" 
Transition interpolation 

(3000 < Re < 10'4) (2300 < Re < 400이 

Turbulence Hesselg reaves Modí1ied Techo Tech。

(1 0' 훌 Re < 105) (Re " 4000) (Re" 4000) 

표 3 .3.3.4 Compact HX 열전달 계수 모델 상관식 요약 

Stralght 
F꾀띤칸 。SF Wavy 

Rectangle Seml-c Ircle 

Shah & Bhatti Shah & Bhatti for Hesselgreaves for rectang~ seml-c ircle Lamlnar 
(Re " 3000’ (Re :!O: 2300) (Re S 2300) 

삐anglic & Bergles Linear interpolatlon Transitlon (3000 < Re < 10‘) Gniellnskl 
Hesselgreaves (Re ~ 2300) 

Turbulence (10‘ s. Re < 105) 

(3) 코드 수정 및 검중계산 

앞서 선정된 CHX 모델을 MARS-GCR의 Pipe componen t에 적용하였으며 

volume control f1ag 카드의 마찰계수 융션이 3인 경우에 CHX 압력손실계수 모텔 

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CHX 형상에 관한 입력 자료 형태는 다음과 같 

으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I이숭욱， 2008.10]에 기술하였다. 

CCC4001 card Compact heat exchanger geometry data 

W1 (l) ‘ type of compac t heat exchanger (10 for Offset Strip Fin ψpε 20 for 

wavy type, 31 for rectangular sσaight type, 32 for semi-c ircular 

straight type) 

W2α) channel width except for the semi-circular straight type (뼈 m or 

ft) 

W3(R) ’ channel height for OSF or wave pitch length for wavy type (un i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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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ft) 

W4(R) : fin length for OSF and dummy for other types (unit : m or ft) 

W5(R) : fin thickness for OSF and dummy for other types (unit : m or ft) 

W6(R) dummy (reserved for future use) 

CHX 모텔의 건전성올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하였다 
테스트는 Reynolds 수를 300 - 100000까지 임의로 변화시켜 fanruting friction 

factor와 Colburn factor가 상관식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테스트에서의 여러 가지 기하형상 조건을 표 3.3.3.5에 나타내었는데 모든 상관식에 

서의 수력직경 (Dh)를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변수를 수력직경에 맞도록 적절히 조 

절하였다 시험결과를 그림 3.3.3.11(a) 및 (b)에 나타내었는데 그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드 계산 결과와 상관식 값이 일치함올 알 수 있다 

표 3.3.3.5 열교환기 상관식 비교를 위한 기하 조건 

;얘빨[켠T OSF 
Wavy channel Strailtht channel 

rectangle semi -circle rectangle semj-circle 

Hydraulic diameter, m 2.433E-3 
channel width, m 1.59E-3 6.06E- 3 2.65E-3 6.06E- 3 2.65E-3 
channel height, m 6.32E-3 2.42E- l 2.42E- l 

channel width-to-height ratio 0.251 0.25 0.25 
channel diameter, m 3.98E-3 3.98E-3 

wavelength-to-width ratio 7 7 
Entrance length ratio. D,,/L 0.0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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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a) Fanning friction factor 상관식 값과 (b) Colburn j factor 상관식 값과 코드 

코드 계산 결과 비교 계산 결과 비교 

그림 3.3 .3.11 Compact HX 마찰 및 열전달 상관식 비교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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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유입사고 혜석코드 (GAMMA+) 개발 및 검증 

가- 충류 대류 열전달 및 자연순환 모델 검증 

(1) 2차원 덕트 충류 대류 열전달 검증 

원관 및 명판 형상에 대하여 충류 강제대류 완전발달 유통(laminar forced 

convection fully developed flow) 문제는 속도 및 온도 분포에 대한 이론적 해석해 

가 존재하기 때문에 GAMMA+의 다차원 유통 모텔올 검중(verifica tion)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계산서 l탁남일， 2007.10]에 정 리되어 있다-

(가) 원관 충류 대류 열전달 검중 

그립 3.3.4.1은 원관 충류 대류 열전달 문제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완전 발달된 

속도에 대해서는 식 (3.3.4.1)과 같은 이론적 해석해가 존재한다. 

Twor qη 

￥:R -{I」------ι~__________ I! __ _ 

L 

그림 3.3.4.1 층류 원관 유통 

_U_ = 2 (1 _곰) 
.’Ql"e 식 β3.4 .1) 

열유속이 일정한 벽면에 대해서는 온도 분포에 대한 해석해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 

다. 

T- 낀 4 I I _~? 1 I ' _ ',1 
--=----,-:,-' : (r/ R)' - ~(r/ R)" 
~ .. - 7;. 3 

식 (3 .3.4.2) 

표 3.3.4.1은 GAMMA+ 검중을 위한 계산 조건을 보여준다 그립 3.3.4.1이 축방 

향으로 대칭인 정을 감안하여 축대칭 2차원 유동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GAMMA+ 계산 격자는 세 가지 (20x5， 70x10, 140x20)를 이용하였다. 그림 3.3.4 .2와 

그림 3.3.4 .3은 GAMMA+ 계산 결과와 이론적 해석해(식 (3.3.4.1) 및 식 (3.3.4.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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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이다‘ GAMMA+ 계산 결과가 해석해를 완벽하게 구현해냄을 알 수 있다 

표 3.3.4.1 충류 원관 유통 GAMMA+ 검중올 위한 계산 조건 

Fluid steam (Pr =1.04) 
T nlet tempera ture 120 'c 

입구 유통 조건 Jnlet velocity 0.024251 mjs 
lnlet pressure 1 atm 
Reynolds number 100 

원관 형상 
Pipe diameter 0.1 m 
Pipe length 1.4 m 

벽변경계 조건 
Fixed temperature 150 'c 
Fixed heat Ðux 30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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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g ;:1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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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GAMMA+ 계산 결과와 속도 분포 해석해 (식 (3.3.4.1))와의 비교 

1.0 , 
/ 

0 .8~ Theory . 
• GAMMA+ • . 

ι 

• . 
0.4 l . 

l 

0.2 
. 

• . 
xlD=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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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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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GAMMA+ 계산 결과와 온도 분포 해석해 (식 (3.3.4.2))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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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2는 GAMMA+ 계산 결과 구한 Nu와 이론적인 Nu를 비교한 것이다. 비 

교적 성긴 격자를 가지고도 해석해를 깨우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4.2 Nu에 대한 GAMMA+ 계산 결과와 이론값과의 비교 (원관) 

GAMMA+ 이론값 

계산 격자 20 x 5 70 x 10 140 x 20 [Burmeister, 1993] 
균일 열유속 벽면조건 4.497 4.403 4.376 4.364 
균일 벽연 온도 조건 3.682 3.673 3.653 3.657 

(나) 평행 평판 충류 대류 열전달 검중 

그림 3.3 .4.4는 평행 평판 총류 대류 열전달 문제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완전 

발달된 속도에 대해서는 식 (3.3.4.3)과 같은 이론적 해석해가 존재한다 

Tw or q " 

Vin ~ 
Tin 

L 

그림 3.3 .4.4 층류 평행 평판 유통 

ll 「 llz 
_._. = .::.(1 -~τ) 

Um'e 2 Hι 식 (3.3.4.3) 

열유속이 일정한 벽면에 대해서는 온도 분포에 대한 해석해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 

다 

T-T R 
ζ (ν/ H)' 수(y/ H)' 

긴↑ 낀 5δ 5 ， ~ 
식 (3.3.4.4 

표 3.3.4.3은 GAMMA+ 검중을 위한 계산 조건을 보여준다 그립 3.3.4 .4가 중심 

선을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가 대칭인 점을 감안하여 상부만 계산을 수행하였다 

GAMMA+ 계산 격자는 세 가지 (20x5， 70x10, 140x20)를 이용하였다 그림 3. 3.4.5와 

그림 3.3.4.6은 GAMMA+ 계산 결과와 해석해인 식 β3 .4켜 및 식 (3.3 .4씨와 비교 

한 것이다 GAMMA+ 계산 결과가 해석해를 완벽하게 구현해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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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3 충류 평행 평판 유통 GAMMA+ 검증올 위한 계산 조건 

입구 유통 조건 

채널 형상 

벽연 경계 조건 

2 .0 

! 1 .0 
극 
그 

0 .5 

0 .0 
0.0 

Fluid 
In1et tempera ture 
lnlet velocity 
lnlet pressure 
Reynolds number 
Distance between Plates 
Plate length 
Fixed temperature 
Fixed heat flu x 

‘·‘-......... 

x/H -1 26 

0 .2 0 .4 

Theory 
• GAMMA+ 

1ι 

"'0、.

0 .6 

y/H 

- \ ! 

steam (pr = 1.04) 
120 'c 
0.024251 m/ s 
1 atm 
200 
0.1 m 
1.4 m 
150 'c 
30 W/m-

! \ 

0 .8 1 .0 

그림 3.3.4.5. GAνπt1A+ 계산 결과와 속도 분포 해석해 (식 (3.3.4.3))와의 비교 

그림 3.3.4.6‘ GAMMA+ 계산 결파와 용도 분포 해석해 (식 (3.3.4.4))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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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4는 GAMMA+ 계산 결과 구한 Nu와 이론적인 Nu를 비교한 것이다. 비 

교적 성긴 격자를 가지고도 해석해를 매우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표 3.3.4.4 Nu에 대한 GAMMA+ 계산 결과와 이론값과의 비교 (평행평판) 

GAMl\1A+ Theory [Bunneistcr, 

계산 격자 20 x 5 70 x 10 140 x 20 1993] 
균열 열유속 역면 조건 8.318 8.264 8.251 8.235 
균일 벽연 용도 조건 7.548 7.541 7.539 7.541 

(깅 2차원 충류 자연대류 캐비티 검중 

2차원 충류 자연대류 캐비티 (2-dirnensional laminar natural convection caviψ) 

문제는 다차원 유통 및 온도장 해석 검증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문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치마크 문제 [Davis, 1983]를 이용하여 다차원 자연대류 문 

제에 대한 GAMMA+의 속도장 및 온도장 해석 능력을 검중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 

용은 설계계산서 [탁남일， 2007.11]에 정리되어 있다， 

Davis가 제안한 벤치마크 문제는 그림 3.3.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쪽 수직 벽 

연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수평 벽면이 단열조건인 정사각형 자연대류 캐비티이다 

표 3.3.4.5는 GAMMA+ 검중을 위한 계산 조건을 보여준다‘ 표 3.3.4.5의 계산 조건 

은 Davis의 벤치마크 문제들 중에서 Ra=105인 경우에 해당한다 

adiabat ic 
、

D I πY ( air ) 

| 

ν
 

\ adiabatic 

D 

그립 3.3.4.7 자연대류 캐비티 

그림 3.3.4.8과 3. 3.4.9는 속도장 및 온도장에 대하여 GAMMA+ 계산 결과와 벤치 

마크 해와 비교한 것이다 정성적인 변에서 볼 때 GAMMA+는 자연대류 거동을 합 

리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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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5 GAMMA+ 검중을 위한 계산 조건 

Fluid aIr 

lnitial temperature 25 't 
유동조건 lnitial u-velocity 0.0 

lnilial v-velocity 0.0 
lnitial pressure 0.1013 MPa 
Height 5.9618E-2 m 

벽면 조건 
Hol wall lemperature 27.5 't 
Cold wall temperature 22 .5 't 
Upper & lower walls adiabalic 

.. --" -- --- -~---- ‘-“.“ 

’ ----.., 

‘ ~ 
‘ --_... . 

(a) GAMMA+ 계산 결과 벤치마크 해 [Davis, 1983] 

그림 3.3.4.8 속도장에 대하여 GAMMA+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해의 비교 

(a) GAMMA+ 계산 결과 (비 벤치마크 해 [Davis, 1983] 

그림 3.3.4.9 온도장에 대하여 GAMMA+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혜의 비교 

240 



표 3.3.4.6은 GAMMA+ 검중올 위하여 자연대류 유동의 대표적인 열유체 인자 

들에 대하여 GAMMA+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해를 비교한 것이다 표 3.3.4.6은 

GAMMA+가 충류 자연대류 캐비티 유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표 3.3.4.6. GAMMA+ 계산 결과와 벤치마크 해와의 비교 

Numax NUrnin Urnax W max 
Nuo 

(z position) (z posit’on) (z position) (x position) 
GAMMA+ 9.872 0.713 34.68 67.18 

5.358 
(20x20) (0.075) (1 .000) (0.875) (0.075) 

GAMMA+ 8.308 0.725 35.08 68.91 
4.721 

(40x40) (0.062) (1.000) (0.862) (0.062) 
Benchmark . 7.717 0.729 34.73 68.59 

Solution 4 .509 

[Davis, 1983] 
(0.081) (1.000) (0.855) (0.06야 

-The estimated error of the benchmark solution itself at Ra 105 is 0.3%. 

나 열전도 및 복사 열전달 모델 검증 

GAMMA+ 코드에서는 1차원 열전도 모델과 다차원 열전도 모델을 구분하여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열전도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열전도 모델 및 

복사열전달 모델 검증 계산도 1차원 열전도 모텔과 다차원 열전도 모델의 경우로 

나누어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의 주요한 목적은 코드 열전도 및 복사열전달 방정 

식의 수치적 타당성올 입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해석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1) 열전도 모델 검증 

열원 (heat source) 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1차원 및 다차원 평판 열전도 방정식의 

해석해 (an떠ytic solution)를 이용하여 GAMMA +(Mod.5d) 코드 검중올 수행하였다 

[이숭욱， 2008.02a] 본 검증에서 고려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차원 무한평판 정상상태 

- 1차원 무한평 판 과도상태 

- 2차원 평판 정상상태 

- 2차원 평판 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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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워 무하펴와 ;엇삿삿태 

1차원 평판의 정상상태 열전도 방정식은 Fourier 법칙에 따르며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이숭욱， 2008.02a]. 

T, - T. 
T(x) =간....::...!...x+ η 

GAMMA+ 코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T1 = 32 'c, T2 = 12 "C, L = 0.1 m로 설 

정하여 모의한 결과는 그림 3.3.4.10(a)와 같으며 해석해와 정확히 일치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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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원 무한명판 정상상태 (b) 1차원 무한명판 과도상태 

그림 3.3.4.10 1차원 평판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해석 결과 

1차원 무하펴 와 과도삿태 

그립 3.3.4.11과 같이 2L의 두께를 가진 무한 명판의 초기 온도를 T; 라 가정하고 

0초 이후에 T1으로 급속 냉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 조건올 부여 

한다 

I.C: T(O!> x!> 2L. 1 = 0) = T, 
B.C: T(x = 0,1 > 0) =지 T(x=2L， 1 > 0)= 지 

위의 경우/ 온도 함수 T(x，t) 에 대한 해석해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이숭욱， 2008.02a] 

4(기-낀)승 1 ‘…-Tη(xμ씨’J씨1) =기U+-----〉-e Sln-x 
π ~n 2L 

(n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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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η- ••-

2L 
r 

그립 3.3.4.11 1차원 무한평판 과도상태 열전도 검중 문제 

GAMMA+코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T; =30 t:, T, =20 t:, 2L =0.1 m, 0=10냉 

t: js로 설정하여 코드 입력을 작성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0초， 1000초， 3000초 및 

5000초에서의 해석해와의 비교 결과를 그림 3.3.4.10(b)에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GAMMA+ 코드 결과는 해석해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2차워 협파 척삿삿태 

열원이 없고 일정한 열전도도를 가진 2차원 평판 열전도 정상상태 망정식의 해 

석해는 다음과 같다[이숭욱， 2008.02a] 

여기서/ 

띄+3(깐)효|i S |n뿜 讓|
T=낀 al y = 0 

T = 끼 al x=o 
T = 낀 α x=w 

\ W ) 

(n = 1,3,5 ... ) 

T = T_sin쓰 + T. al v=H (여기서， W는 X 방향 길이， H는 y 방향 길이) w ‘ -

GAMMA+코드 결과와 비 교하기 위 해 그림 3.3.4.12과 같이 x-y 평 연을 2lx21개 

의 구간으로 나누고， T, =20 t: , T2 =30 'C, W = H =0.1 m , 0=10경 t: js로 경계 조 

건을 설정하여 코드 입력을 작성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GAMMA+ 코드 계산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 결과를 그렴 3.3.4.13(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립 3.3.4.13(a)는 해석해에 의한 온도 분포를， 그림 3.3.4.13(b)는 코드 

계산에 의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해와 

GAMMA+ 코드 결과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경계 온도 차이가 나는 구석 부분에 

서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최대 오차율은 1% 미만이므로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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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다차원 열전도 모텔 계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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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2 2차원 평판 정상상태 열전도 검중 모렐 

(a ) 해 석 해 (b) GAMMA+ 

그림 3.3.4 .13 2차원 평판에서의 정상상태 온도 분포 결과 비교 

2차원 평파 과도삭태 

열원이 없고 일정한 열전도도를 가진 2차원 펑판 열전도 과도상태 방정식의 해 

석해는 1차원 과도상태 해석해인 (낀 (x， t) 와 낀 (y， t))의 곱으로 기술된다[이숭욱， 

2008.02a] 

T(x,y,t) = 긴(x， t) ’ 낀 (y,t) 

GAMMA+코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그립 3.3.4.12과 통일한 x-y 평면을 구성하 

고 초기 온도 T; = 40 t:, 경계 온도 T, = 20 t:, W = H = 0.1 m , Q = 10경 t: /s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코드 입력을 작성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3.4.14에 (r - π) / (7; η) 로 정의된 무차원 온도 분포 결과를 각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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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비교하였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해와 코드 계산 결파가 잘 일치하 

지만 i영판 모서리 부분에서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4.15에는 각 시간대별 오차율 변화를 나타냈는데 계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온도의 영향으로 오차율은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해석해 GAMMA+ 해석해 GAMMA+ 
(a) 200초 (b) IOC애초 

그림 3.3.4.14 2차원 평판 과도상태 시간대 별 무차원 용도 분포 비교 

(a) 200 초 (2 % 미만) 

Error(%) 

옳s ‘ • ...... 
‘· 

(b) 1000 초 (0.8% 미 안) 

그립 3.3.4.15 2차원 평판 과도상태 시칸대 별 오차율 비교 

(2) 복사열전달 모델 검중 

GAMMA+ 코드에서는 둥방성 회체(gray body) surface-to-surface radiation 모델 

을 사용하며 view factor 및 방사율(emissivity)은 사용자 입력값으로 설정한다. 복사 

열속(heat flux)은 주어진 view factor 및 방사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 

다 

q, =(딸)ó짜4 -&/1다횡κι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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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sity ‘ Jk =작C，af，‘ +(I - e， )C‘ε F.JJj ’ k=I ,M 

다 {". +(1맛)딸r 
한 ， A， 

표면 평 surface group temperature η :::::.....!효 view factor from su얘ce k ‘o surface j 작 

YA 
균 온도 L.. 

(surface group temperature)는 여러 개의 단위 cell로 나누어진 다차원 열구조물 간 

의 복사열전달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복사열전달 모델 검증올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여 해석해와 비교하였 

다 

- 1차원13차원 명판 복사 

- 1차원12차원 원통 복사 

- 1차원 평판 Network 회로 

복사열전달 검중은 마주 보는 연의 표면 온도가 일정하도록 반대변의 표연 옹도 

를 경계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제에서의 경계 

표연 온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마주 보는 변의 온도가 원하는 옹도가 나오 

는지 확인하였다I이숭욱， 2008.02버 그링 3.3.4.16은 각 문제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 

내고 있다-

1차원 i영환 복사영천탈 

그립 3.3.4.16(a)와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동일한 표면적 (=1 m2)을 갖는 2개의 1 

차원 평판 열구조물올 설정하고 각각의 경계 표면 온도를 고정시키고 방사율올 변 

화시켜 복사열전달을 계산하였다. 표 3.3.4.7에서 보듯이 방사율 변화에 관계없이 통 

일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론값과 코드 계산값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4.7 1차원 평판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계산 결과 

이흔값 계산값 이돈값 계산값 오차윤 (%) 

망사올 0.8 / 0.85 0.9 / 0.8 0.8/0.85 0.9/0.8 

복사 연량 (W) 18810.7 18813.84 19713.98 19717.29 +0.0167 +0.0167 

표연 온도 T " (hot s ide, 'C) 600.0 599.999 600.0 599.999 -0αlO2 。이lO2 

표연 용도 T, ( c미d side. 'C) 300.0 300.001 300.0 300.001 +0αlO3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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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293.73 'C 

1 

(a) 1 차원 평판 

T,= 600 'C 
e2= 0.8 

ι」션뿔섣= 0.8 

f 
、U 

P 
、

!;,1 (1녕l)/(el~) J, 
。 ιψv\- ’ 

// 

T2.~ 

(b) 1차원 원통 

(1 힌)I(.，A，I 

@ ~ 

(c) 1 차원 복사열전달 Network (좌) 및 회로도 (우) 

그림 3.3.4.16 1차원 평판， 원통 및 Network 복사열전달 검중 문제 개념도 

1차워 워통 복사영천당 

그립 3.3.4.16(b)와 같이 2개의 동축 원통을 가정하고 각각의 표면 온도를 고정시 

켜 복사열전달을 계산하였다(방사율은 각각 0.8, 0.85 사용). 1차원 평판 복사열전달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복사열량를 이용하여 경계 온도 T3과 T，를 결정한 후 경 

계 표면 온도를 설정하였다[이숭욱， 2008.02b] 코드 계산과 해석해와의 비교 결과를 

표 3.3.4.8에 나타나 있는데 결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차 범위 0.01 % 이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평판 모텔 결과와 비교할 때 동일한 정도의 오차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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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8 1차원 원통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계산 결과 

이론값 계산값 오차융 (%) 

방사율 0.8 / 0.85 
복사 열량 (W) 124400.34 124421.36 +0.017 

표면 온도 T1, (hot side, 'C ) 600.0 599.999 -0.0002 
표연 온도 T 2 (cold side, 'C) 300.0 300.001 +0.0003 

1차원 영구조뭉의 Network 복사영천담 문제 

그립 3.3.4.16(c)의 왼쪽 그립과 같이 정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3개의 1차원 평판 

열전도 모델을 이용하여 Network 복사열전달 문제를 검증하였다. 각 평판의 두께 

는 0.01 m, 연적은 1 m2이다. 정삼각형 형태이므로 각 면의 상호간 view factor는 

0.5가 된다- 마주 보는 각 변의 옹도는 800 'C , 600 'C, 400 'C로 설정하였으며 표연 

방사융은 모든 면에 대해 0.8올 적용하였다 

위 문제를 복사열전달 회로도로 표현하연 그림 3. 3.4.16(c)의 오른쪽 그립과 같다 

표면 열저항 (surface resistance)과 공간 열저항 (space resistance)이용하여 각 분기 

점에서 Kirchhoff' s law를 적용하면 ).와 Ebk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얻게 된다， 이 

를 풀어서 각 노드에 대한 radiosity, J를 구한 후/ 각 변에서의 순 열전달량을 계산 

한다[이숭욱， 2008.02b]. 계산된 열전달량을 이용하여 GAMMA+ 쿄드 계산용 경계 

온도를 계산하는데 이론적인 열량 및 코드 계산용 경계 용도를 표 3.3.4.9에 나타내 

었다 GAMMA+ 코드 결과는 표 3.3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석해와 일치한다. 

표 3.3.4.9 1차원 평판 복사열전달 회로 모델의 해석해 및 코드 경계 온도 

복사 열량， qk(W) 반대편 경계 온도 ( 'C ) 

평판 1 38467.4 812.82 
핑판 2 -7609.8 597.46 
평판 3 -30857.6 389.71 

Lqk 0.0 

표 3.3.4.10 1차원 평판 복사열전달 회로 모텔 결과 

복사 열량 (W) 표연 온도 ('C ) 요차율 (%) 
이폰값 개산값 이론값 계산값 복사 열량 표연 온도 

평판 l +38467.4 +38473.7 800 799.998 +0.016 - 0.00025 
평판 2 - 7609.8 - 7610.9 600 600αm +0.014 0.0 
형판 3 - 30857.6 - 30862.8 400 400.002 +0.017 +0αxl5 

3차원 영구조뭉에서의 복사영쩌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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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열구조물에서와 동일한 문제(그림 3.3 .4.11 창조)를 이용하여 3차원 명판 

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를 검중하였다 3차원 평판은 그림 3.3.4.17과 같이 

4 x2x2 로 나누었으며 복사열전달이 발생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y 및 z 방 

향)에 대해서는 단열 조건을 적용하였다 복사열전달이 발생하는 방향(x 방향)에 대 

해서는 1차원 열구조물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는 반대편 면에 

대해서 이론적인 열속을 이용하여 경계 온도를 설정하였다 

/kri 
• ι낀 ~ 

Hot Structure 

그림 3.3.4.17 3차원 평판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 

위 문제를 GAMMA+ 코드 계산값올 이론값과 비교한 결과를 표 3.3.4.11에 나타 

내었는데 1차원 복사열전달 문제에서와 동일한 값을 도출하였다-

표 3.3.4.11 3차원 평판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계산 결과 

이론값 계산값 오차융 (%) 
망사율 ("\ / 다) 0.8 / 0.85 0.9 / 0.8 0.8/0.85 0.9/0.8 
꼭사 열속 (W/m') 18810.7 18813.84 1971 3.98 19717.29 +0.0167 +0.0168 

표연 용도 T\ , (hot side, l:) 600.0 599.999 600.0 599.999 -0αlO2 - 0.0002 
표연 온도 T 2 <Cold side, l:) 300.0 300.001 300.0 300.001 +0αJ03 +0 αJ03 

2갚월 워퉁헛 영구조물에서의 복사영천당 무제 

1차원 원통형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와 동일하지만 2차원 원통형 모델 

을 사용하여 복사열전달 문제를 검증하였다 열구조물의 mesh는 r-z 방향으로 각각 

4x2로 나누었으며 그림 3.3.4.12와 통일한 경계 조건올 부여하였다 경계 용도인 T3, 
T. 또한 동일한 606.567 oc와 295.615 "c를 사용하였다 계산 결파는 표 3.3.4.12에 

나타나 있는데 결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원 문제와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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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2 2차원 원통 열구조물에서의 복사열전달 계산 결과 

이흔값 계산값 오차융 (%) 
방사융 0.8 / 0.85 

복사 열량 (W) 1 24400 잉 l깅420.38 +0.016 
표연 온도 T ,. (hot side. 'C ) 600.0 599.997 ←0αXl5 

표연 온도 T2 (cold side. 'C) 300.0 300αm 0.0 

다. HTR-I0 LOFC ATWS 및 CRW ATWS 시 험 검증 계 산 

(1) 계산 방법 

(가) GAMMA+ 코드 해석 모델 

GAMMA+ 코드[임홍식，2006]는 노심을 핵연료 영역과 흑연 영역에 대한 각각의 

열전도 방정식올 계산하고 노심 온도 변화， xenon 변화 및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 

웅도 변화 동을 고려한 point-kinetic 방정식 U. J없nes，1976]올 연계하여 계산하므로 

ATWS 과도상태 조건에서 노심 반웅도 궤환 효파를 고려한 원자로 출력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다. 

그림 3.3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고체는 핵연료와 혹연 부분으로 두 영역 

으로 나누었다 핵연료 영역은 핵연료 모양이 HTR-10과 같이 PBMR 원자로에 사용 
되는 페블 구형 (pebble sphere )모양이거나 PMR 원자로에 사용되는 프리즘 원통 

막대(compact rod) 모양에 관계없이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이 사용된다‘ 

(따)끼ud 빨 =뚫(찌d 쩔J+q~ -q~ (1) 

여기서， q.v는 체적 핵분열 생성량이고 qg{ 는 핵연료 영역과 혹연 영역 사이 열전달 

량이다 t 는 compact rod인 경우 

흑연 영역에서는 연속 다공매질 

원 열전도 방정식이 사용된다 

r 이고 페블 

방법 [D.A 

구형인 경우는 

N ield, 1999]을 

， - 이 된다， 

적용하여 모델된 다차 

[{l -IP)IPg (PC，，).]짤=옳( ÅeO짧J-q:1 +q• (2) 

여기서/ ψ는 유체영역의 기 공도(porosity) 이 며 ￠는 핵연료와 혹연 복합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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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흑연 영역의 체적비를 나타낸다 q‘f 는 유체 부분과 고체 부분사이 열전달량이 

며 λψ 는 접촉 열전도/ 기체 열전도 및 복사 열전달이 포함된 유효 열전도도를 나 
타낸다 

위식에서 q", 항에 의해서 1차원 열전도 방정식과 implicitly 연계되고 q4 항에 

의해서 유체 지배 방정식과 explicitl y 연계되어 핵연료 영역파 흑연 영역의 온도 분 
포를 통시에 얻게 된다. 

O O O ,. /*, ‘• 

O 0: O 
T, 
• 

1- 1, J u 1+1, J 

O O O 
1. J- I 

<M미tj-o cells In the ’ 1비d/solid core zone > < 1-0 mesh in the fueled zone > 

그림 3.3.4.18 페블 구형에 대한 두 영역 열전도 모델 

GAMMA+ 코드에서 원자로 출력 변화는 6-그룹 지발 중성자에 대한 

point-kinetic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xenon 농도 변화， 노십 옹도 변화 

및 제어봉 삽입에 따른 반웅도 변화 둥을 고려한 노심 반웅도 궤환 효과를 고려하 

여 원자로 출력 변화를 예측한다‘ 총 열출력은 즉발 핵분열 생성량/ 붕괴열 및 지발 

핵분열 생성량의 합으로 계산되며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의 체적 핵분열 생성량(q ，v) 

항에 적용된다. 

(나) HTR-10 ATWS 시험 및 계산 조건 

HTR-10 ATWS 안전성 검중 시험으로서 1개 LOFC (Loss of Flow Circu la tor) 

시 험 [INET，2006 .05a]과 2개 CRW (Control Rod Withdrawal) 시 험 [INET，2006.05b]에 

대해서 GAMMA+ 코드 검중 계산이 수행되었다 LOFC ATWS 시험은 헬륨 냉각 

순환기 전원이 갑자기 꺼지고 원자로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사고를 가정한 

것이다‘ CRW ATWS 시험은 예기치 않은 제어봉 인출로 인해 양의 반웅도가 노심 

에 부과되는 사고로서 LOFC ATWS와 같이 제어봉이 인출된 후 파출력 신호에 의 

해 헬륨 냉각 순환기는 정지되지만 원자로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사고를 가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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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3은 두 ATWS 시험 시작 전 초기 정상상태 운전 조건이 며 30% 전출력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3.4.19는 CRW ATWS 시험시 삽입된 반웅도 

변화를 보여주는데 1mk 제어봉에 의한 반웅도 삽입은 20초 동안에 완료되었고 

5mk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는 128초 동안 서서히 중가하였다 원자로 출력이 초기 

출력의 120%에 도달하면 헬륨 냉각 순환기 정지가 시작된다 

시혐의 주요 목적은 ATWS 동안 노섬 온도 상숭에 따른 부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고 출력이 안정화되는 것올 검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원 

자로 출력 변화가 주 시험 결과 자료가 된다 

표 3.3.4.13 시험 초기 정상상태 운전조건 

Parameter Value 
Reactor power, kW 3315 
lnlet helium temp., oc 212 

Outlet heliurn temp. , oc 650 

Outlet pressure, kPa 2476 

No. of fuel balls 13651 

NO.of dummy balls 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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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9 반용도 삽입 변화 

GAMMA+ 코드에서 표 3.3.4.13의 시험 초기 조건을 얻기 위해 1.413 kgjs 유량 

올 사용하였으며， RCCS 튜브의 온도는 50 oC로 고정된 경계 조건을 가정[전지 

수，2006.11]하고 과도 상태 조건에서도 사용하였다 표 3.3.4.14는 핵연료 옹도계수I 

감속재 온도계수 및 반사체 온도계수 퉁 point-kinetic 입력 변수 값[TAEA，2005.12] 

으로서 HTR-10 검증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다 ATWS 동안 원자로 출력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point-“netic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통 조건으로 

서 유량 감소 콕선， 헬륨 가스 임구 온도 및 출구 압력 자료 둥이 필요하다 본 계 

산에서는 HTR-10 원자로 2차 계통에 대한 모텔올 하지 않았으므로 헬륨 가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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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출구 압력은 측정된 시험 자료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계 조건으로 바로 

사용하였다 다행히 이들 값은 과도 상태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검증 계산 문제 

에서 순환기 회전수 감소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였지만 유량 감소 곡선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유량 감소 곡션을 적용한 민감도 계산에서 초기 원자로 출력 감소 

거동을 시험 자료와 비교하여 그립 3.3.4.20의 유량 감소 곡션을 사용하였다‘ 초기 

10초 동안에는 유량 감소는 회전수 감소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감소하지만 이후에 

는 회전수 감소보다 급격히 빨리 감소하여 150 초에 유량이 멈춘다 

표 3.3.4.14 Point-Kinetic 변수값 

Parameter Value 

총 지발 중성자 비 0.00726 

즉발 중성자 유효수명， sec 0.00168 

핵연료 온도계수， ð k/k/"C _2.13 x l0.5 

감속재 온도계수， ðk까cjOC -16 .2x l0.5 

반사체 온도계수， ðνν。c 7.7Ixl0.5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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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0 순환기 정지 후 유량 감소 

(2) 계산 결과 

(가) LOFC ATWS 계산 결과 

그림 3.3.4.21 (a)는 순환기 정지 시작 후 원자로 출력 계산 결과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순환기 정지 시작 후 페블 노심 온도 중가에 따른 부 반웅도 궤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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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해 원자로 출력 감소가 시작되고 약 400 초 후에 영 (zero) 출력에 도달한다 

오랜 시간 동안 원자로는 미임계 상태를 유지한 후 재임계가 되고 약 4200 초에 재 

임계 peak 진동 출력에 도달한다 출력은 노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궤환 효과 

에 의해서 여러번 oscillation 한후 낮은 출력 수준으로 안정화된다 그림 3.3.4.21 (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출력 거동은 초기 출력 감소 곡선/ 오랜 시간 후 재임 

계 발생 시간 및 peak 출력 값 퉁은 시험 값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4200 

초에 재임계 peak 진동 출력이 초기 출력의 25%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4400 초에 초기 출력의 25%로 재임계 peak가 발생한 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 

하였다 

그립 3.3.4.21 φ)는 순환기 정지 시작 후 총 반용도 변화를 보여주는데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반사체 온도I xenon 농도 및 제어봉 영향에 따른 반용도 궤환 

효과가 포함된 것이다 LOFC ATWS 동안 원자로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았으 

므로 제어봉에 의한 반용도 영향은 없다. 총 반웅도는 부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 

240 초 동안 급격히 감소한 후에 서서히 중가한다 원자로는 2900 초에 재입계되고 

4000 초에 재임계 peak에 도달한다 핵연료， 반사체 및 xenon 농도의 영향에 비해 

서 혹연 감속재의 반웅도가 주로 총 반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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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ctor Power 

그림 3.3.4.21 LOFC A TWS 과도상태 원자로 출력 및 반웅도 변화 

그림 3.3.4.22는 순환기 정지 시작 후 핵연료 및 흑연 감속재의 최대 온도 거동을 

보여주고 었다. 최대 핵연료 온도는 4000 초 동안 서서히 약 116 oC 감소 (-1.74 

。Cjmin)한 후 원자로 출력 거동같이 oscillation 한다 최대 혹연 감속재 온도는 순 

환기 정지 시작 후순간척으로 대류 열전달이 많이 감소하여 70 초 동안 온도가 증 

가한 후 핵연료 옹도와 유사한 거동을 한다. 핵연료와 흑연 갑속재의 온도 거통이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혹연 갑속재가 총 반웅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흑연 

감속재의 용도 계수가 핵연료보다 약 7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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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2 LOFC A TWS 과도상태 핵연료 및 혹연감속재 최대 옹도 변화 

(나) 1mk CRW ATWS 계산 결과 

그림 3.3.4.23 (a)는 1mk 제어봉 인출이 시작된 후 원자로 출력 계산 결과를 시 

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원자로 출력은 제어봉 인출에 따른 반응도 부과에 의해 급 

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12초에 120% 파출력에 도달하였다 순환기 정지 시작 후에 

도 출력은 반옹도 삽입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여 30초에 142% 파출력 peak에 도 

달한다. 계산된 초기 출력 거통은 22초에 149% 과출력 peak에 도달한 시험 자료와 

매우 유사하였다. 출력 증가와 유량 감소에 따라 페블 노심 온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 원자로 출력 감소가 시작되어 약 400 초 후에 영 

출력에 도달한다 오랜 시간 동안 원자로는 미엄계 상태를 유지한 후 재임계가 되 

고 약 4100 초에 초기 출력의 28% 재임계 peak 진동 출력에 도달하는데 이는 4200 

초에 초기 출력의 25%로 재임계 peak가 발생한 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출 

력은 노십 온도 변화에 따른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서 여러번 oscilla tion 한후 낮 

은 출력 수준으로 안정화된다‘ 

그립 3.3.4.23 (b)는 1mk 제어봉 인출이 시작된 후 총 반웅도 변화를 보여주는 

데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반사체 온도I xenon 농도 및 제어봉 영향에 따른 반 

웅도 궤환 효과가 포함된 것이다 제어봉의 반웅도는 그림 3.3.4.19에서 나타난 시험 

값이 된다. 총 반웅도는 제어봉 반웅도 삽입에 따라 20초에 최대가 되고 이후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부 반웅도 영향이 섭입된 제어봉 반웅도보다 크게되는 40초에 

zer。 이하로 떨어진다 부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 280 초 동안 계속 감소한 후에 

서서히 증가한다. 원자로는 2900 초에 재임계되고 4000 초에 재임계 peak에 도달한 

다 핵연료/ 반사체 및 xenon 농도의 영향에 비해서 흑연 갑속재과 제어봉의 반용 

도가 주로 총 반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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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activity (a) Reactor Power 

1mk-CRW ATWS 과도상태 원자로 출력 및 반용도 변화 

그림 3.3.4.24는 1mk 제어몽 인출이 시작된 후 핵연료 및 혹연 갑속재의 최대 옹 

도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핵연료 온도는 제어봉 인출 직후 출력 중가에 따라 

40 초 동안 약 7 0 C 증가한다 。l후에 최대 핵연료 온도는 4000 초 동안 서서히 약 

115 oC 감소 (-1.74 OCjrnin)한 후 원자로 출력같이 거통한다 최대 흑연 감속재 온 

도는 제어봉 인출 직후 출력 증가와 순간적 대류 열전달 감소에 기인하여 80 초 동 

안 온도가 12 oC 중가한 후 핵연료 온도와 유사한 거동을 한다 1mk 제어몽 인출 

은 반웅도 삽입량이 작아 순환기 정지 시작 후 원자로 출력과 노심 용도의 거통은 

LOFC 시험 자료와 매우 유사하였다. 

그림 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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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4 1mk-CRW A TWS 과도상태 핵연료 및 혹연감속재 최대 옹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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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mk CRW A TWS 계 산 결과 



그림 3.3.4.25는 5mk 제어봉 인출이 시작된 후 원자로 출력 계산 결과를 시험 자 

료와 비교하였다 그림 3.3.4 .25 (a)는 그링 3.3.4.20에서 제시된 유량 감소 조건을 적 

용하여 계산된 결과이며 그립 3.3.4.25 (b)는 그림 3.3.4.20의 유량 감소보다 다소 늦 

게 감소되어 약 50 초에 유량이 zero가 되는 곡선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3.3.4.25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원자로 출력 거동은 시험 자료와 

일치하였다 반옹도 삽입량이 크기 때문에 출력의 변화가 1mk 제어봉 인출인 경우 

보다 빠르고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로 출력은 7초에 120% 과출력이 되고 30초에 

216% peak 과출력에 각각 도달하였다 계산된 peak 과출력은 30초에 241% peak 

과출력인 시험 값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고 초기 출력 감소 모양이 시험 자료보다 

다소 빠르게 나타났다 재임계 peak 출력 이 3200초에 초기 출력의 31% 정도로 나 

타났는데 이는 3420 초에 27% 출력으로 나타난 시험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t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원자로 출력 거동 오차가 1mk 제어봉 인출인 경우 다소 

크게 나타났다. 유량 감소 곡선과 point-kinetic 변수를 변하시 키 면 수행 된 다양한 

계산에 의하면 초기 과출력 값과 이후 출력 감소 곡선의 모양은 순환기 정지 시작 

후 유량 감소 곡선에 민감하였다 따라서r 그림 3.3.4.25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 

량 곡선을 조금 수정하여 계산한 초기 출력 거동은 시험치에 보다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5mk 제어봉 인출이 시작된 후 총 반웅도 거동을 보면 peak 반웅도는 20초에 발 

생하고 미임계 시작은 50초 발생하는데 이는 1mk 제어봉 인출인 경우와 유사하다

원자로는 2100 초에 재임계되고 3100 초에 재임계 peak에 도달한다 핵연료/ 반사체 

및 xenon 농도의 영향에 비해서 흑연 감속재과 제어봉의 반웅도가 주로 총 반웅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의 반웅도 영향은 1mk 제어봉 인출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온도 구배가 크기 때문이다. 재엄계에 미치는 

xenon 놓도의 영향[5. Hu，2006]이 미미한 것은 원자로 출력이 낮은 HTR-10 원자로 

의 초기 xenon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3) 결과 요약 

GAMMA+ 코드 검중 계산 결과로서， 원자로 출력 거동은 초기 출력 증감 곡 

선， 오랜 시간 후 재엄계 발생 시점과 재임계 oscillation peak 출력 둥에서 

시험 자료와 매우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ATW5 통안 HTR-10 원자로의 재임계 발생은 주로 흑연 감속재 반웅도 궤환 

의 영향올 받으며 핵연료I 반사체 및 xenon 농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 

다 

xenon 농도의 영향이 적은 것은 원자로 출력이 낮은 HTR-10 원자로의 초기 

xenon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GAMMA+ 코드는 향후 VHTR 원자로 ATW5 평 가에 적 용되 어 point-kinetic 

- 257 -



방정식을 사용한 원자로 출력 거동 simulation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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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ing the Rapid flow Coastdown (b) Using the Slow Flow Coastdown 

그림 3.3.4.25 5mk-CRW ATWS 과도상태 원자로 출력 변화 

라. JAEA HITR Simulator 저압열전도 시험 검중계산 

(1) 해석 방법 및 모델 기술 

(가) HITR-Simulator 계통 및 저압열전도 시험 

그림 3.3.4.26는 JAERI의 고온가스 시험 원자로인 HπR를 1/10 크기로 모사한 

시험 장치 개략도[K. Kunitomi，1989.02]를 보여주고 있다 모의 노심은 길이 1200 

mm이고 내경 12.7 mm인 heater pipe가 fiber 단열재 원통노심에 43개 배열되어 있 

다 43개 heater pipe는 5개의 ring에 각각 1, 6, 12, 18, 6 개씩 배치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각 nng을 ring-1 - ring-5로 표시하고 내부 19개 및 외부 24개 영역을 

각각 mner 및 。uter zone 으로 구분하였다. 1개 heater에 공급되는 전력은 36 W 

이며 최대 온도는 450 0C로 설계되었다 노심， 노심용기 및 원자로 압력관의 직경은 

각각 300 mrn, 406 mm 및 500 mm 이다. 원자로 전체 외경은 500 mm 이고 높이 

는 3980 mm 이다. 

냉각 공기 유통 방향은 그림 3.3.4.26에 화살표로 나타내었는데 inlet pipe 로 유 

입되는 공기는 lower plenum을 거쳐 모의 노심 43개 heater pipe 내부 유로를 따 

라 상숭한다. top plenum의 공기는 모의 노심과 압력관 사이 환형 유로를 따라 하 

강하고 bottom plenum 및 coaxial pipe를 거쳐 。utlet pipe로 흐른다. 전체 모의 원 

자로 구조물에서 고체 및 유체의 온도 측정 위치는 1637~ 이며 공기 유량은 inlet 

plpe 하단부에서 초음파 유량기로 측정된다 

• 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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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26 HITR-Simulator 노심 모사 시험 장치 

JAERI의 저압열전도 시험은 먼저 공기 유량이 흐르지 않도록 입출구 밸브를 장 

근 상태에서 모의 노심 온도를 중가시킨다 노심 온도가 정상상태 도달한 후 노심 

출력을 zero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입출구 밸브를 다시 열어 자연 순환올 발생시킨 

다， 시험은 시간에 따라 자연 순환 유량과 노심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 측정하였다‘ 

표 3.3.4.15은 저압열전도 시험시 mner 및 outer zone의 초기 출력， 출력 감소 시간/ 

냉각수 및 입구 공기 옹도 조건 퉁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정상 

상태출력과 저압열전도 시험 시작후 출력이 zero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시험 [K. Kunitomi，1989.02]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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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5 JAERI 저압열전도 시험 조건 

Power: change Pow~r change Waler Inlet air Experimenlal of 19 inner of 24 oulcr 
ten1PI℃era]tLire lem關ture

condilions heate[Wr p]lpes heate[wr urllfS 

100 • O 100 • O 
25 z7 CASE• l 

(0.0 hrl (0.0 hrl 
100 • O 100 • O 

25 27 CASE- 2 
(1.0 hr) 0.0 hr} 

100 • O 300 • O 
24 24 CASE- 3 

(0.0 hrl (0.0 hr) L 

(나) GAMMA+ 코드 해석 모델 및 계산 조건 

그립 3.3 .4.27은 SUS heater 및 fiber 단열재로 구성된 모의 노심에 대한 

GAMMA+ 코드 상세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노심의 R-Z 방향 계산 격 

자는 20x14 로 설갱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개 heater 는 원형환 rmg-

1 -ring-5에 각각 배치시키고 각 ring은 유로 면적을 고려하여 기포율올 계산하였 

다. 14개의 노심 축방향 계산 격자중에서 양단 2 cm는 unheated zone으로 셜정하 

였고 12 개 계산 격자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 ring의 출력 첨두 계수 입력 자료를 

표 3.3.4.16에 기술하였다 

계산 조건으로서 먼저 그림 3.3.4.28의 물성치 [K. Kunitomi，1989.02]에 나타난 

SUS heater 및 fiber 단열재 각각의 열전도도 및 체적 열용량을 적용하였다. 두 번 

째 계산 조건은 JAERI가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그림 3.3.4.29의 퉁가 노심 열전도 

도[K. Ku띠tomi，1989.0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퉁가 노심 열전도도는 앓고 길이가 

긴 SUS heater의 영향으로 축방향 열전도도가 반경 방향 열전도도보다 훨씬 큰 것 

을 알 수 있다 본 계산[전지수，2008.12]에서는 압력관내 water 유동올 고려하지 않 

았고 압력관 외벽 온도가 표 3.3.4.15의 시험 온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복사열 

전달은 압력관 내벽/ 노심용기 외벽 및 노십 상하부면에서 고려되었고 방사율은 0.8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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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ll Domain R(j)‘ m 
l ir l 0 여JIl65 

2 
3 ir2 0.03 
4 ir3 oα165 

5 
6 
t ir4 0.06 
R i.s oα;00 

9 
10 
11 i>'6 0.09 
12 ir7 oαXδ 

13 
14 
15 ir8 0.1 2 
16 i<9 0.1 265 
17 
18 
19 ir lO 0.1 43 

~Ial양"ial 、.'oid fracl“’n 
SUS IIP in Rin~ - l O.5.1R9J 

Fibcr InsulaLÎon 

sus 1lP in Ring-2 0.55971 
Fïbcr Insul<"ltion 

sus lIP ‘n Iling-3 0.58&17 

Fi lx..>r Insulation 

SUS I IP in Iling-4 0.59873 
Fibcr Insulation 

5US IIP in Ring-5 0.15100 
Fibel" Insulaûon 

”’ 
‘ '~ ~ 

ν "’J .. Ç<지 γl 

I ‘’ ir
l 

';.J ‘ η ‘ o “ η c ‘:; ~j "þ‘ l • 

\，‘ ckf 。 iiJ7
X ; rj c, 。 ‘? p c ι 
、\‘ '0.: 0 ~' 。 ‘ ; 
、kr、 ,. 

• ='''' 

20 irll 0.15 '---- ￥U$ 

그림 3.3.4.27 GAMMA+ 코드 해석용 상세 노심 영역 모텔 

표 3.3 .4.16 GAMMA+ 코드용 출력 첨두 계수 입력 변수 

(a) Power Data for lnner and Outer Zone 

Total Power (W) 200 400 comments 

Region-I Power (W) 100 100 for 19 heaters in inner zone 

Region-2 Power (W) 100 300 for 24 heaters in outer zone 

Pin Power-I (W) 5.263158 5.263158 p l11 power “r region-I 

Pin Power-2 (W) 4.166667 12.500000 pin power for region-2 

(b) Ring Power and Power Peaking Factor 

Test Item ring-I ring-2 ring-3 ring-4 nng-) 

CASE- I & Power (W) 5.263158 3 1.578947 63.157895 75.000000 25 .000000 

2 Peaking Factor 8.179464 8.495194 8.931706 7.194154 1.814347 

PO\'、wer(W) 5.263158 31 .578947 63.157895 225.000000 75.000000 
CASE-3 

Peal‘ing Factor 4.089732 4.247597 4.465853 10.791231 2.7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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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ber 단열재 열전도도 및 체 적 열용량 

SUS Heater 및 Fiber 단열재 개별 물성치 입력 자료 

(a) SUS 열전도도 및 체적 열용량 

그림 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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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Heater 및 Fiber 단열재 노심 퉁가 물성치 입력 자료 그립 3.3.4.29 

(3) 계산 결과 

노심 중앙부에서 

저압열전도 시험 

일정 시간 중가 

(가) CASE-1 저압열전도 계산 결과 

그립 3.3.4.30은 ring-1 의 온도 계산 결과로서 노심 상하부 및 

측정된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노심 하부와 중앙부에서 용도는 

시작 후 바로 감소하지만 노심 상부 온도는 자연 순환의 영향으로 

한 후 감소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시험 자료와 GAMMA+ 코드 예측 결과는 서로 정량적인 초기 온도 차이 뿐만 

아니라 온도 감소 구배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치는 노심 상부 용도가 2 시 

감 동안 30 OC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지만 계산 결과는 1 시간 동안 15 OC 미만 
으로 중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심 중앙부 온도의 예측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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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시험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따르지만 정량적인 편차는 많이 나타나고 있 

다. 노심 하부의 초기 온도 감소 구배가 시험 자료보다 매우 완만하여 서로 정량적 

인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GAMMA+ 코드 예측 온도는 모두 시험 자료보다 높게 나 

타났다 둥가 열전도도를 사용한 경우와 개별 물성치를 사용한 경우의 계산 결과는 

서로 약간의 초기 온도 차이를 가지며 감소 경향은 매우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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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 물성치 사용한 경우 (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림 3.3.4.30 CASE-1 조건 Center Heater 온도 거동 

그림 3.3.4.31은 저압열전도 시험 시작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순환 유량 변화 

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시험 자료는 입구 배관에 설치된 초음파 유량계에 의 

해 측정된 자료이며 계산 결과는 입구 배관파 압력관과 노십 용기 사이 환형 유로 

에서 계산된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입구 배관과 환형 유로의 유량은 서로 동일하며 계산 결과는 초기 zero 유량에 

서 짧은 시간동안 5.6 kgjs 까지 중가하고 다시 4.6 kgjs으로 감소한 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시험 자료는 초기 짧은 시간동안 유량 증감은 표시하지 

않았고 초기 4.2 kgjs 유량에서 약 15시간 후 zero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GAMMA+ 코드 예측 결과는 계산된 25 시간 후 까지도 유량이 zero 로 감소하 

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JAERI의 계산 결과[K. Kunitomi，1989.02]와도 유사하 

다 저압열전도 시험은 입구 배관과 출구 배관 사이가 서로 연결된 폐회로 (closed 

loop) 상태에서 양단 밸브를 개폐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므로 초기 온도 차이에 의 

해 발생된 유량은 폐회로 유통 경로를 지나연서 유통 저항에 의해 급격히 유량이 

감소하지만 코드 계산은 양단 입구에서 대기압 경계 조건만올 사용하므로 유량 감 

소가 천천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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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 몰성치 사용한 경우 (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림 3.3.4.31 CASE-1 조건 자연순환 유량 변화 

(나) CASE-2 저압열전도 계산 결과 

CASE-2 시험은 CASE-1 시험과 초기 정상 상태 조건이 서로 동일하며 표 

3.3.4. 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력 감소가 1시간에 걸쳐 느리게 발생한다 

그림 3.3.4.32는 ring-1 heater의 온도 계산 결과로서 노섬 상하부 및 노심 중앙부 

에서 측정된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CASE-1 계산 결파와 유사하게 노심 하부와 

중앙부에서 온도는 저압열전도 시험 시작후 바로 감소하지만 노심 상부의 용도는 

자연 순환의 영향으로 일정 시간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노심 

상부의 초기 온도 중감 오차가 C싫E-1 계산 결과보다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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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 물성치 사용한 경우 (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립 3.3.4.32 CASE-2 조건 Center Heater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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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 .33은 저압열전도 시험 시작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순환 유량 변화를 

시 험 자료와 비 교하였는데， 참고로 CASE-1 시 험 자료와 함께 나타냈다 두 시 험 자 

료를 비교하면 CASE-1인 경우 초기 4.2 kg/s 유량에서 약 15시간 후 zero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CASE-2인 경우는 초기 유량이 이보다 낮은 약 3.4 kg/s 에 

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약 14시간 후 zero 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여주 있다 

CASE-2의 GAMMA+ 코드 예측 결과는 CASE-1과 거의 유사하게 초기 4.6 kg/s 

유량에서 서서히 감소하며 계산된 25 시간 후 까지도 유량이 zero 로 감소하지 않 

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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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 물성치 사용한 경우 (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림 3.3.4.33 CASE-2 조건 자연순환 유량 변화 

(다) CASE-3 저압열전도 계산 결과 

CASE-3 시험은 CASE-1 시험인 경우보다 초기 정상상태 출력이 2배로 크며 출 

력 감소는 동일하게 0 시간에 걸쳐 빠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두 시험 내용은 서로 

정량적인 예측면에서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CASE-3 저압열전도 시험 초기 

정상 상태에서 계산된 축방향 및 반경 방향 노심 용도 분포 결과를 보면 

GAMMA+ 코드의 정상 상태 최고 용도는 약 431 Oc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HTIR-SirnuJator 설계 최고 온도 450 Oc에 근접하며 CASE-1 의 최고 온도인 310 

。C 보다 훨씬 높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4.34은 ring-1 heater의 온도 계산 결과로서 노심 상하부 및 노심 중앙부 

에서 측정된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CASE-3 의 계산 결과는 시험 자료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많은 편차를 보여준다 계산된 노심 중앙부 초기 온도는 약 431 OC 

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시험 자료는 CASE-1 자료와 유사하게 약 310 0C에 

서부터 감소한다 이는 시험 시작전 정상 상태 온도 조건이 시험 자료와 많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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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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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 물성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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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4 CASE-3 조건 Center Heater 온도 거동 

(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림 3.3.4.35는 저압열전도 시험 시작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순환 유량 변화 

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였는데/ 참고로 C싫E-l&2 시험 자료와 함께 나타냈다 

CASE-1&2 두 시험 자료는 초기 유량에서 약 15시간 이내 모두 zero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CASE-3 인 경우에는 초기 3.4 kg/s 유량에서 2.4 kg/s 유량까지 

감소한 후 계속 유량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유량이 변하지 않는 요인과 초 

기 정상상태 용도 분포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시험 조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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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떨 불성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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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퉁가 물성치 사용한 경우 

그림 3.3.4.35 CASE-3 조건 자연순환 유량 변화 

CASE-3 의 GAMMA+ 코드 예측 결과는 CASE-1 보다 초기 유량이 높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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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서히 감소하며， CASE-3 시험 자료처럼 계산된 25 시간 후 까지도 유량이 zero 

로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3) 결과 요약 

GAMMA+ 코드 검증 계산으로서 HTfR-Simulator의 저압열전도 해석올 수행 

하였으며 3 종류의 시험 조건에 대해 계산된 노심 heater 온도， 환형 유로 공 

기 온도 및 자연 순환 유량 동을 시험 자료와 비교 평가하였다. 

• CASE-1&2 인 경우 GAMMA+ 코드 예측치는 정성적으로 시험 자료 거동을 

보여주지만 정량적으로 많은 편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저압열전도 시작 후 자 

연 순환에 의한 노심 heater 상부에서 초기 온도 증가량이 시험 자료보다 매 

우 낮고 자연 순환 유량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에도 zero로 감소하지 않았다. 

• 이는 HTfR-Simulator에 대한 기학학적 모델l 재료 물성치， 원자로 압력관 온 

도 경계 조건 및 초기 노심 출력 분포 둥에 대한 불확실한 자료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 CASE-3 인 경우 GAMMA+ 코드 예측치는 시험 자료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초기 정상상태 조건부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보다 상세한 시험 조건에 대한 자료가 훨요하다. 

노심 전체 퉁가열전도도를 사용한 계산 결과와 SUS heater 및 fiber 단열재 

각각의 열전도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서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향후 GAMMA+ 코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노심을 

모델하는 경우 전체 퉁가열전도도를 도출하지 않고 각 구성 요소의 재료 물 

성치만올 고려한 해석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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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분열생성물 및 삼중수소 거동의 해석모탤 명가 및 검중 

가 TRITGO를 이용한 참조 수소생산계통 삼중수소 분석 

(1) 수소생산계통 유형 

이 연구에서는 3종류의 참조 수소생산계풍 유형올 형가하였다 그림 3.3.5.1의 첫 

번째 수소생산계통 유형은 일차계통에 2단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차계통에는 

중기발생기가 연결된 모양이다‘ 실제로 수소 생산은 삼차계통에서 이루어진다 그러 

나 TRITGO 코드는 수소의 투과를 단지 이차 계통까지만 모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산된 수소가 이차계통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이 

차계통으로 투과된 모든 삼중수소는 정화계통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 한 이차계통 

에 다른 삼중수소 제거원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소 생산 계통(15: iodine 

S비fide))으로 누설， 투과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단 열교환기로부터 투과된 양올 

기준으로 수소생산 계통에서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를 평가하였 

다 이는 오염 준위를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되도록 할 것이다 

2단 열교환기 첫째 단에 대한 헬륨 유입 온도는 약 950.C 이고 출구 온도는 약 

781.7 .C 이다 2단 열교환기의 두번째 단에 대한 헬륨 유업 온도는 약 781.7 .C 이 

고 출구 온도는 약 486.4 .C 이다. 2단 열교환기 첫째 단에 대한 이차측 헬륨 유입 

온도는 704.9 .C 이고， 출구 온도는 925 .C 이다 2단 열교환기 둘째 단에 대한 이 

차측 헬륨 유입 온도는 310.3 .C 이고， 헬륨 출구 용도는 703.8 .C 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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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수소생산계통 유형 -1 에 대한 계통도 

그림 3.3.5.2의 수소생산계통 두번째 유형은 일차계통에 2개의 중간(intermediate)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차계통에는 증기발생기가 연결된 모양이다. 일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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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개중 한 열교환기는 작은 65MWt 급 중간열교환기이고 다른 한 개는 대용량의 

54π1Wt 급 중간열교환기이다. 일차계통에 65MWt 중간열교환기로 부터의 총열량 

(600MWt)의 10%가 수소생산을 위한 1S 계통으로 전달된다. 실제로 생산된 수소는 

삼차계통에 존재한다， 그러나 TRITGO 코드의 성능을 고려하여， 수소는 마치 이차 

계통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삼중수소는 소형의 65MWt 중간 

열교환기와 대형의 54π1Wt 중간 열교환기를 통하여 함께 투과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이는 투과양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게 할 것이다-

65MWt 소형 중간열교환기의 헬륨 유입 온도는 950"C 이고 출구 용도는 480.0 。

C 이다 이차측의 헬륨 유입 온도는 410.0 'c, 출구 온도는 925 'c 이다 547MWt 

대형 중간열교환기의 헬륨 유입 온도는 950 'c 이고 출구 온도는 480.0 'c 이다‘ 이 

차측의 헬륨 유입 온도는 296.6 'C 그리고 출구 온도는 750 ' 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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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수소생산계통 유형-2 에 대한 계통도 

그림 3.3.5.3의 수소생산계통 세번째 모양은 65MWt 소형 중간열교환기와 545 

MWt 중기발생기가 일차계통에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이 65MWt 소형 중간열교 

환기는 수소생산계통 유형-2 에서의 65MWt 소형 중간열교환기와 동일하다. 이 수 

소생산계통 유형-3 경우도 실제는 생산된 수소가 상차계통에 존재하지만 이차계통 

에 폰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삽중수소는 소형의 65MWt 중간 열교환 

기와 545MWt 중기발생기를 통하여 함께 투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투과양 

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게 할 것이다 

증기발생기 유입 헬륨 온도는 950 'c 이고 출구 온도는 480.8 'C 이다 중기발 

생기 이차측 냉각수 (물) 유입 옹도는 230 'c 이고 수중기 출구 옹도는 537.8 'c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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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수소생산계통 유형-3 에 대한 계통도 

(2) 삼중수소 선원항 

고온가스에서 삼중수소는 삼분 분열 (temary fission)할 경우와 혹연 반사체내 불 

순물， 제어봉 물질올 포함한 보론과 중성자간의 활성 반옹(activation reaction)시 생 

성된다 또한 헬륨 냉각재에 극히 낮은 동위원소 분융의 3He 과 중성자간의 홉수 
반웅으로 생성될 수 있다 

삼분 분열은 고온가스로 경우 중요한 삼중수소 생성 기구 (mechanism)이다- 따 

라서 TRlSO 핵연료 입자로부터 삼중수소의 방출 분율을 적절하게 예욕하는 것이 

중요하다. TRISO 핵연료내 연료부분 (fuel kemel)은 연속적으로 4개 충에 의해 둘 

러 쌓여있다 4개 층은 안쪽으로부터 완충 총 (Buffer), 다공성 충 (porous Pyc), 탄 

화규소 층(SiC) 그리고 맨 바깥에 고밀도 Pyc (dense PyC )충으로 각각 피복되어 

덮여있다 

TRlSO 핵연료 업자로부터 삼중수소의 방출 분융올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3 

차원 시간 의폰 용도 분포를 고려한 전체 노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은 고비용과 많은 시간올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TRIS。 핵연료 업자로 

부터 삼중수소의 방출 분율을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방법 

(approximate method) 올 적용하였다 그립 3.3.5.4는 GA사가 개발한 TRIS。 핵연 

료내 일정 핵연료 온도에서의 TRlSO 핵연료로 부터의 삼중수소 방출 분율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모텔은 특정 시간에 TRIS。 핵연료내 핵연료 온도의 함수 

로 삼중수소의 방출 분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출 시간올 3년(1095 

day)로 가정 하였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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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4 핵연료 부피 분율에 따른 꺼uso 입자내 핵연료 온도 

GA사는 핵연료 부피 분율의 함수로 TRISO 입자내 핵연료 온도를 구하기 위한 

그립 3.355의 곡션을 개발하였다 핵연료 부피 분율은 약 0.2 이다. 아래의 그립 

3.35.5로 부터 핵연료 온도는 약 1025 "C 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냉각재로 방출될 

수 있는 핵연료에서 생산된 삼중수소의 방출분율은 약 0.3 으로 예측되었다 

。

? " m‘η(1<) 

그림 3.35 .5 방출기간에 따라서 TRTS。 입자내 핵연료 온도에 따른 삼중수소 

방출분율 

원자로 열출력은 약 600 MWt 이고/ 출력 밀도는 단위 체적당 6.6 Wjcm
3 이다

용량 인자 (capacity factor)는 약 90% 이고， 냉각재내 3He 분율은 약 2x10-
7 이다. 

표 3.3.5.1은 핵연료 요소 흑연(fuel element graphite), 교체용 혹연 반사체， 무교체 

(permanent) 흑연 반사체 그리고 제어봉관 같은 부품내 불순물 농도값을 요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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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표 3.3.5.1 각 부풍내 불순물 농도 요약표 

싫히 핵연료요소 교체용 반사체 영구용 반사체 제어봉 

흑연 [ppm) 흑연[ppm) 혹연 (ppm) (ppm) 

Lithium 0.036 0.036 2 0 

Boron 41 2 8 4.0x105 

Bcrylium 0 0 0 0 

표 3.3.5.2는 기본 경우(Base case, 모양-1)， 총 삼중수소 생성양에 대한 삼중수소 

생성원 별 상대적인 기여 백분율 값을 보여준다-

표 3.3.5.2 총 삼중수소 생성양에 대한 생성원별 상대적인 기여 백분율 

BlO BI0 
Total Li -6 Li- 7 C- 12 Be- 9 3He Fission Time 

Case 
[%] [%] [%] 

(fast) (therm 
[%] [%] [%] [%] [Year] 

[%] aI) [%] 
유형 - 1 100 0.46 1,6 57.7 0.74 0 0 0.4 39.1 4.5 

TRITGO 100 0.571 24.7 27.1 0.352 0 0 0.45 46.8 50 

표 3.3.5.2에 의하면， 주요 삼중수소 생성원은 큰 순서별로 상분 핵분열， 제어봉의 

보론 그리고 반사체내 불순물들과 중성자와의 활성 반웅으로 예측 되었다. 50년 운 

전올 가정한 경우/ 총 삼중수소 생성양은 약 91,452 ci 로 예흑되었고， 고속 중성자 

에 의한 보론과의 활성 반옹에 의한 생성양은 약 24,001 ci 로 예흑되었다‘ 그러나 

보론으로 부터의 삼중수소 생성양은 활성 반옹에 의한 보론 자체의 감소 

(depJetion)로 24년 운전 경과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삼분 분 

열에 의한 총 삼중수소 생성양은 약 42,975 Ci 로 예측되었다 

다른 삽중수소 생성원은 혹연 감속체내 Li 불순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이다.Li 

불순물로 부터 삼중수소 발생은 계속 증가하여 50년 운전시 23,745 Ci 에 도달된다 

비록 노심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영구(permanent) 감속체 내에 Li 불순물 농 

도가 높지만， 중성자속의 크기가 노심 외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36개의 제어 

봉이 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B-lQ의 질량은 7,400 Ib로 가정하였다‘ 헬륨 냉각 

재로부터 삼중수소 발생양은 약 417 ci 이며/ 고체 내 결속된 상중수소 양은 약 

77,860 Ci 로서 이는 50년 운전기간 동안 발생한 총 삼중수소양의 85% 에 해당된 

다 

(3) TR lTGO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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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심은 11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핵연료 부분은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 

으로 구분하였다 상단 반사체는 핵연료 상단부 위쪽에 위치하고， 하단 반사체는 핵 

연료 하단부 아래쪽에 위치한다 노심지지 구조물 영역은 전체 핵연료 영역중 최하 

단에 위치한다 유동 분산 구조물은 핵연료 하단부와 최하단 노심지지 구조물 사이 

에 위치한다 중앙 반사체는 반경방향으로 전체 노심의 중앙에 위치한다， 외곽 반사 

체는 교체용과 영구용의 두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어봉은 영구용 영역으로 간주 

한다‘ 
표 3.3.5.3은 노심내 각 영역별로 온도， 중성자속， 흑연의 질량 그리고 불순물 준 

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그림 3.3.5.6은 TRITGO 코드를 이용하여 600 MWt 참조원 

전을 모의하기 위한 개념적인 노심 모텔을 보여준다 전체 노심내 온도 분포는 

GAMMA+ 코드 계산 결파에 의해 준비되었고/ 중성자속의 분포는 GT-MHR 자료 

를 이용하였다 특히 외곽 반사체에서 반경 방향으로 중성자속이 급격하게 감소되 

는 점을 고려하였다 혹연의 질량과 각 영역별 불순불 준위에 관한 자료는 

GT-MHR 개념설계 보고서를 참조하여 유도하였다 

표 3 .3.5.3 600MWt 참조원전용 TRITGO 코드 입력 자료 

영역 T['C] Flux 2 Be 
[n/cm"-s] Mass [Jb] Li [ppm] B [ppm] [ppm] 

노심 (상단) 장36.0 82,100 O떠6 41 0 
3.73x !O'3 

노심 (중단) 908.0 (고속) 

1.02x10'2 
110,000 0.036 41 0 

노싱 (하단) 996.0 (저속) 82,100 

반사채 (상단) 490.0 55,400 0.036 2 0 

반사체 (하단) 944.0 
34,100 0.036 2 0 

유동 분배기 947.0 17,100 

반사체 (중앙) 
1.0X!Oll 

561.0 
5.0X !09 

281 ,000 0.036 2 0 

외곽반사용)채 
(교체 586.0 

5.0x!O" 

1.0X!Oll 
414,000 0.036 2 0 

외(팍영구반사용)체 551.0 
J.OxJQll 

5.0X !09 
328,000 2.0 8 0 

노심지지구조불 2.48xI013 

(영구용) 
919.0 

0.68xIO'2 
229.000 0 0 0 

제어봉 248xlOl3 

(영구용) 
630.0 

0.68xlO'2 7,400 0 4.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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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G。 코드의 600 MWt 참조원전 모의용 노섬 구역도 

핵연료 주기 길이는 425 EFPD이고 핵연료 거주 시칸은 850 EFPD 이다 따라서 

노십 내 3개 핵연료 영역은 매 주기마다 핵연료의 50%가 교체된다. 모든 교체용 반 

사체(중앙t 상단， 하단 그리고 외곽)의 25%가 매 주기마다 교체된다 방출된 삼중수 

소는 고체 내부에 포획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노심내 영역에서 삼중수소의 포획 

그림 3.3.5.6 

인자 값을 0.99로 가정하였다 

평균 냉각재 온도는 770 oC로 가정하였고， 냉각재내 존재하는 3He 불순불 분율 
을 2‘Oxl0.'으로 가정하였다- 일차계통에 설치된 ’헬륨정화계통/의 정화상수는 
2.36xlO.5 sec.1으로 가정하였다- 정화 효율값 1은 정화 계통내 유입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 계통내 수소 농도는 10 ppm으로 
가정하였고， 혹연에 대한 삼중수소의 홉착은 'Myer' 상관식을 선택하였다 TRIRG。

코드내 Mayer 상관식에 기본으로 내장된 고속 중성자속 값 6x1025 n/m' 을 3xl025 

값으로 변경시켜서 적용하였다. 흑연에 대한 단위 질량당 표면적(BET=m'/g)은 0.5 

로 가정하였다. 또한 투과 금속 재료를 Incoloy-800을 기본으로 개발한 ’CEGA 상관 
식’을 적용하여 삼중수소의 투과 양을 모의하였다 

100% 

결과 (4) 분석 

펴 
。방출과 분포 특성을 

참조원전에서의 상중수소 분포 예측 

유형으로 부터 삼중수소 

• 276 

수소생산계통 모양의 

(가) 

3개 다른 



가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3개의 수소생산계통 유형 모의를 

위한 TRJTGO 입력은 투과 현상과 관련된 다른 열교환기나 중기발생기 부품들의 

온도， 표면적 그리고 관 두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3개의 다른 수소생산계 

통 유형에 대한 투과 현상 관련 입력 자료들은 각 유형별로 표 3.3.5.4-표 3.3.5.7에 

요약되어 있다 

표 3.3.5.4 수소생산계통 유형 -1 경우 2단 열교환기 투과 관련 자료 

부품 면적 [퍼전 두께 [mm] 온도 ["C] 
Hx sect- 1 stal!el 1104.8 2.4 938.5 
Hx sect-2 stal!e1 1104.8 2.4 870.0 
Hx sect-3 stal!el 1104.8 2.4 746.3 
Hx sect- 1 stal!e2 791.8 2.4 746.7 
Hx sect-2 stal!e2 791.8 2.4 609.6 
Hx sect- 3 stal!e2 791.8 2.4 407.1 

표 3.3.5.5 수소생산계통 유형-2 경우 54π1Wt 중간 열교환기 투과 관련 자료 

부풍 면적 [m' ] 두께 [mm] 온도 ["c] 

547MWT IHX -SI 621.2 2.4 856 .1 
547MWT lHX-S2 621.2 2.4 620 .1 
547MWT IHX -S3 621.2 2.4 393.9 

표 3.3.5.6 수소생산계통 유형-2，3 경우 65MWt 중간 열교환기 투과 관련 자료 

부풍 연적 [m2
] 두께 [mm] 온도 ["C] 

IHX sect- l 351.8 2.4 938.1 
IHX sect-2 351.8 2.4 861.1 

IHX sect-3 351.8 2.4 753.5 
IHX sect- 4 351.8 2.4 615.4 
1I•IX sect-5 351.8 2.4 446.7 

표 3.3.5 .7 수소생산계통 유형-3 경우 545 MWt 증기발생기 투과 관련 자료 

부풍 띤적 [m'] 두께 [mm] 온도["C] 

U-IX sect- l 351.8 3.82.4 938.1 
IllX sect-2 351.8 3.82.4 861.1 

IlIX sect-3 351.8 3.82.4 753.5 

1I-1X scct-4 35 1.8 3.82.4 615.4 

lI LX scct-5 351.8 3.82.4 446.7 

이 연구의 주목적은 3개 수소생산계통 유형 각각에 대해서/ 일차계통으로부터 IS 

계통에 생산된 수소 쪽으로의 삼중수소 투과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경우， 수소 

는 삽차계통에 존재하지만 TRJTGO 코드가 삼중수소 투과를 단지 일차계통으로부 

277 



터 이차계통 까지만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t 이 연구에서는 생산된 수소가 이차계 

통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단계 열교환기로부터 투과된 양을 수소 

생산 계통에서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 

였다 이는 오염 준위를 좀더 보수적으로 예측되도록 할 것이다. 

그립 3.3.5.7은 3종류의 각기 다른 발전소 모양들에 대하여/ 총 삼중수소 생성양， 

고체내 포획된 양r 삼분 핵분열시 생성된 양 그리고 중성자와의 활성반웅으로 생성 

된 양들을 비교하여서 보여준다- 그러나 3개의 다른 수소생산계통 유형별로 생성된 

삼중수소 양들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3.5.8은 고속 중성자와 B-10, 

중성자와 혹연내 Li-7 불순몰， 중성자와 냉각재내 3He 동위원소간의 활성 반웅으로 

생성된 각각의 삼중수소 생성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러나 3개 수소생산계통 

유형 간에 발생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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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7 생성원별 삼중수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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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8 Li-6, B-10, ~e의 삼중수소 생성 

그립 3.3.5.9과 그립 3.3.5.10에 의하면 수소생산계통 유형 -3 (config-3)경우 일차계 

통내 삼중수소 준위와 정화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것은 

정화양이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준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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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방사농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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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11에 의하면， 정화 계통올 제외하고/ 일차계통내 유일한 삼중수소 제거 

원인 혹연 반사체 표변에 대한 홉착양은 3개 다른 발전소 모양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3개 다른 수소생산계통 유형들로 부터 일차계통으로 부터 이차계통으 

로 투과된 삼중수소 양의 비교는 이 연구에서의 구하려는 중요한 결과중 하나이다 

그립 3.3.5.12에 의하면， 수소생산계통 유형 -1 (config-1) 경우가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투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다음으로 많이 투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경우는 

수소생산계통 유형-2 (config-2) 인 경우였다 수소생산계통 유형 -3 (config-3)인 경우 

가 삼중수소가 가장 적게 투과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제 3개의 각기 다른 수소 

생산계통 유형별로 예측된 삼중수소 투과 양을 기본으로， 궁극적으로 3개 발전소 

모양별로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3개 수 

소생산계통 유형별 연간 총 수소 생산양을 알아야한다 600MWt 상업용 H2-MHR 

에서의 약 10%의 수소 생산율을 가정하면， 연간 약 4.6x109 g 의 수소가 생산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모양-1 경우， 수소생산 운전 1년 시점에서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영 준위는 612 BqjH,-g 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투과양이 적게 

예측된 모양-3 경우는 오염준위가 531 BqjH,-g 그리고 중간의 투과양을 보였던 발 

전소 모양-2 경우는 571 BqjH,-g 으로 각각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삼중수소가 많이 투과되는 것으로 예측된 모양-1 을 기본 

으로， 삼중수소 거동 관련 주요 매개 변수들을 선정하여 민감도 계산을 수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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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5.11 만사체내 삼중수소 홉착 비교 그립 3.3.5.12 삼중수소 투과 비교 

(나) 수소생산물의 H3에 의한 오염 감소 전략 개발을 위한 민감도 계산 

수소생산계통 유형 -1은 가장 많이 삼중수소가 투과되는 경우로 예측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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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도 계산을 위한 대표적인 수소생산계통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3.5.8은 

민감도 계산을 위해서 선정한 매개 변수들 목록이다 대부분의 매개 변수들은 

TRITGO 코드의 입력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홉착양파 투과양 조정은 

TRITGO 코드내 직접적인 프로그램 수정이 요구된다 

표 3.3.5.8 수소생산물의 H3 오염준위 감소전략 개발을 위한 

민감도 변수 목록 

경우 띤감도 변수 

경우 l Li 블순울 감소 (x1/ 1O) 

경우 2 핵연료 방출 분율 감소 (xl/IO) : 3% 

경우←3 B-lO 방출 분융 감소 (xl/1Q) : 0.1% 

경우 4 B- lO 앙출 분율 증가 (x lO) 10% 
경우 5 고채내 H- 3 포획 양 증가 99.9% 
경우 6 고체내 H-3 포획 양 감소 90% 

경우 7 정 화양 증가 (x1 Q): 2.36x10 4 

경우-8 흑연 홉착 감소 (x l!10) 
정우-9 흑연 홈착 증가 (x10) 

경우 10 푸과융 감소 (x1/10) 

경우-11 투과율 증가 (x lO) 

경우-12 계 봉 옹도 감소 (-100 C) 

경우 13 개몽 용도 증가 (+ 100 C) 

그림 3.3.5.13은 모든 민감도 계산 경우로부터 예측된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삼중수소 홉착양을 1/10로 곱하여준 (기본경우 기준) 경우-8 이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경우는 투과양을 1/10로 감소 시킨 경우-10 이다 기본 경우，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준위가 발전소 수영기간 동안 (50년) 4.5x10" - 8.6x10" Ci 벙 

위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본 경우 보다 더 낮 

게 예측되는 경우가 관심이다.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준위가 가장 낮게 예측된 경우 

는 상중수소 홉착양올 기본 경우보다 10배 증가시킨， 경우-9 로 예측되었다 

다음번으로 일차계통내 삼중수소 농도가 낮게 예측된 경우는 경우-2 와 경우-11 

이었다 일차계통으로부터 삼중수소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어는 투과양올 

중가시키거나 또는 TRS。 핵연료로 부터의 삼중수소 방출올 감소시키는 경우로 예 

측되었다-

즉 이같은 결과는 TRlSO 핵연료 업자를 손상되지 않게 제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어봉내 8-10 으로 부터의 삼중수소 방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차 

계통내 삼중수소 준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그림 3.3.5 .14은 모든 민감도 경우에 일차계통내 정화양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큰 정화 용량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론으로부터의 삼중수소 방출을 10배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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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4 이며 다음으로 큰 정화 용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정화양이 10배 중가된 

경우-7 이다. 기본 경우의 정화양은 계속 감소하여， 50년 운전 시에는 13.95 ci 준위 

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타로 큰 정화 용량을 요구한 경우는 경우-8과 경 

우-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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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3 삼중수소 방사능 민감도 분석 그립 3.3.5.14 정화양 민감도 분석 

그림 3.3.5.15는 모든 민감도 경우， 일차계통내 흑연에 홉착된 삼중수소 양을 비 

교하여 보여준다 기본 경우에 50년 운전시 삼중수소 홉착양은 총 11,897 ci 이다 

그러나 핵연료로부터 삼중수소 방출 분율을 10배 감소시킨 경우-2는 삼중수소가 가 

장 적게/ 즉 1,336 ci 가 홉착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 

면 홉착양은 냉각재로의 삼중수소 방출양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기타 삽중수소가 적게 홉착된 경우는 경우-8 과 경우-11 이었다 삼중수소가 흑 

연에 가장 많이 홉착되는 경우는 경우-9와 경우-10으로 50년 운전시， 총 홉착양은 

13,200 Ci 로 예측되었다 

그립 3.3.5.16은 모든 민감도 경우에 대해서 50년 운전 동안 일차계통으로부터 이 

차계통으로 투과한 삼중수소 양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b1Coloy-800관 물질 투과 실험 결과로 부터 개발한 'CEGA 상관식/을 적용한 

TRITG。 코드를 이용하여 일차계통으로부터 이차계통으로의 삼중수소 투과양을 예 

흑하였다 기본 경우로 부터의 삼중수소 투과양을 10배 증가시킨 경우-11 이 가장 

많이 삼중수소가 투과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때 15 계통에서 최종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는 연간 수소 생산양을 4.6x109 g으로 가정할 때， 

1,707 Bq/H2-g 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투과된 경우는 일차계통에서 흑연 

에 홉착되는 삼중수소양을 1/10로 감소시킨 경우-8 로 예측되었다. 

가장 투과양이 적은 것으로 예측된 경우는 투과양을 임의로 1/10로 감소시킨 경 

우-10 으로 예측되었고I 이경우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준위는 476 

Bq/H2-g 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기본 경우 오염 준위가 615 Bq/H2-g 으로 예흑 

되어/ 이는 일본에서 정의한 수소 오염 제한 값인 56 Bq/H2-g 을 훨씬 초과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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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삼중수소에 의한 생산된 수소의 오염준위 정도는 연간 수소 생산 양과 발전소 

운전 시작 후 1년 시점에서의 삼중수소 투과 양올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다 발전소 

운전 시작 후 1년 시정의 삼중수소 투과양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때 삼중수소 생산 

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림 3.3.5.16은 모든 민감도 경우에 예측된 투과양이 크게 3개 군 (group)을 형 

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투과양올 보여준 경우는 경우-11， 경우-8 그리고 

경우-4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는 기본 경우 보다 투과양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 경 

우-6과 경우-13 이다‘ 오염준위가 가장 낮게 예측된 경우-10， 경우-9， 경우-2 그리고 

경우-3이 오염 감소 전략으로 추천할 수 있는 군이 되겠다-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올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영향있는 전략은 

삼중수소 투과를 1/10으로 감소시킨 경우-10 이다 관내벽에 산화막층이 존재할 경 

우 삼중수소의 투과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가능한 

영향있는 전략은 혹연에 대한 삼중수소의 홉착양을 10~ß 증가시킨 경우-9 이다 또 

한 핵연료로부터 삼중수소 방출 분율을 1/10로 감소시킨 경우-2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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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15 흑연에 대한 삼중수소 홉착양 그림 3.3.5.16 삼중수소 투과양 

(5) 결과 요약 

• 결과적으로 경우-10과 경우-2가 실행 가능하고I 영향있는 삼중수소 오염 감소 

전략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경우-10과 경우-2 보다는 오염도가 다소 높지 

만 가능한 영향있는 전략은 보론-10 으로부터의 삼중수소 방출양을 1/10로 

감소시킨 경우-3이 될 수 있다 

• 투과가 일어나는 계풍의 유입 온도 변화는 투과 양에 큰 영향올 주지 못했다 

• 생산된 수소의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 상한치 값을 감소시켜/ 제한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민감도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개념적인 오염 감소 

전략들의 적용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강구할 펼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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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DAS를 이용한 。GL-1 실험해석 및 핵분열생성물 뭉괴현상 모의 

(1) 개요 

고온가스로 경우， 핵연료로 부터 발생된 핵분열 생성불(FP， Fission Produc ts)은 

일련의 방벽들을 통과해야 대기로 방출 될 수 있다 첫째 방벽은 핵연료/ 두 번째는 

핵연료 입자의 피복층， 세번째는 흑연 반사체 구조물， 네번째는 일차 계통내 압력 

경계면 (예 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격납건물 (RCB: Reactor 

Containment Building)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배관 내 증착 (plate-out) 현상”은 세 번째 경계변을 통 

과한 핵분열 생성물이 배관 내 냉각재인 헬륨 가스와 함께 이송되다가 핵분열생성 

물이 벽이나 구조물 표면에 웅축되거나 또는 일부 A당IOn‘ 핵종 같은 경우， 고온에서 

배관 금속 내부로 침투하여 금속 내부에 분포하는 현상이다 

고온 가스로에서 정상 운전 및 사고 조건시 핵분열 생성물의 계통내 증착 분포 

와 핵종 그리고 양을 예측하는 일은 정상 운전 중 차폐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규명 

하거나 부풍의 설계 및 원전의 건설 인허가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 

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MIDAS 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응축 및 중발 모델을 적용하 

여 OGL-l 실험올 모의， Cs 과 Iodine 측정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고온가스로에서 

PWR 모의용 핵분열생성물 중착 모텔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OGL-1 계 

통내 핵분열 생성물 중착 모의시 일방통행(once-through) 방식과 재순환 

(circu lation)모의 방식 모의 결과의 차이점을 명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온가스로 적 

용을 위해서 MID싫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웅축 및 중발 모델이 붕괴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였고/ 개선된 모텔을 이용한 시연 (test) 계산을 수행하였 

다 

(2) OGL-1 실험 

(가) 실험 과정 요약 

OGL-l (Orai Gas Loop Nol) 실험 시설은 고온가스로 (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의 헬륨 (Heliun)으로 채워진 냉각 계통을 모의 

하는 시설이며， JAERI의 JMTR 원자로에 설치되어있다[K. Sawa, 199기 OGL-1 실 

험 목적은 정상 운전 시 HTGR 일차 계통 내 핵분열 생성물 거동 이해와 중착 

(plate-out) 모의 모델 및 관련 모의 전산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OGL-1 실혐의 냉각계통은 총 길이가 약 200 m 이고 두 개의 열교환기， 이차냉 

각기 (coo l er)， 분진 필터 그리고 가스 순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를 담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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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과 가스 순환기 사이 약 100 m구간에 15곳의 측정 위치가 분산되어 있다 

OCL-1 운전 중 각 측정 위치에서 일차 계통 내 가스 온도는 700 .C에서 부터 30 

。C 까지 변화한다 이 실험에서는 핵분열생성물 증착을 매 500 시간jcycle 운전 이 

후 측정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47 운전 cycle 시점에서 I l3I, es137의 중착 측정치를 

MIDAS 예측치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II3l 은 고용 영역에서는 적게 중착되었으나 저온 지역에서는 많이 증 

착되었다- 한편 CS137은 고옹 지역에서는 많이 증착 되었으나 핵연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착양이 감소하였다 특이 사항은 고온지역에 부착된 CS137 중 일부가 

일차계통 내 낮은 편압 때문에 하단 쪽으로 이동하였다 즉 OCL-1 실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는 CS137 이 약 400.C , [131은 약 300.C 근방에서 부착되었음 

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600 . C 고온 내벽에 부착되었던 CS137 이 다시 400 .C 

내벽으로 이동하여 재부착되는 현상이 측정되었다[0. Baba, 1980] 

(나) 실험 조건 및 배관의 기하학적 Data 

그림 3.3.5 .17은 OCL-1 실험 시설 유동 과정은 노내 관 (in-pile tube)에서 나온 

핵분열생성물이 No 1 열교환기 (HX) 를 지나 No 2 열교환기 그리고 2차 냉각 계통 

에 의해 냉각되는 냉각기( cooler )를 거쳐/ 펼터에서 모두 제거된 후 가스 순환기에 

의해 No 1 과 No 2 열교환기 외벽올 통과한 후 가열기에서 재 가열되어 노심으로 

재 주입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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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7 OCL-1 실험 시설의 유통 계통 

가열기와 No 1 및 2 열교환기가 있는 고온 영역의 부풍파 배관은 Hastelloy-x, 

기타 다른 부분은 austenitic stainJess steel type-316 을 사용하였다 OCL-1 실혐의 

회로 총 길이가 약 200 m 이고 핵연료 시편 출구로 부터 가스 순화기 (1-5) 까지가 

대략 100 m 이다 OCL-l 실험시 계통내 압력은 3 MPa 이었고 유통은 핵연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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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요구 사항에 따라서 50 - 85 g/s 였다. 가스 용도는 핵연료 출구에서 1000 oc 
그리고 냉각기 출구에서 30 oc 로 각각 측정되었다 

OGL-1 실험에서 사용한 핵연료 조사 시편은 TR1SO-II 이고， 핵연료 다말에서의 

총 열생산은 70 KW 이었다. 또한 핵연료 최대 온도는 약 1400 oc 이고 핵분열 생 
성물의 생성대 방출비 (R/B)는 약 10-4에서 10-6 범위이었다 표 3.3.5.9은 。GL-1 실험 

의 각 계통 내 부품별 기하학적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3.3.5.10는 OGL-1 실혐 

의 cycle-47의 운전 자료이다 표 3.3.5 .11은 OGL-1 실험에서 cycle-47 운전 종료 후 

CS137의 중착 (plate-out) 양 특정 치 이 다 

표 3.3.5.9 OGL-1 실험 계통 배관 및 부품 기하학적 자료 

위치 길이 (ml 
유입가스 및 품구가스 및 열수력 유통 유풍 

구성불질 
벽온도 (OCl 벽온도(OCl 직경 (ml 연적 (m2] 처1 널수 

in-pile 판 6.5 T l T2 0.08 5.027.10 ' Hastelloy-X 
duct 6.85 T2 T3 0.059 2.734'10 ' 1 Hastelloy-X 
duct 18.25 T 3 T4 0 .0춰6 1.562*10 J 1 Hastelloy-X 
열교환기 7.52 T4 T5 0.0119 1.112'10 ' 22 Hastelloy-X 
duct 4.55 T s T5 0.0527 2.181' 10 J l sus 
열교환기 6.87 T s T6 0.0127 1.267'10 ' 22 sus 
dUCl 11.53 T6 T6 0.0527 2.1 81'10 J 1 sus 
냉각기 12.21 T6 T7 0.0214 3.597.10 J 6 sus 
duct 8.32 T 7 T7 0.0527 2.181' 10 J sus 

표 3.3.5.10 OGL-1 실험， cycle-47 운전 조건 

가스 온도 ['C] 

앙력 출력 유동윤 운전시간 
Cyc\e 

(Y1pal (k、'Il (g/sl T 1 T2 T3 T4 T5 T6 T 7 Ts [hr] 

47 3.0 37.7 45.0 763 509 465 428 266 169 30 130 509 

표 3.3.5.11 OGL-1 실험 사이클， 위치별 CS137 중착( plate-out )양 측정치 

Cs- 137 농도 [Bq/m"] 
Cyc1e 핵연료 출구부터 거리 [m] 

13.4 17.9 33.1 33.8 35.3 39.8 42.8 45.8 51.4 54.2 65.7 78.0 

47 2.6*106 
7.8' 10

5 
1.1 ' 106 

1.5'106 %. 105 
N~↑ NlI• 8.5' 104 NM Nκ{ N:VI N1v1 

(3) MTDAS OGL-1 실험 모의 

(가) MTDAS OGL-1 입 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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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8은 。GL-1 실험을 모의하기 위한 MIDAS 코드 입력용 계통도를 보 

여준다 실제 실험 회로에서는 회귀 계통 (return) 및 재가열 회로가 있으나 이 회 

로들은 이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FP 증착 (plate-out)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 
문에 가열 회로를 포함한 회해 계통 회로들은 무시하였다 

In-j>iI . 

그림 3.3.5.18 OGL-1 실험 모의를 위한 MIDAS 코드 입력용 계통도 

또한 실험 모의를 위해서는 실제 핵연료 입자로부터 냉각 유로까지 일련의 핵분 

열생성물들의 확산， 이송， 부착 과정들올 모의하여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들은 이 

연구의 해석 영역올 벗어나기 때문에 노심으로부터 냉각 유로까지의 일련의 방출， 

이송 및 확산 과정들을 생략하고 직접 노십 출구 위치에 핵종별r 핵분열 생성물(질 

량 유입율 [kgjs])을 주입하여r 이후 수직관 및 열교환기를 비롯한 전체 계통으로 

이동되면서 배관 벽면에 중착되는 방식으로 모의하였다 이때 주입 양에 대한 측정 

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값을 임의로 가정하였다‘ 추후 최종 계산 시 민감도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착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관 벽면 온도 값은 일 

정 구간 별로 배관 주업 가스 온도와 배관 출구 가스 측정 값 만이 제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배관 내 가스 온도와 벽면 온도가 서로 평형올 이루고 있다는 가 

정하에/ 코드에서 적용하는 특정 구간별 배관 전체 단일 온도 값올 측정된 입구 가 

스 온도와 출구 가스 용도의 중간 값올 가지도록 벽연 온도를 모의하였다 이 연구 

에서 급격한 은도 변화 지역에 대한 다중 구역화 모의 결과와 단순 구역화한 결과 

를 비교， 제시하였다 

(나) MIDAS를 이 용한 。GL-1 실 험 모의 

MIDAS PWR 모의용 모델를 적용한 OGL-1 실험 모의 결과， 고온가스로 배관 

내 핵분열 생성물의 일반적인 증착 특성올 모의하는데 MIDAS내 문제점들이 규명 

되었다 그립 3.3.5 .19는 1-131 핵총에 대한 계통 위치별 용도 분포와 MIDAS 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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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증착 분포 예측치를 보여준다 즉 1-131 경우 전 계통 내에서 증기 상태로 존 

재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모의 결과 측정치와 비교하여 매우 소량이 응축되었으며/ 

웅축 발생 영역도 저온 지역(350-450 K)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측정 

치 경우 전 구역에서 증기 증착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PWR용 

MIDAS 모텔이 고온가스로에서의 1-131 핵분열 생성물의 벽연 증착을 적절하게 

의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는 。GL-1 계통내 이송중인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가 이 

연구에서 가정한바와 같이 h 형태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냉각기에서의 온도 분포를 세밀하게 나눈 경우(multi)가 단순하게 한 개의 

온도로 가정한 경우(simple)보다 부착양이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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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3.5.19 MIDAS에 의한 OGL-1 실험 계통내 1-131 증착 분포 (다중 구역화 효과) 

그러나 그림 3.3.5.20은 노심 출구에서 중기 상태로 방출된 이후부터 계통 내에서 

는 대부분 에어로졸로 변화되어 이동하는 Cs-137 핵종 경우， 측정치에 의하변 

부착이 대부분 고온 지역에서 발생되었고 계통 벽면 온도가 감소하는 종단으로 갈 

수록 그 부착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IDAS 예측치 

경우는 고온 지역에서의 부착양은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열교환기나 cooler 와 

같은 져온 지역의 부착양은 정성적으로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Cs 핵종의 

온 지역 부착 특성을 모의할 수 있도록 Cs 부착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실험 측정치에 의하면， Cs 핵종 경우， 900-330 K 사이에 부착 위치가 분포 
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Cs 핵종 경우 특이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온 지역에 중착되어 있던 Cs중 일부가 다시 저온 지역(약 700 K)으로 재이동 되 

는 것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오직 증착만을 고려하는 MIDAS 모텔에 이 같은 “재이 

탈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MIDAS 증착 모텔 내 관련 모텔 (lift-off) 보완이 펼 

요하다고 판단된다 

온도가 급변하는 열교환기를 다중 구역화한 경우와 단순하게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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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앞에서 요오드 131 경우와 같이 다중 구역화한 경우가 총 

것으로 예측하는 점이다 따라서， 실험 모의시 온도 급변 

모의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 경우간의 차이점은 

정양이 다소 증가하는 

역은 다중 구역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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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DAS에 의한 。GL-1 실험 계통내 Cs-137 증착분포 

(다중 구역화 효과) 

그립 3.3.5.20 

(다) OGL-l 계통 유체 순환 모의 효과 분석 

앞서 언급한 OGL-1 모의는 。GL-l 계통올 일방통행 (once through) 방식으로 모 

의하였다 즉 노심 출구로 주입된 핵분열 생성물이 계통을 통과한 후 대기로 방출 

되어/ 다시 계통으로 재순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노섬 출구로 주입된 핵분열 생성물이 계통을 통과한 후， 바로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노심으로 재주입되어， 노심에 주입된 핵분열 생성물이 

OGL-l 계통을 과도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재순환 (circulation)할 수 있도록 모의하 

였다 그립 3.3.5.21은 OGL-l 실험 모의시 계통내 유체가 과도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재순환하도록 모의한 MlDAS 입력 계통도이다 

그림 3.3.5.22는 재순환을 모의한 경우와 모의하지 않은 경우， 부착 위치와 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이같은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계 

통의 열수력 조건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질량 전달 계수가 동일할 것이며， 계통내 

부유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 크기보다는 포화 증기압 곡션을 기본으로한 포화 농 

도값에 의해서 부착양이 결정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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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1 OGL-1실험의 재순환 모의용 그림 3.3.5.22 재순환 모의 여부가 
Cs-137 M1DAS 입력 계통도 부착양 및 위치에미치는 효과 

(4) 붕괴 현상을 고려 한 MELCOR코드 중착 모델 개 선 

(가) 핵분열생성물 중기 중착 모델 

고온가스로 정상운전시 핵분열 생성물의 증착은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된다. 

보통 발전소의 수명 운전 기간을 50년으로 가정할 때/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 현상 

을 고려할 펼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 MIDAS 코드에는 FP 중기의 구조물 표면에 대한 웅축과 중발올 대기에 부 
유된 FP 증기의 농도 및 구조물에 웅축된 FP 증기의 질량 값/ 표면적， 질량전달계 
수/ 표띤 온도에서의 포화 농도 값들을 기본으로 모의하고 있다 이같은 기존 FP 중 
기/ 응축 모델에 붕괴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올 하였다- 즉 고려 

된 핵종의 선행자 붕괴에 의한 질량 유입은 무시하였으며/ 단지 현재 고려한 핵종 

의 용괴에 의한 소멸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존 MIDAS 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웅축 중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dM ~dM 
---ι+ ) '.:::::1.+ ÀM .. = 0 

dl '-' dt -- (1) 

dM , A,k ‘ 
-」=」」(M. -M?)- λM; 

dt V ' . 
기
 
” ( -

단 C,=M./V 로 대기 내 FP 증기 농도를 나타낸다‘ CS
j 는 표면 예 구조물， 

에어로졸)온도에서 FP의 포화 농도이다 M, 는 표면 l 에 웅축된 FP의 질량을 나타 

내며， V는 대기 부피J Ai 와 K, 는 표연 i 의 표면적， 질량 전달 계수를 각각 나타낸 

다 λ는 핵종의 붕괴 상수 이다 위의 변형된 두 미분 방정식을 Laplace 변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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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M, 와 M, 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2)식을 (1)식에 대입하면 아래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dM . _ A,k ‘ 
---로=-E→카(M ， -Mn-λM ， ---(3) 

dt i V ’ 

(3)식에 Laplace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단 S 는 Laplace 변수 이다‘ 

_ A ,k , 1 ~ < 
SM a - M.(O) = -E수L(Ma -RMr)-λM. ---(4) 

I 

A ,k 
(S +λ+ ì: 강...!...) 

(4)식올 RI .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k , M ~ 
+ >.-'-•--'- . 

i V S 
~.. M.(O) 
‘ ,.- . _ A ,k 

(S +λ+ ì:수...!... ) 

---(5) 
M, (0) ~ A; k; _,s • 1 1. 1 

=-」-- + z-L4 Mr • I - - ----l-
(S + ç) i V . S (S + ç)' ç 

단 

a + ‘A 사
 
-v r“ 

l 

+ ‘A FS 

- - - (6) 
;-~ M , (0) . n _. 1 1. 1 
Ma =-」-+P ·l - - ---l

• (S + ç) . . S (8 + ç)' ç 

A .k 
P 즉수4Mr 단 

다시 Laplace를 플면， M. 는 아래 와 같다 

잃O 



M a = M a(O)e - çt + ~(1 - e- çt ) = ~ - r ~ - M .(0) le - çt - - -(7) 
1; \.1; . " ) 

식 (2)를 일정 시간 간격 t 동안 적분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Mj.(t).. ~ A,k , '-. • .< \ 
I ‘IMj = J →r냐Ma - M~ J dt - J λMjdt ---(8) 

”이0) o' 0 

(7) 식을 식 (8) 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M (t)=M (0)+ ￡얀냐I ~-(~-M . (O))e-ÇI Idt- IrÅ;k; M~dt-^M ， t 
、 / ‘ V ól ç 、 t 、 ” | d v 

=Mj(애Ut+샘Ll r~-M~l안건 1-렐I (~-M.(O))람낯띈 1---(9) v μ 1; • • ') λ I v 1'1; ' -.,-" a 

구조물 표변에 증기 FP 용축을 위한 질량 전달 계수 K;는 수중기와 공기 간 확 

산성 (0'1"')을 사용하는 모률에서 계산한 구조물 표변에 수중기의 웅축을 위한 질량 

전달 계수 K HS 를 기본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 예측한다， 단 Ok,g 는 가스 혼합 

물 g 내 FP k 의 확산성을 나타낸다-

D 
k =k -:흐 .. ~ D 

위 식의 수층기의 웅축을 위한 질량 전달 계수 KHS 는 “열전달과 질량 전달의 유사 

성”에 의한 대기 내 Nusselt 수와 연관 지어 구한다- 열전달 계수와 질량 전달 계수 

간의 상관 관재는 표 3.3.5 .12와 같다 

표 3.3.5 .12 열전달 계수와 질량 전달 제수간의 상관관계 

열전달 질량전달 

Pr = 걷 단 Q = 」L Sc = - 1'- 단 DSl.a 물질확산계수 o pc,’ pD", .. a 

hL, 
단 h =대류띨전달게수 

f(Lc 
단 J( =질량전달계수 .Nu = sh = --:::--"-

K D"t ,fI 

그런데 Sherwood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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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C Nu" Scb prd 

따라서 질량 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D .. 
Kns = sh피; 

대기 내 FP 증기의 확산성 Dk.g 은 Welty, Wicks 와 Wilson 에 의해 유도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한다， 

너
 -싫
 

D 

단 yk 는 FP 중기 k 의 볼수， yn 은 대기 가스 n 의 몰수， Dkn 은 대기가스 n 

내 FP k의 쌍 확산성(bin값Y diffusivity)을 나타낸다. 이 쌍 확산성은 아래와 같은 

Bird, Stewart 및 Lightfoot 식올 이용 구한다. 

M 
i

「”-“ 째
 -
와
，
 

4 k-M 
} F 

T 
-

爛
“U D 

단 Dιn 은 쌍 확산성 [cm2(sJ, T, P는 대 기 온도 및 압력 [κ atm), Mk 는 k 분 

자 분자량， Mn 는 n 분자 분자량 [g(mole), Ok." (= [Ok +0,,1/2) 은 가스의 충돌 직 

경으로 단위는 Angstrom [A=10. \Om J, QO.kn 은 kT (ekn의 합수로 충돌 적분을 나타 

내며， k 는 Boltzmann 상수를 나타낸다 단 Ckn = ~Ek f. n 로 정의된다[Bird， 1%이 
FP 증기의 확산성은 FP 중기의 에어로졸이나 구조몰 표연으로의 이동을 결정하 

는데 적용된다. 핵종별 확산성 값(=Dk.")은 o (분자 특성 반경) 와 e(k (분자간 상호 

작용 특성 에너지(Boltzmann 상수)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MIDAS 코드 경우 

표 3.3.5.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Xe, h 경우만 실제 값이 적용되었고 이들을 제외 

한 모든 다른 핵종들에 대해서는 공기내 수중기 확산값을 적용하고 있다 (*민감도 

card 번호 7111, [Gauntt, 200이) 

표 3.35.13 MIDAS 코드내 핵종별 Lennard Jones 매개 변수 (0, e(K) 

FP 핵종 o [A =1.0x10 1카n] E기〈 [1<] 
Xc 4.055 229 

Cs. Ba 3.617 97 
4.982 550 

Te. Ru. 1\10. Ce. La. U. Cd 
3.617 97 

Sn, B, H20, CsI 

중기압은 각 핵분열생성물 군 (class)이 에어로졸 상태나 중기 상태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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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비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웅축이나 증발을 위한 모텔에서 

구조물 표연에 포화 농도 C';를 결정하는 것에도 사용된다 포화 농도는 이상 기체 

법칙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단 Mw,Î 는 핵종 l 의 분자량) 

c 뀐믿만w， i -
‘ RT 

대기 옹도 값 π[K])으로 층기압 (P [mmHg])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계수는 표 3.3.5.14와 같다 표에 의하면 Cs 경우 600 K 넘어야 증기로 존재하며 

600K -1553K 까지 A값 은 9400, B는 21.59를 적용한다 

log lO (P) = -A/T + B + Clog lO (T) 

표 3.3.5.14 MIDAS 에서 주요 핵종들에 대한 중기압 예측 상관식 계수 

핵종 변수 경계 온도 l 경계 온도 2 경계 온도 3 
T 600 1553 

Cs 
A 9400 6870.778 
B 21.59 7.994503 
C - 3.75 O.。

T 298 387 457 
A 3578 3205 2176.912045 
B 17.72 23.66536 7.637352 
C - 2.51 - 5.18 0.0 
T 1000 

Ag 
A 15400 
B 8 .15 
C O .。

T 600 894 1553 

CsI 
A 10420 9678 7303.903158 
B 19.70 20.34569 7.58405103 I 
C - 3.02 - 3.52 0.0 

FP 핵종 군(class) 중 1번인 Xe 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증기 상태로 존재하며/ 

기타 핵종들은 정의된 최소 옹도 값 이하 온도 범위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존재한 

다 정의된 온도 구간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식에 따라 해당 증기압을 계산하며， 에 

어로졸과 중기 상태로 공존할 수 있다 

(나) MTDAS코드내 용괴 (decay) 모델 개선 및 시연 결과 

MTDAS 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증착 및 증발 현상을 모의하는 방정식을 뭉괴 현 

상을 고려한 방정식(끼과 (9)로 대채 하였다 붕괴 모델이 적용된 MTDAS코드의 시 

연 (test)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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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계산시 조건은 요오드 가스를 과도 기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일정한 융로 

노심 상단부에 주입시켰다 이때 주입율은 1-131 가스 경우 1.0x10.12 kgjs 로 과도 

기간내 일정하였다 또한 모의한 계통은 。GL-1 계통으로서 filtering이 없이 전체 

계통을 파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재순환하도록 모의하였다 특히， 열교환기 -2 에 

서의 1-131 의 시간에 따른 대기 농도를 예측하여， 뭉괴 모델의 반영 효과를 평가하 

였다. 

그림 3.3.5.23은 열교환기-2 관내에 부유된 1-131 가스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붕괴 모텔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과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1-131 가스가 계통으로 주입되고 있지만 전체 계통을 비롯하여 열교환기-2 관내 

1-131 부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기내 1-131 농도가 선형적으로 증 

가하게 된다 

그러나 붕괴 모델이 적용된 경우는/ 비록 계통내 부착이 없지만， 용괴 상수값에 

따라서 처음 어느정도 중가 하다가 이후 일정값에 도달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특히 

임의로 가정한 용피 상수값 크기에 따라서 붕괴 상수 값이 클 수록 대기중 평형 농 

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보여준다， 표변에 부착된 1-131 농도 거동은 계통내 

부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평가하질 못하였지만 부착된 Cs 핵종과 동일한 경향 

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5.24는 열교환기-2 벽면에 부착된 1-131의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1.2 
gμIk Ac’Ivl‘ y in 에X-2 fube for OGL-1 

1.1 - ‘ - ,‘’‘m 

/ 
-경'-- dtcoy: 50s 

1.0 용- 야CGy: lKlO, 
0.9 

0.8 / 
/ 

0.7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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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L 0.4 

0.3 

/ι ‘ • • 

0.2 
- - • ‘ ‘ 

0.1 

0.0 
o 2 4 6 8 10 

Time (103sec) 

그링 3.3.5.23 대기내 1-131 방사능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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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모델 적용시 

그림 3.3.5.24 벽면 부착 1-131 

세슐_137(Cs137) 의 열교환기-2 대기내 농도는 붕괴 모델이 적용된 경우/ 계통내 

부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 모델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처음 어느정도 증 

가 하다가 이후 일정값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임의로 가정한 붕괴 상 

수 값이 클수록 대기중 평형 농도값이 커짐을 보여준다. 그림 3.3.5.25와 그림 

3.3.5.26은 열교환기 2 대기와 벽연에 부착된 세숨-137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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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7 방사능 농도 그림 3.3.5.25 대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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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립 3.3.5 .26 벽연 부착 Cs-137 방사능 농도 

뻐DAS 코드가 용괴 현상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제한점은 특 

정 핵종에 대해서 고려된 용괴 현상이 선행자(precursor) 붕괴로 유입될 경우나 붕 

괴 이후의 다른 핵종으로의 전환하는， 즉 전체적인 붕괴 고리 (decay chain)를 모의 

하지는 못한다. 단지 현재의 용괴 모텔은 자체 붕괴에 의한 소멸 과정만올 모의할 

수 있다 

(5) 결과 요약 

• 

• 

• 

MIDAS 코드 모의 결과와 OGL-1 실험 측정 자료를 비교I 분석한 결과 가스 

상태의 요오드-131 중착은 실험 결과와 다르게 전혀 예측되지 못했다 이같은 

요오드-131 층착의 예특 실패는 。GL-1 고용 loop 내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가 

이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순수 h 형태가 아니었음올 의미한다 그러나 

세슐(Cs) 핵종의 경우 예측양은 크게 과소 평가 되었으나 부착 위치는 측정치 

와 유사한 모양을 보여 주었다 이는 추후 불확실 매개 변수나 입력을 조정하 

여 개선이 가농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슐 역시 고온 loop 와 저온 

loop에서 핵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같은 문제정은 추후 

plate-out 예측시 loop내 정확한 구성 핵종의 형태 예측 (예 Cs, Cs!, J" Cd!, 

AgI ... etc) 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온도 변화가 급변하는 열교환기나 냉각기를 모의할 때 용도 분포를 자 

세히 모의한 경우와 단순하게 한개 온도로 모의한 경우， 부착 위치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온도 분포를 자세히 모의한 경우가 부착양이 다 

소 많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안전 해석시 온도가 급변하는 지역은 자세히 세 

분하여 모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 운전시 고온가스로 계통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중착 모의를 위해 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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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현상올 모의할 수 있도록 MIDAS코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붕 

괴 모델은 자체 붕괴에 의한 소멸 과정만을 모의할 수 있다. 

MIDAS코드를 이용한 。GL-1 실험 모의 결과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 필요 

사항틀이 도출되었다‘ 

1) 구조물 면에 대한 중기 핵분열생성물 이탈 (desorption) 

2) 벽 내면과 부착 핵분열생성물간의 비회귀성 (irreversible) 화학반응 현상 

3) 저압 시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핵분열생성물의 재 이탈 현상/ 소위 li ft-off 

4) 다양한 표연 포화 농도 조건， 예 선형， Freundlich 또는 Langurnir 조건모 

의 

5) 은(Ag) 원자의 고온 (850 'c - 900 'C)시 금속 내부로의 확산 현상 

6) 관벽 물질(예 steel, Inconel-625, Hastelloy-x 퉁)에 따른 부착 특성 차이 평 

가 

기 Cs 핵종의 고온(600 "C ) 부착 후 저온(400 'C ) 벽으로의 재이통 현상 이해 

다. 참조원전 P-T 분석 및 일/이차측 냉각재상실사고 선원항 분석 

(1) 과도 압력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참조원전 600 MWt 발전소의 대표적인 3개 사고로부터 발생되 

는 최대 압력 크기를 MELCOR 코드를 적용하여 예측， 평가하는 것이다 창조원전 

600 MWt 발전소의 3개 대표적인 사고는 t주중기관 파손’ (MSLB) 사고교차관 완 

전파단’ (cross vessel guillotine break) 사고 그리고 /일차 안전 밸브’ (PSV) 개방 사 

고이며， MELCOR 코드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고들로부터 발생되는 최대 압력을 예 

측하는 것이다 사용한 MELCOR 코드는 1.8.5QZ 버 전이다 MELCOR 코드는 경수 

로 (PWR) 뿐만 아니라 비퉁로 (BWR) 형 원전에서도 중대사고의 진행 과정을 모의 

할 수 있는 종합 전산 코드이다 이 코드는 USNRC 의 지원하에 SNL (Sandia 

National Labora tories) 이 개발하였다. 

그림 3.3.5.27은 MELCOR 코드를 위한 과도 압력 분석용 계통도이다 이후 각 사 

고 경위들에 대하여 모두 통일한 그림 3.3.5 .27의 분석용 계통도를 적용할 것이 다， 

또한 과도 압력은 사고 시작 후 약 5초 동안만 추적할 것이다‘ 그러나 각 사고 경 

위별로 수증기와 헬륨이 방출되는 공간 위치와 수중기와 헬륭의 시간에 따른 질량 

및 에너지 방출율은 각각 다르다 원자로 격납건물， 예를 들면 공간 부피/ 유로 길 

이 및 유로 면적과 같온 기하학적 자료들을 표 3.3.5.15와 표 3.3.5 .16에 요약，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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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7 MELCOR 코드의 과도압력 분석용 원자로 격납건물 (RCB) 계통도 

표 3.3.5.15 원자로 격납건물내 구역별 공간 부피 

제어 체적 번호 부피 [mJJ 
SID c∞linl1: svstem maintenance (100)-8 1245.941 
Reactor Cavitv Soace (200)-7 1529.11 
Steam Generator Space (300)-5 1030.73 

SG bclow, around Feed nozzle (400)-6 297.3269 

Space above Main circulator (500)-4 622.9705 
Equipment shaft space (601이 3 699.426 
Vent below Space (700)-2 1030.73 
Vent above, abov" Steam & Feed (800)- 1 6229706 

표 3.3.5.16 원자로 격납건물내 각 구역 빈공간간 유로 면적 

제어 체적 낸호 유로 연직 [m2J 

From ‘SID cooling’ to 'RX cavity’ (100-• 2(0) 2.48 

From' SID cooling’ to ‘EQ-shaft' 0 00-• 600) 9.47 

From ‘RX cavity’ to ‘SG cavity’ (200-• 3(0) 0.18 

From ’RX cavity’ to ‘SG below spacc' (2α}→4(0) 4.64 

From ’SGcavity’ to ‘SG below space (3α}→4(0) 1.45 

From ‘SG cavity ’ to ‘above M-circulat’ (3α}→50이 2.48 

From ‘SG cavity’ to ‘vent below' (300-• 7(0) 0.24 

From ‘SG below space' vent bclow (4α}→7(0) 13.93 

From ‘M-circulator'‘ to ‘vent below' (5α}→7(0) 1.85 
From ‘SG Cavity to ‘EQ-shaft space' (300• 600) 1.39 

From ‘vent below’ to ‘vent above' (700-• 800) 20 .43 

From ‘Vent above' to ‘atmosphere’ (8α}→900) 10.40 

주요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기 밸브 개방 설정치는 대기와 배기 공간 간 1 

psid 이다 만일 배기 밸브가 한번 열리면/ 이후 과도 기간 내 계속적으로 열린 상 

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기압은 14.5 psi로 과도 기간 내 일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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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였다. 중기발생기 하부 공칸에서 원자로공통 공간으로의 유통은 없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수증기와 헬륨의 질량과 에너지 방출율은 GAMMA+ 코드의 계산 

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초기조건과 기하학적 자료에 대해서 

는 GT_MHR 자료를 참조하였다. 

(가) GAMMA+ 를 이용한 참조원전 분석 모델 

이 연구의 목적은 원자로 격납건불 (RCB)로 질량과 에너지 방출율을 평가하여 

격납건물 과도 압력 분석을 위한 방출 자료를 MELCOR 코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선정한 주요사건은 ’주증기완 파손’ 파 t헬륨냉각재 상실’ 사 

고이다 이 같은 사고들을 GAMMA+ 계통 열유체 분석 코드로 분석하였다. 내부 

사건올 위해서 선정한 계통 모양은 그립 3.3.5.28과 같다- 그림 3.3.5.28의 계통 유형 

은 원자로 용기 계통이 수중기관의 파열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최악의 사고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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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8 창조원전 분석용 계통 모양도 

그림 3.3.5.29에서 보여준 GAMMA+ 구역화는 내부 사건의 사고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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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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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건 분석올 위한 계통 구역도 

1) 주중기 관 파손 (MSLB) 

이사건 모의를 위해서， 파손 면적은 0.1662 m2 (내부직경=0.46 m)올 사용하였다. 

t완전 관파단’은 수중기 격리 밸브의 상단에서 일어나며/ 제어밸부(check valve) 폐 

쇄의 손상올 가정한다 원자로 정지는 시간 지연 1초를 가지고 1초에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원자로 정지와 시간 지연에 따라서， 일차계통 순환 유통은 10초내 

중지한다 그러나 이차계통 급수 유통은 5초간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동시에 수중기 

격리 밸브는 10 초가 되면 선형적으로 닫힌다 그림 3.3.5.30은 개방부로부터 중기발 

생기 공간으로의 방출 질량 유통올 보여준다 관통부 유동율은 주증기관 크기와 급 

수와 수중기 격리 밸브의 폐쇄 개시 시간(stroking time)에 관계된다 방출 유체는 

과도 기간 동안 수중기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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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0 증기발생기 공간으로 파단 방출 (MSLB) 

300 



2) 압력방출밸브 (Primary Ssfey Valve) 개방에 의한 헬륨냉각재 상실 

이 사고 모의를 위해， PSV는 파손면적 0.0082 m2 (ID 0.1022 m)의 개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헬륨 냉각재는 원자로 건물(1 atm)로 방출된다 원자로 정 

지는 일차계통 저압 신호(6.24 MPa)에 의해서 1초의 지연을 가지고， 10.1 초에 발생 

되었다 원자로 정지와 시간 지연으로， 이차계통 순환 유동은 10초에 정지한다 그러 

나 이차 급수 유통은 5초 동안 선형으로 감소한다 동시에 수증기 격리 밸브는 10 
초 후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3.3.5.31은 원자로 건물로의 헬륨 방출융을 보여준 

다‘ 그림 3.3.5.32에서는 핵연료 옹도가 80 시간에 최대 온도(1501 oc)에 도달됩을 

보여준다 

.. 

o 
o 100 

- PSVf.1 ∞.， [GAM~싸) 

• ...‘TGR350(GA) 

200 300 "" 
T . ma(훌c) 

(PSV 개방) 

%매 

그림 3.3.5.31 원자로 공간으로 헬륨 방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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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2 노심 온도 변화 

3) 교차관 (Cross Vessel) 파열시 헬륨 냉각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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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시， 교차관은 파열되 었고， 파열 연적은 저온부에서는 2.158 m' , 고온부에 

서는 1.606 m'으로 각각 가정하였다 헬륨 냉각재는 원자로 건물(1 ahn)로 신속하 

게 방출된다‘ 파열 후， 원자로 정지는 일차계통 저압신호 (6.24 MPa)에 의해서 시간 

지연 1초를 가지고 0.005초에 발생되었다 원자로 정지와 시간 지연으로 일차계통 

순환 유동은 10초에 정지되었고/ 이차측 급수 유량은 5초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 

였다‘ 동시에 수증기 격리 밸브는 10초 후에 선형적으로 폐쇄된다， 그림 3.3.5.33은 

개방부로부터 원자로 건물 공간으로의 헬륨 방출율을 보여준다 그림 3.3.5 .34는 핵 

연료 온도가 80 시간에 최대 온도 (1497 oc)에 도달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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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3 원자로 건물공간으로 헬륨 방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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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4 과도노심온도 

고려한 교차관의 완전 파열은 매우 드문 가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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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현실성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를 고려하였다. 교차관 손상에 의한 

개방 면적은 중기발생기 용기 용량에 의해서 제한올 받겠지만/ 각각 교차관 외부관 

기준으로는 1,16 m2/ 교차관 내부관 기준으로는 0.82 m
2 이다 

사고 경위는 앞에서의 교차관 파열과 통일하다 그렴 3.3.5 .35는 개방부로부터 원 

자로 건물 공간으로의 헬륨 방출율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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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35 원자로 건물 공간으로의 파손 방출 (교차관 손상) 

(나) MELCOR를 이용한 과도 압력 (p.η 분석 

이 분석 목적은 3개 사고， 예를 들면/주중기관 파손’/교차관 완전 파단’ 그리 

고 'PSV 안전 밸브 개방’ 사고시 각각의 최대 압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도 

압력 분석은 MELCOR 코드로 수행하였다 

1) MSLB시 과도 압력 

그립 3.3 .5.36은 5초 통안 3개 공간 구역l 예를들면증기발생기 공간원자로 동 

공 공간l 그리고 t대기 배기 하단 공간/에 대한 과도 압력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최 

대 압력은 수중기가 방출될 때 t대기 배기 하단 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이 최대 압력은 13 psig 이고 대기 배기 면적은 10.4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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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6 SG, 원자로동공 그리고 대기배기 하단 공간의 과도 압력 (MSLB) 

2) 교차관 완전 파단시 과도 압력 (CVGB) 

그립 3.3.5.37은 5초 동안 파단 연적 3.7 m 2 의 ’교차관 완전 파단’ 사고시 3개 공 
간 각각의 과도 압력 예측치를 보여 준다‘ 최대 압력은 헬륨이 방출되는 

t

원자로 동 

공 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압력은 최대 210 psig 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대기 방출 밸브 연적은 10.4 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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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37 SG, 원자로 그리고 대기 배기하단 공간에 대한 과도압력 예측치， 

파단면 적 3.7 m 2 (CVGB) 

그림 3.3.5 .38은 파단 연적올 2.2 m2으로 변경한 CVGB 사고시 과도 압력 계산치 
를 보여준다 최대 압력은 헬륨이 방출될 때/원자로 동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과도 압력은 최대 180 psig 까지 중가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 

기 배기 밸브 개방 띤적은 10.4 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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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38 파단 면적 2.2 m
2 경우， SG, 원자로 동공 그리고 대기배기 

하단 공간에 대한 과도압력 예측치 (CVGB)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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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V 개방시 과도 압력 

그림 3.3.5.39는 5초 동안 파단 면적 0.32 cm2 의 PSV 개방 사고시 3개 공간， 예 

를 들면， 'SG’/원자로 동동’， ‘대기 배기 밸브 하단’ 공간에서의 과도 압력 예륙치 

를 보여준다 최대 압력은 ‘SG 동공’ 공간에서 발생되며/ 최대 압력은 1.2 psig 

예측되었다- 대기 배기 밸프 면적은 10.4 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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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39 파단 면적 0.32 cm2의 PSV개방 사고시， SG, 원자로 

동공/ 대기배기 하단 공간에 대한 과도압력 예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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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MELCOR 코드를 이용하여， 600 MWt 참조원전에서 일/이차 

측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 격납건물 (RCB)내 t원자로 통공 공간I으로 부터 대기 

로 방출되는 1-131 방사능의 총양올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과도 압 

력 분석시 적용한 계통 분석 모텔과 같은 모델올 적용하였다. 그림 3.3.5.40은 

MELCOR 코드를 이용하여I 사고시 대기로 방출되는 1-131 방사농 총량을 평가하기 

위한 계통 분석 모델올 보여준다-

Vent area=1O.4048 m' • leak 

2{þ0 (7)뼈 
600(3) 

700(2) 300(5) 

찌r in 

그링 3.3.5.40 MELCOR의 일/이차측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용 계통 분석 모텔 

그러나 이 계통 분석 모텔에는 이 연구 수행을 위해서/ 두개의 특정 사항을 더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항은 원자로 동공 냉각 계통이다， 원자로 동공 

냉각 계통은 여러 개의 냉각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냉각판은 원자로 용기 외부 

공간을 둘러쌓고 있으며/ 원자로 용기 외벽으로부터 복사열전달과 공기 자연 순환 

에 의해서 일부 열올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동공 냉각 계통 모의는 열수 

력적 변수 관점 뿐만 아니라 핵분열 생성몰 부착 관점에서도 중요한 영향올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 특정 사항은 원자로 격납건물내 4개 공간 각각으로부터 대기로 헬륨이 

자연 누설되는 현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자연 누설이 일어나는 4개 공간은 ‘원자 

로 동공 공간’， ’증기발생기 상단 공간’t ‘대기 배기 공간/ 그리고 ’장비축 공간 

(equipment shaft space)’ 이다 이 선원항 연구를 위해서， 2 종류의 자연 누설율 

값이 고려되었다. 첫 번째 누설율은 RCB 부피의 100%가 25 pSI 조건하에서， 하루 

동안에 모두 대기로 방출되는 율로 정의하였다 이제부터 이 방출율을 ‘100 v/o 누 
설’이라 정의한다 두번째 종류의 자연 누설율은 RCB 부피의 30%가 25 psi 조건하 

에서， 하루 동안에 대기로 방출되는 율로 정의하였다 이제부터 이 같은 방출율을 

‘30 v/。 누셜’이 라 정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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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2종류 자연 누설율을 MELCOR 코드에서 모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4개 

공간 각각의 누설 연적들을 모두 더한 총 누설 연적올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100 v/。 누설 경우 총 헬륨 누설율은 RCB 부피 크기와 하루를 초로 단위 전환하 

여 구할 수 있다 총 헬륨 누설율에 해당하는 총 누설 연적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의 빈 공간을 고려하여 서로의 유동을 연결시킨다 이때 한개의 빈 공간은 RCB 부 

피와 같은 부피를 갖고， 25 psi 하에 있다고 가정한다 다른 빈공간은 매우 큰 값의 

부피를 갖게하고， 대기압과 같은 14.5 psi 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후 연결 유 

로를 개방하여 ‘100 v /0 누설’과 '30 V /0 누셜’ 경우 각각의 총 헬륨 누설율을 야기 
하는 각각의 누설 면적을 찾으면 이것이 2 종류의 누설 각각에 대한 총 누설 면적 

에 해당된다 표 3.3 .5 .17은 이후 총 누설 연적을 GA에서 제시한 배분율에 따라서 4 

개 공간에 각각에 누설 면적을 배분하였다. 

표 3.3.5.17 100 v /0 뻐d 30 v/o 자연누설율 경우， 4개 공간 각각의 누설면적 

100 voVo leak per day 30 voVo leak per day 
누설 연척 [m2

) 누설 연적 [m2
) 

RX cavity (200) 8.1656E- Q5 3.287E-05 

SG abovc (500) 2.9736E-Q5 1.l97E- 05 

V en t above (800) 8 잊i8E-05 3.61E-05 

Eq - shaft (600) 2. 70928E - 04 1.0906E- 04 

To taJ area 0.472E- 03 0.19E-3 

TMl-2 사고 이전에는 대부분의 PWR 원전은 'TID-14844 source term'올 기본으 

로 설계하고 인/허가를 받았다 TID-14없4 에서는， 방출된 요오드의 물리적 형태는 

불활성가스와 같은 가스로서 가정하였다 그러나 TMI-2 사고 이후， 방출된 요오드 

는 TID-14없4를 기본으로 예상했었던 형태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대부 

분의 요오드는 입자 상태로 격납건물로 유입되며， 이중 5% 만이 가스 형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록 1000 oC 정도의 높은 운전 온도와 헬륨 가스 

조건을 고려할 때， 고온가스로에서의 요오드 형태가 PWR 과 다를 수 있다고 예상 

은 되지만/ 이것이 현재까지 요오드에 관해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요오드 

의 화학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가스로 조건에서의 요오드 화학적 형태에 

관한 더 많은 실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방출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와 관련된 앞에서 언급한 배경을 기초로 하여， 대기로 

의 요오드 방출을 모의하기 위해 2종류의 요오드 화합물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형 

태는 과도기간 동안 가스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자 요오드 (h 

molecuJar iodine)이다 두 번째 형태는 대기 온도의 함수로 그 증기압에 따라서 형 

태가 에어로졸이나 가스형태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CsI 이다 표 3.3.5.18은 

MELCOR 코드를 이용하여， 600 MWt 참조원전 계통을 모의하기 위한 초기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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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자료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3.3.5.18 MELCOR를 이용， 6ooMWt 참조원전 모의용 초기 및 기하학적 자료 

제어체적 번호 공간온도 [K] 부피 [01
3
] Jf착연적 [nl] 

100 297.15 1245.9 126.72 
200 423.0 1529.5 7떼5.6 

300 31 1.15 1030.7 565.76 
400 297.15 297.3 227‘ 46 
500 313.15 622.9 445.48 
600 316.15 699.4 501.44 
700 316.15 1030.7 670끊 

800 316.15 622.9 314.9 
220(atm) 313 .1 5 150 NA 
9OQ(atrn) 313.15 NA NA 

원자로 용기 상단 누설 부위를 통해서 원자로 용기로부터 방출되어 격납건물로 

유입되는 총 축적 요오드-131 방사놓은 100 시간에 65.5 Ci 이다 이 같은 요오드 

방출양은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로의 배기 밸브 작동에는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았 

다. MELCOR 코드의 입력을 위해서 요오드-131의 격납건물로의 방사능 방출율을 

요오드-131의 질량 방출율로 전환해야한다 이같은 전환은 요오드-131의 비방사능 

값(specific activity), 1.24x108 [Cijkg]올 기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원자로 용기 상 

단 032 cm2 크기의 누설 면적으로 부터의 헬륨 방출윷이 MELCOR 코드를 이용하 

여 유도， 모의시 사용하였다-

이같은 헬륨 질량 방출율은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70 bar로 가압되어 있고t 

부피 크기는 원자로 용기와 같은 한개의 빈 공간에 누살 연적 0.32 crn2올 모의하여 
헬륨 질량 누설율올 유도하였다. 그립 3.3.5.41파 그림 3.3.5.42는 MELCOR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한 원자로 용기로부터 원자로 공간으로의 헬륨 질량 방출율과 가스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0.06 

0 05 

안 0.04 
a 

즈 0.03 
‘ 
로 0.02 

0 , 01 

O 

"' πass :ea‘.age rate 

o 20000 ‘0000 60000 80000 100000 

Trne lsecl 

(MELCOR의 냉각재상실사고사고 해석 결과) 

그림 3.3.5 .41 헬륨 질량 방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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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COR의 냉각재상실사고사고 해석 결과) 

그림 3.3.5.42 헬륨 가스 옹도 

계산은 1000시간 까지 수행하였다 그림 3.3.5.43은 100 vjo 자연 누설을 가정하 

고， 누설되는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를 CsI로 가정할 경우， MELCOR 코드로 예측한 

시간에 따른 격납건물 대기내 부유된 양 및 격납 건물내 구조물 표변에 부착된 양， 

그리고 대기로 방출된 요오드 양들을 각각 보여준다， 

과도 초반에는 대부분의 방출된 요오드가 약 4시간까지 격납건물 대기에 부유되 

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4시간 이후 격납건물 내부 벽면에 대한 부착이 

주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착 현상은 약 100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결과적으 

로， 대기로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능의 양은 2.95 Ci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원 

자로 용기 내부로부터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능의 약 4.8% 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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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43 MELCOR에 의한 100 vjO 자연누설， CsI 형태 가정시 SRDC-ll 

사고로 부터 요오드.131 방출 거동 

표 3.3.5.19는 100vj。 자연누설， CsI 형태 요오드 화합물 가정시 냉각재상실사고 

로 부터 1000시간에 요오드-131의 계통내 분포를 보여준다 요오드-131의 반 이상이 

원자로 용기 내벽， RCCS 표변에 부착되어 방출이 억제된다. 두 번째 주요 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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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는 증기 발생기 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 .3.5.19 100 vjo 자연누설， CsI 형 태 가정 경우， 사고시 

1000 시 간에 요오-131 방사능 분포 MELCOR 예 측치 

제어체적 번호 부유방사능 [%] 부착 망사능 [%] 
!OO 0 3.76 
2α) o 67.2'1 
300 0 10.26 
400 0 2.01 
500 0 3.26 
600 0 3.20 
700 0 4.44 
800 0 0.97 

엇)()(atm) 4.84 

%= 원자로 용기 내부로부터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능 기준 

그림 3.3.5.44는 30vjo 자연 누설시/ 누설되는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를 h로 가정 

할 경우， MELCOR 코드로 예측한 요오드의 시간에 따른 격납건물 대기내 부유 양 

구조물 표면에 부착 양， 그리고 대기로 방출된 양을 각각 보여준다 과도 초반에는 

대부분의 방출된 요오드가 약 0.5시간까지 격납건물 대기에 부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0.5시간 이후 격납건물 내부에 부유된 h 가 헬륨 누설에 따라 

대기로 방출되기 시작한다 대기로의 방출 현상은 1000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대기 

로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능의 양은 6.49 ci 이며， 이는 원자로 용기 내부로부 

터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능의 약 100%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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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4 MELCOR에 의한 30 vjO 자연누설， 12 형태 가정시 사고로 부터 

요오드-131 방출 거동 

그러나 헬륨의 망출이 1000시간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면I 부유된 h 가스는 RCB 

내부에 갇혀 있을 수 있다 표 3.3.5. 20은 30 vjo 누설， h 형태 가정시 사고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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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시간에 요오드-131 의 계통내 분포 MELCOR 예측치를 보여준다 

표 3.3.5.20 30 V /0 누셜， h 형태 가정 경우/ 사고시 

1000시간에 요오드-131 방사능 분포 MELCOR 예측치 

Control volume number Suspend activity [%] Deposit activity [%] 

100 0 0 
200 0 0 
300 0 0 
400 0 0 
500 0 0 
600 0 0 
700 0 0 
800 0 0 

900(atm) 100.0 

%= 원자로 용기 내부로부터 방출된 총 요오드-131 방사놓 기준 

(3) 결과 요약 

• MELCOR를 이용하여 600MWt 참조원전의 3개 주요 사고에 대한 P-T 분석 

결과에 의하면， 'PSV 개방 사고’ 경우， 최대 압력치가 목적치인 9 psig 보다 

낮은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의 개념적인 설계치가 만족함을 보였다 그러나 

'MSLB' (10=0.46 m)경우 최대 압력치가 13 psig 로 예측되어 목적치를 초과 

하였다 또한 J교차관 완전파단사고’시는 최대 압력이 180-210 psig 로 예측되 

어 목적치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파단 면적은 대략 2.2 

m 2 에서 3.7 m 2 이다‘ 
만일 요오드-131이 h 가스로 방출될 경우， 과도 기간내 가스 상태를 유지하였 
다 원자로 용기로 부터의 헬륨 방출이 1000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따라서 부유된 h는 웅축이나 중력 낙하에 의한 부착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로부터 격납건물로 방출된 모든 요오드-131 은 헬륨과 함께/ 모두 

(100%) 대기로 방출되는 것으로 MELCOR 코드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그러나 

대기로의 헬륨 방출이 1000시간 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부유된 h 가스는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격납건물 내부에 갇혀서 대기에 부유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TM1-2 사고 이후 NR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 

를 Csl 로 가정할 경우/ 원자로 용기로부터 격납건물로 방출된 요오드-131 양 

을 기준으로l 결과적으로/ 격납건물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요오드-131 양은 약 

10배 정도 낮은(4-5%) 것으로 MELCOR 코드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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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유채 전산유채해석 모렐 검증 

최근 급속히 발달된 CFD 기술은 원자력 분야도 확대 보급되고 있다 기존 원자 

로의 해석 및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실험상관식이나 1차원 해석에 만족 

하지 않고 CFD 기술을 이용하여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다차원적으로 모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VHTR은 헬륨 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t 관심 있는 주요 열유체 

현상들은 경수로나 충수로와는 달리 단상유통， 열전도 및 대류/ 복사열전달 동으로 

서 비원자력분야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CFD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VHTR 관련 주요 열유체 현상과 관련된 문제 선정하고 CFD 해석을 통하여 

해석 모델의 타당성올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CFD 해석올 이용한 노심 열유체 해 

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다. 

가 VHTR 개념문제 벤치마크 

(1) 온도차가 큰 자연순환 공동 CFD 해석 

프랑스 αA의 P밍llere는 VHTR 개념문제의 하나로 온도차가 큰 자연순환 공동(cavity) 

벤치마크 문제[Quere， 2005; Paillere, 2005]를 제안한 바 있다 본 문제는 그림 3.1.3.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온도차가 있는 두 수직 벽을 갖는 정사각형 자연순환 공동 문제이다. 그립 

3.3.6.1은 다D 벤치마크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자연순환 공동 문제이다. 하지만 

Paillere가 제시한 문제는 온도차가 매우 커서 전통적인 Boussinesq 근사가 잘 맞지 않는 경 

우에 초점올두었다. 

0 1 Th \ 

Adiabalic 
、

\ Adiabalic 

D 

νc j 9 

그림 3.3.6.1 정사각형 자연순환 공동 개념 문제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코드인 다X를 이용하여 Paillere가 제안한 벤치마크 문제를 해 

석하였다 고온벽과 저온벽의 온도를 각각 960K와 240K로 설정하였으며 유체는 공기(Pr = 

0.71)를 가정하였다 또한 제시된 문제의 초기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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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초기 압력‘ 101325 Pa 

- 공동 초기 옹도 600 K 

- 유체 초기 속도: u(x，y)=v(x새)=0 

본 연구에서 고려한 벤치마크 해석 조건은 Rayleigh 수 (Ra)가 1(f과 107인 경우이다 그 

림 3.3.6.2는 CFX에 의해 계산된 전형적인 속도빽터를 보여준다 고온벽에서 상승한 유통이 

저온벽을 따라 하강하는 자연순환 유통을 전반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FX 

해석의 정확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벤치마크해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3.3.6.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3.3.6.1은 다X 계산결과가 벤치마크해를 비교적 잘 예측하 

고 있음올 보여준다. 특히 과도상태 조건에서 CFX 계산을 수행한 경우가 정상상태 조건에서 

계산한 경우보다 벤치마크해에 더욱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동내 유체 압력이 초 

기값에서 변화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다X 정상상태 모델의 경우 유체내 reference 압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V<lo‘’‘Y (Ve<lor 1) 

2.76!k-OOl 

-l 07‘-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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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 전형적인 속도벡터 계산 결과 

표 3.3.6.1 온도차가 큰 자연순환 공동 문제 σx 계산결과 및 비교 

Test Case 1 (Ra=10
0

) Test Case 11 (Ra=10/) 
벤치마크해 CFX CFX 벤치마크해 CFX CFX 

(Vlerendeels) (sleady) (Iranslent) (Vierendeels) (steady) (Iranslent) 

Ave. Nu(h) 8.85978 9.670얘 8.86749 162410 17.06842 16.31205 

Nu(y=O.5)(h) 7.81938 8.45678 7.82755 13.’89 13.81않l2 13.26522 

NU,max(h) 19.59642 2 1.9잃84 19.62543 46.379 49.86잉2 46.94431 

NU,mln(h) 1.07345 0.56092 1.07609 1.454 0.75258 0.73430 

Pmax/PO 0.856338 1αlOOO 0.855613 0.92263 1.00000 0.91917 

(2) 블록형 핵연료 Crossflow 벤치마크 해석 

초고온가스로 적용을 위한 중점 CFD 검중 분야로서 블록형 원자로 노심에서는 

bypass flow 및 cross flow 유통이 대표적이다 l닥남일， 2008. 02).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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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노심 핵연료 블록 상하 캡 (gap)을 흐르는 crossflow에 대한 JAEA 실험 

[Kaburaki & Takizuka, 1987]을 벤치마크 문제로 선택하고 CFD 해석올 수행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계산서 [탁남일， 2008.11]에 정리되어 있다 

(가) JAEA Crossflow 실 험 

그림 3.3.6.3은 핵연료 블록 상하에 존재하는 CTossflow 캡사이를 흐르는 。∞sflow 유통에 

관한 JAEA 실험장치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HπR에 사용된 핵연료 블록을 모의한 핵연료 

블록 4개를 상하로 쌓고 중앙에만 CTossflow 갱을 두었다 중앙에 존재하는 σossflow 캡은 

일정한 크기를 갖도록 하였으며 중앙의 캡을 제외한 나머지 CTossflow 캡은 밀봉하였다 핵 

연료 블록들 전체는 철판{steel shroud)으로 에워쌓아 핵연료 블록 측면에 존재하는 bypass 

갱올 모의하였다 bypass 갱의 크기는 약 1.2 nun 이다. 핵연료 블록을 에워싼 철판에는 정 

압 측정올 위한 압력 랩올 설치하였다. bypass 캡 하단은 밀봉되어 있으므로 bypass 캡으로 

유입된 공기는 모두 σossflow 껑을 거쳐서 냉각재 채널 유통에 합류하여 출구로 빠져 나간 

다 

Crossfl 。、" g'l þ 

Fuel 

LeokQge 11 。‘

그림 3.3.6 .3 JAEA CTOSS flow 실험 개념도 fKaburaki & Takizuka, 198꺼 

실험에 사용한 핵연료 블록의 형상 및 치수는 그림 3.3. 6.4에 나타내었다 실제 HπR에 

사용된 환형 냉각재 채널을 갖는 핵연료 블록과는 달리 본 실힘에 사용된 핵연료 블록에는 

직경 20 mm의 원형 냉각재 채널이 사용되었다 실험 테스트 섹션은 그림 3.3.6.3에 나타낸 

바와 같이 Roots blower에 연결되어 있다 핵연료 블록 각 냉각재 채널 안에는 직경 3 mm 

의 정압 측정 튜브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채널 내 압력 분포를 측정하였다 JAEA 실험에서 

는 다양한 크기의 캡과 쐐기 모양의 갱도 모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 mm crossflow 캡 

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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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3.3.6.4 핵연료 블록 치수 및 기하학적 형상 

rKaburaki & Takizuka, 19871 

JAEA의 실험 결과 얻은 유통 특성을 분석하면 그림 3.3.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냉각 

재 채널은 난류 유통을， bypass 갱 및 crossflow 캡은 충류 유통이 나타난다 bypass 갱 및 

σossflow 갱이 충류를 띄는 가장 큰 이유는 캡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JAEA 

실험을 σD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냉각재 채덜과 bypass 갱I σossflow 갱에서 

의 충류/난류 유통 혼합 특성이 실제 블록형 원자로 노심 내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aminar 

〔。이‘”’ 
cn.nntl 

Turbulent 

1 arninm 

S),Pl“ 
9'P 

ι
1’
·
‘
”
u
”
“v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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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D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냉각재 채널 및 bypass 캡 입구(inlet)에는 operung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opening 

압력으로서 ”상대압력 = 0'’을 설정하였으며 유통 방향을 "Normal to Boundary Condition" 

으로 설정하였다 입구 경계에 압력 경계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계산 초기 수렴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각재 채널 입구에는 “ Medium !ntensity and Eddy Viscos띠 Ratio" 

를 설정하였으나 Bypass 갱 입구에는 유통이 충류이므로 Eddy Viscosity Ratio 및 Fractional 

Turbulence Intensity 모두 매우 작은 값 1.0E-5을 두었다 유동 출구(outlet)에는 유량 경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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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올 부여하였다. JAEA가 수행한 1 mm σossflow 갱 실험에서 측정된 공기 유량은 182 g/s 

이다‘ JAEA 실험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냉각재 출구 127~에서 측정된 유량은 거의 일치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유통 출구변에 통일한 양(182+12)의 유량 경계조건을 부여 

하였다 적용한 난류 모델은 SST 모델이며 벽연(wall)에는 Automatic Wall Treatment를 설정 

하였다 공기의 온도는 25t를 가정하였으며 계산에 사용한 밀도와 점성도는 각각 1.1845 

kg/m’ 과 1.없67E-5 Pa.s 이 다 

(다) CFD 해석결과 

그림 3.3.6.6은 다X에 의해 계산된 cross flow 갱에서의 속도분포이다 그림 7은 

bypass 갱을 통과한 공기 유동이 cross flow 캡을 거쳐서 냉각재 채덜 유통에 합류되는 과정 

올 합리적으로 모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연료 블록 중앙부에서는 대칭적 특성에 기인한 

유통 정체(stagnant) 영역이 존재한다. 

;싼10 ιIX 
/φ>0장L전」 、

그립 3.3.3.6 cross flow 갱에서의 속도분포 

표 3.3.6.2는 다X 계산결과 얻은 압력강하량 및 bypass 유량을 JAEA 연구결과와 비교 

한 것이다 JAEA의 실험결과 및 계산결과와 본 연구의 다X 계산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었다 또한 3.3.6.2는 본 연구에서 얻은 CFX 계산결과가 적용한 격자크기에 크게 의존 

하지 않음도잘보여준다 

그립 3.3.6.7은 CFX 계산 결과 얻은 압력분포와 JAEA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 

록 충류 영역인 bypass flow 및 σossflow를 난류라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σX 계산 결 

과는 JAEA 실험결과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JAEA는 냉각재 채널에서의 압력측정을 위 

하여 냉각재 채덜에 직경 3 mm의 압력튜브를 설치하였다 압력튜브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압력튜브를 무시하고 다X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FX 계산은 JAEA 

실험을 약 10%나 낮게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JAEA 실험올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는 냉각재 채널 내 압력튜브를 고려하여 모델링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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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2 CFX 계산결과와 JAEA 연구결과의 비교 

JAEA Data 
Total Number of Meshes 

[3] 1,974,049 2,409,365 4,232,418 

(Coarse ) I (Reference) (Fine) 

Coolant Channel 6P(kPa)에 
4.94b) 4.95 4.93 4.95 

% Difference -0.3 0.2 -0.3 

Bypass α1때nel 6P(kPa)'l 
2.08에 2.05 2.03 2.13 

% Difference 1.2 2.5 -2.7 
Bypass Flowrate Fraction 9%') 9.8% 9.8% 9.1% 

a)Pre잃ure difference acr∞5 4 fuel blocks (height = 228 m) 

b)Digitized value of experimental data 

c)Calc띠ated v떠ue by JA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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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7 압력분포에 대한 다X 계산결과와 JAEA 실험결과와의 비교 

(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노싱 핵연료 블록 상하 사이를 흐르는 σossflow에 대한 JAEA 

실험을 다X 코드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해석하였다 본 벤치마크 해석결과， 충류/난류 

transition 모델 동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형적인 CFD 난류모델인 SST 모델만을 

가지고도 핵연료 블록 주위를 흐르는 충류와 난류의 유동 혼합 및 유량 분배를 적절히 모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열전달 측연에서도 SST 모렐이 충류/난 

류 혼합유통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열전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떼블 압력강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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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pebble)형 노심은 계통/안전해석 코드에서 다공성 매질로 가정되어 해석 

되기 때문에 계통/안전 해석 코드의 해석 결과는 많은 불확실도를 갖고 있다 보다 

정확한 해석올 위해 CFD 방법올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페블을 지나는 유통에 대 

한 CFD의 검중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블노심 해석에 

CFD 기법을 적용하기 사전 연구의 일환으로 페블배열을 지나는 유통의 압력강하에 

대한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고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Channel 

그림 3.3.6.8 페블 압력강하 벤치마크 대상문제 및 해석격자 

페블배열에서의 압력강하 벤치마크 문제로 [Calis et al, 2001)의 실험을 선정하 

였다 Calis는 정사각형 채널 내부에 설치된 몇 개의 페블 배열에 대한 압력강하 측 

정 실험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 폭 대 페블 직경비가 1인 실험결과에 

대한 벤치마크를 수행하였다， 그림 3.3.6.8은 벤치마크 해석의 대상문제와 해석에 사 

용된 표면격자를 보여준다 페블의 직경은 12.7rnrn이고 기공륜( . )은 0.476이다 사용 

된 레이놀즈수는 충류와 난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1부터 5 x104까지 범위에서 

7개 영역올 선정하였다， 표준 k-e 난류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입구에서 레이놀즈수에 

해당되는 속도를 고정하고 출구에는 정압이 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3.3.6.9은 Re=5000인 난류유동의 해석결과에서 유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페블을 지난 이후부터는 거의 유사한 유통형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페블 수가 작더라도 페블배열에서의 평균압력강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력강하를 다음에 정의된 마찰계수로 변환하여 Calis 실험과 비교하였다 

4 f = 2Ll P .1 d~， 1 
r • - ‘ -- , 

p(!tol< )' \ L I 

여기서 "0는 겉보기 입구속도(superficial velocity)이고 d"는 수력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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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9 사각채널 내부의 페블배열에서의 유선분포 

Calis의 실험뿐만 아니라 페블과 유사한 입자로 구성된 영역의 압력강하 계산 

에 많이 사용되는 Ergun의 상관식과도 비교하였다 Ergun의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c ‘ 
4f = 김긍-+C2 

.I 1.c; h 

여기서 c，과 c，는 각각 133과 2.33이다 

그립 3.3.6.10은 Calis의 실험결과， Ergun 상관식/ 열유체 안전해석 코드인 

GAMMA+에서 사용하는 페블노심 압력강하 모델 상관식 [French， 1980), 그리고 

CFD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CFD 해석결과는 Calis의 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한 압력 

강하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놀즈수 1000 근처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유통이 충 

류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구간이다 상관식의 경우는 낮은 레이놀즈수에서 실험값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높은 레이놀즈수에서는 실험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본 벤치마크 해석 결과로부터 CFD 해석이 규칙적인 페블 배열을 지나는 유통 

에 있어서 다른 상관식보다 우수한 압력강하 예측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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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0 사각채널 내부의 페블배열에서의 압력강하 비교 

(3) 제한된 실린더 배열을 지나는 유동 

그림 3.3.6.11은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하부플레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부 

플레념의 상부에 위치한 노심과 반사체 블록은 다수의 원통형 지지대 (Support 

posts)로 지지된다 하부반사체는 핵연료블록의 냉각재 채널을 통과한 냉각재가 합 

쳐져 지지대 사이의 공간으로 토출될 수 있도록 유로를 제공한다 하부플레념으로 

토출된 냉각재는 지지대를 지나면서 혼합되면서 출구덕트로 보내친다. 영역 A에서 

는 출구방향의 유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심에서 토출되는 제트유동이 유동혼합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영역 B에서는 노심에서 토출되는 제트유동이 없기 

때문에 지지대를 지나면서 가속되는 크로스 유동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노심에 

서 토출되는 제트유동과 출구덕트로 가띤서 가속되는 크로스 유통 때문에 하부플레 

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통 혼합이 발생한다 

하부플레넘에 대한 유통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INL[Mcllroy, 2008]과 Utah 

대학교[Smith， 2007]는 각각 그림 1의 영역 A와 영역 B를 모사한 모텔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INL 실험은 M1R(Matched-index-of refraction) 실험 장치에서， Utah 

대학은 aH 실험 장치에서 LDV(Laser Doppler Velocimetry)와 PIV (Particle Irnage 

Velocimetry)를 이용하여 자세한 유통측정을 수행하였다 이중 Ut따1 대학의 실험이 

벤치마크 해석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될 실런더 배열을 지나는 유동을 하부플레넘 벤치마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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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Plenum 

그립 3.3.6.11 하부플레넘 형상 

그림 3.3.6.12는 제한된 실린더 배열을 지나는 유동의 CFD 해석 모델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의 주기모델은 격자테스트를 위한 것이고 오른쪽은 실제 벤치 

마크 해석을 위한 전체 모델이다 해석모델과 경계조건에 대한 설명은 설계계산서 

I김민환， 2008.11]에 제시되었다 

4 

그림 3.3.6.12 제한된 실린더 배열을 지나는 유통의 CFD 해석 모델 

Ut하1 대학의 실험 중에서 레이놀즈수가 55，900인 난류유통에 대해 정상상태 해 

석올 수행하여 난류모델의 성놓을 평가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난류모텔은 와접섬 

(eddy viscosity) 2-방정식 난류모텔 중에서 k-r모델，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 

텔， RNG (Renormalization Group)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레이놀즈-용력 모델 

(Reynolds 5σess Model; RSM)에서는 LRR (Launder, Reece and Rodi) 모델올 선택 

하였다 

그림 3.3.6.13은 유통방향과 횡방향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위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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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3.3.6.12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가운데 원통과 뒤쪽 벽연에 위치한 반원통 사이의 

X 방향 중간위치이다 유동방향 속도분포를 보연 k-c모텔은 최대속도를 실험보다 조 

금 낮게 예측하는 반연， 타 모텔들은 최대속도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최대속도가 

발생하는 y 위치는 RSM 모텔이 가장 실험치와 근접하고 있으며 벽연 근처에서 속 

도분포는 SST 모델이 실험에 근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저속도를 살펴보연 k-c 

모델이 실험에 근접한다. 타 모델들은 최저속도를 과소 예측하여 O보다 작은 값올 

보이며 이것은 재순환 영역을 크게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횡방향 속도분포도 

k-r모댈이 가장 실험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모델들은 재순환영역 

의 중심에서 속도변화가 거의 없고 평탄한 형상을 보이며 바깥의 후류영역에서 급 

한 속도구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후류와 재순환영역 사이에 충분한 혼합을 예측 

하지 못하는 것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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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3 정상상태 해석의 유동방향 및 횡방향 속도분포 비교 

제한된 원통배열을 지나는 유통의 실제 현상은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유통형 

태를 보이는 정상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유통형태가 달라지는 비정상상태이다. 

따라서 비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상태 해석과 비교하여 어떻게 결과가 달라 

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정상 해석올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난류모텔 

은 비 정 상 RANS k-r, k-(O모텔， SAS (Scale Adaptive Simulation), DES (Detached 

Eddy Simulation), LES (Large Eddy Simulation) 이다 

그림 3.3.6.14은 상기 비정상모텔 해석 결과를 중심 단변에서 순간속도 분포로 나타 

내어 비교한 것이다. k-c모델은 정상상태 해석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즉 비정 

상 유동을 모사하지 못하고 있다 SST 모텔은 5번째 원통 후방에서는 주기적인 유 

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정상상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SAS-SST 모텔은 SST 모델과 같은 2 방정식 모형이지만 비정상 유동형상을 포착하 

고 있다 DES 모델도 비정상 거동을 나타내고 있지만 SAS 결과와 비슷하다 LES 

모텔은 SAS나 DES와는 많이 다른 유동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원통 후류영역에서 

다양한 크기의 와류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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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DES 

그림 3.3.6.14 제한된 실린더 배열의 비정상해석에서 순간속도분포 비교 

그림 3.3 .6.15은 시간 평균된 유통방향 속도분포와 횡방향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SAS-SST 모텔이 가장 큰 유동방향 속도 변화를 보여준다 DES는 유통방 
향의 속도분포의 변화는 작지만 횡방향 속도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비대 

칭적인 속도분포를 보여준다 LES 모텔은 두 속도분포를 실험에 가장 가깝게 예측 
하고 있다 그림 3.3.6.16는 RANS 모델과 LES 해석으로 구한 레이놀즈 전단웅력 분 
포를 비교한 것이다. RANS 모텔은 전단웅력을 과소예측하고 있지만 LES 모텔은 
상대적으로 실험에 가까운 전단웅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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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5 시간평균된 유동방향 속도 및 횡방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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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16 RANS 모델과 LES의 레이놀즈 전단웅력 비교 

본 연구를 통하여 하부플레넘 유사유통에서 전산해석코드에서 제공하는 난류모 

델의 예측성능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추후업무로 2-방정식에서 입구 

조건의 민감도， DES에서 blending 함수의 민감도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펼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레이놀즈수 영역의 유동에서 각 난류모델의 성능올 평가할 필요 

가 았으며 퉁온유동뿐 아니라 실제 열 혼합이 발생하는 유통에 대한 벤치마크도 요 

구된다 

나‘ 노심 열유체 모델 및 평가 

(1) 블록형 노심 핵연료 블록 CFD 해석 

(가) 블록형 노성 핵연료 블록 및 해석모텔 

GT-MHR로 대표되는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연료 블록은 그립 3.3.6.1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수많은 구멍을 갖는 육각형의 흑연 블록에 핵연료 컴팩트가 장전되고 핵연료 컴왜 

트에서 생성된 열은 냉각재 구멍을 흐르는 냉각재에 의해 냉각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처럽 

기하학적 형상의 복잡성 때문에 기존에는 주로 뻐t cell 모델(그립 3.3.6.17 참죄과 같은 단 

순화(simplified) 모텔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unit cell 모텔은 bypass 갱 유동올 고려할 수 

없으며 핵연료 블록 내부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헝 노십 핵연료 블록에 대해 3차원 다D 해석 모텔을 제시하고 전형적인 핵 

연료 블록에 대해 예제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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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7 GT-MHR 핵연료 블록 및 unit cell 모델 

(나) 1/12 핵연료 집합체 CFD 해석 

그림 3.3.6.17과 같은 핵연료 블록은 1/12 대칭선올 중심으로 대칭적 특정올 가 

지므로 1/12 핵연료 블록 집합체에 대해 CFD 모델올 구성하였다 그림 3.3 .6 .18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1/12 핵연료 블록 CFD 계산 도메인을 보여준다， 핵연료 컴꽤 

트， 냉각재 채널， 핵연료 컴팩트 캡， bypass 캡 채널， 가연성독봉 B4C, 흑연 플러그， 

흑연 블록， 상/하 흑연 반사체 둥 핵연료 집합체를 상세하게 모델령하였으며 핵연 

료 블록 상하에 폰재하는 cross flow 캡은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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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6.18 1/12 핵연료집합체의 CFD 계산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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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18의 계산 도에인에 대해 정렬 및 비정렬 격자를 조합하여 만든 격자를 

그림 3.3.6.19에 나타내었다. 격자생성은 ICEM-CFD를 이용하였다 흑연 블록에는 

Quad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Hexa 격자를 사용하였다 

그립 3.3.6.19 1/12 핵연료집합체 CFD 해석에 사용한 격자의 모습 (top view) 

냉각재 채널 및 bypass 캡 채널에 유량 경계조건을 inlet 영역에 부여하였으 

며 。utlet 영역에는 압력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냉각재 채널 입구에서의 레이놀즈 

수는 약 40000 정도이므로 냉각재 채널에는 난류 유동을 가정하였다 bypass 캡 채 

널 레이놀즈수는 약 2000 정도이므로 층류 유통을 가정하였다. 난류 모델로서는 

SST 모델올 적용하였고 벽변에는 automatic waII treatment를 적용하였다. 

(다) CFD 해석결과 및 비교 

그림 3.3.6.20은 속도 및 온도 분포에 대한 CFX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핵연료 

블록 내에서의 핵연료 컴팩트틀의 출력이 균일하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 

료 블록 내부의 용도 분포가 비교적 고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 블록 중앙 

부근에 위치한 핵연료 컴팩트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며 핵연료 블록 가장자리에 

위치한 핵연료 컴팩트들의 온도가 가장 낮다 표 3.3.6.3에 본 1/12 핵연료 집합체 

CFD 계산결과와 unit cell 모델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unit cell 모텔 해석결과도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nit cell 모댈올 경우 

최고 핵연료 온도를 20 0C 가량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unit cell 모델이 핵연료 

블록 내부 열전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bypass 껍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핵연료 블록 내부의 온도 분포는 bypass 캡 크기에 매우 민강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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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6.20 속도 및 온도 분포 계산 결파 

표 3.3.6 .3 unit cell 모델과 1/12 핵연료 집합체 모델 계산결과 비교 

Unlt cell model 
1112 fuel assembly 

model 

Max. coolant vel앙clty (m/s) 53.9 50.8 

Actlve helght pressure drop (kPa) 24.4 25.2 

Ave. fuel temperature (OC) 865 868 

Max. fuel temperature (OC) 1099 1119 

(2) 페블형 노심 국부영 역 CFD 해석 

최근 3차원 CFD 해석을 노심 열유통 해석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가스로의 경우 블록형 노심에 대하여 Unit-Cell 개념을 도입하여 노심전체 높이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고 있다 [Tak, 2005] 그러나 페블(Pebble) 형 노심의 경우 노심내 

부의 많은 페블 수， 페블 배 열의 불규칙성/ 페블을 지나는 고 레 이놀즈수의 유동으 

로 Unit-Cell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노심 전체에 대한 전산유체해석은 거의 불가능하 

며 국부척인 영역에 대한 해석만이 가능한 실정이다[ln， 2005] 현재로서 CFD 해석 

을 페블형 노심의 온도예측에 척용하는 방법은 시스템 코드로 전체 노심올 해석하 

여 고용영역을 찾아내고 그 영역에서 시스탱 코드의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국 

부 페블노심올 해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해석으로 페블노심의 정상상태 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임의의 400MWt 페블노심올 선택하고 5 imple Cubic(5C), Body-Centered 

Cubic (BCC), Face-Centered Cubic(FCC)의 3가지 페블배 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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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형 노심의 국부 열유동 전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열출력， 

입구 유량/ 입구 온도 둥과 같은 경계조건이 펼요하다. 이들 위하여 본 해석에서는 

시스템 코드인 GAMMA 코드의 해석결과로부터 국부 고온영역올 찾아 그 영역에 

서의 값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본 해석에서 고려된 페블노심의 주요 계통변 

수는 표 3.3.6.4파 같다， 

표 3.3.6.4 페블노심 주요 계통변수 

출럭(lVfWt) 400 
계통 압력 (bar) 70 
노십 입/출구 He 온도('C) 490/950 
계통 유량(kg!s) 166 
실제 노섬유량Ckg/s 우회유량 21% 고려) 131 

그림 3.3.6.21은 GAMMA 코드에서 사용된 페블노심 모텔과 해석결과로 구한 국 

부고온영역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환형 페블노심은 수직단연을 기준으로 세로방 

향으로 11개/ 가로방향으로 5개로 구성된 제어체적으로 모델령되었으며 GAMMA 

해석결과로 구한 최대노심온도의 위치는 아래로부터 5번째/ 내부반사체 (inner 

reflector)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요 변수 값은 표 3.3.6.5와 같다 

표 3.3.6.5 GAMMA 코드의 고온영역 계산결과 

고온영 역 반경 위 치 (m, Ring 1) 1.112 
고온영역 수직위치 (m. axial zone 5) 7.846 
핵연료 출력밀도(MWνm‘) 9.6 
He 온도C "C) 1087 
He 속도(s때erficial velocity, m/s) 6.7 
노심 기 공률(core porosiry) 0.39 

그림 3.3.6.22은 각 패블배열의 CFD 해석에 사용된 격자계를 나타낸 것으로， 왼 

쪽은 전체 격자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유체영역에서 패블표면에 해당하는 격자 

를 보여주고 있다 패블 형상모델령과 격자생성에 관한 내용은 참고문헌[김민환/ 

2oo7.08A)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SC, BCC, FCC의 3가지 형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노심 기공융(c)은 각 배열에 따 

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입구에서 속도 조건을 결정할 때 표 3.3 .6.5의 기공률 0.39에 

해당되는 He 속도를 각 페블 배열에 일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 

서 본 해석에서는 다음 식으로 입구유량을 결정하였다 

ACFD 
mCFD= mpBn^ -,-,-

“ PBH 

여기서 m'PDR은 페블노심유량， A pBR는 페블노심의 전체 입구 단면적I A CFD는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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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입구 단면적(페블영역 포함)올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입구유량조건으로 사용 

하면 입구의 겉보기 속도(superficia l velocity)가 기공률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해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김민환， 2007.08B]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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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1 GAMMA 코드의 노심모텔과 예측된 국부고온영역 위치 

330 



탠딩 많질 
362,417 nodes 872,293 nodes 1,232,831 nodes 

그림 3.3.6.22 페블노심 해석올 위한 격자계 

그림 3.3 .6.23는 각 페블배열에 따른 옹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SC 배열에서 핵연료 영역의 최대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핵연료에서 최대 

온도가 발생하는 위치가 정확히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이는 유통이 부딪히는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냉각이 잘되기 때문이다 패블 

배열에 따라 온도차가 존재하지만 모든 결과가 핵연료의 정상온도 제한치 1250 .C 

이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림 3.3 .6.24는 페블 내부에서 수직 방향과 수형 방향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BCC와 FCC 배열은 유사한 온도분포를 보이며 SC 배열과는 약 15-20"(; 정도 

의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SC의 경우에 최대옹도의 위치가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는 유통경로가 복잡한 BCC와 FCC 배열은 핵연료를 골고루 냉각시키는데 반해 

SC 배열의 경우는 페블 아랫부분으로는 충분한 유통이 공급되지 못하여 상대적으 

로 핵연료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수평방향의 온도분포는 수직방향과 다르게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FCC 배열에서 양옆의 온도가 약간 높은 것은 BCC 배열보다 

주변의 핵연료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다 

전산유체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석결과로부터 압력강하와 N usselt 수 

를 구하여 시스댐 해석용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 상관식과 비교하였다 자세 

한 실험상관식은 참고문헌 I김민환， 2007.08B]를 소개되었다 

표 3.3.6.6은 CFD해석으로 구한 압력강하와 Nusselt수를 상관식과 비교한 것이 

다 비록 기공륜이 감소할수록 압력강하가 중가하는 상관식의 경향올 CFD해석이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배열에 대해 CFD 결과가 상관식보다 상당히 작은 압력강하 

를 예측하고 있다 Nusselt수의 경우도 CFD 결과가 상관식 보다 낮은 값은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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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차가 압력강하 만큼 크지 않지만 여전히 크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상관식이 

전체 페블노심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페블의 국부 영 

역 해석 결과와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각채널 페블배열 유동의 압력강하 벤치마크해석 [Kim， 2007.10] 결과에서 확인되었 

다. 

페블노심 국부 열유동 해석에 대한 CFD 벤치마크용 실험자료가 없는 것이 아쉬 

운 점이지만， 본 해석을 통하여 국부페블 노심의 전산유체해석 절차가 확립되었으 

며， 추후 NHDD의 페블형 노심의 국부 핵연료 최대온도 예측에 사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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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3 패블노심해석 모텔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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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6 페블노심해석의 압력강하와 Nusselt수의 비교 

Variable SC BCC FCC 
Porosity 0.489 0.336 02:77 

DP，쩌 CFD 3.56 14.2 19.9 

(kPa!m) Correlation 9.09 37.3 72.9 

CFD 224 잃6 352 
Nu 

Coπelation 367 553 683 

(3) 블록형 노심 Hot Spot 핵연료 온도 해석 

본 연구에서는 PMR200 원자로 설계 개념에 대하여 1/12 핵연료 집합체 CFD 

모텔을 적용하여 Hot Spot 핵 연료 온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 PMR200 노심 및 핵연료 블록 

PMR200 원자로 노섬은 PMR600과 마찬가지로 핵연료 블록 안쪽과 바깥쪽에 반사체 

혹연 블록을 두는 환형 노심으로서 핵연료 블록은 66개 칼럽 (column)이 장전되도록 하였다. 

핵연료 블록 1개의 높이는 79.3 cm이며 핵연료 블록 6개가 쌓여 active core hei야t 475.8 cm 

를 이룬다 핵연료 블록은 Gr-MHR 핵연료 블록파 유사한 설계 변수를 채택하였다 다만 

GT-MHR과는 달리 중앙 부근에 6개의 가연성 독봉 구멍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핵연료 블록 

내에는 1087ß의 냉각재 구명과 204개의 핵연료 구멍， 12개의 가연성 독봉 구멍이 존재한다. 

핵연료 컴팩트는 핵연료 구멍에 장전되며 핵연료 구멍은 이탈 방지를 위해 혹연 플러그로 

밀봉된다 

(나) Hot Spot 핵연료 집합체 선정 

PMR200의 hot spot 핵연료 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MR200의 모든 핵연료 

블록 칼럼에 대하여 그림 3.3 .6.8의 CFD 모텔올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hot spot 핵연료 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PMR200 핵연료 블록들의 

열출력 분포를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그림 3.3.6.25은 PMR200 평형노심의 반경방향 

2차원 출력분포를 보여준다 PMR200 노심은 1/6 대칭을 이루므로 l17ß 핵연료 집 

합체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었다 117ß 의 핵연료 집합체 중에서 6번째 ring의 두 번 

째 핵연료 집합채 (Assembly (6， 2))가 평형노심 전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열출력을 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출력이 상대적으로 큰 집합체는 동일 위치에서의 냉각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hot spot 핵연료 온도가 폰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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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Fuel Assembly 

Q 

혔
 그립 3.3.6.25 PMR200 평형노심 반경방향 2차원 출력분포 

그러나 hot spot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 컴팩트의 국부적 출력밀도에도 비례하 

므로 3차원 출력분포도 고려하여야한다 그림 3.3.6.26는 BOC(Begin of Cycle)와 

EOC(End of Cycle)에서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11개 핵연료 집합체들에 대해 보여준 

다 두 경우 모두 열출력이 가장 큰 핵연료 집합체 Assembly (6， 2)에서 국부청두출 

력인자도 가장 큼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ssembly (6，2)가 hot spot 핵연료 집합 

체임은 자명하다 즉 Assembly (6，2)에서 hot spot 핵연료 온도가 발생하므로 CFD 

해석은 Assembly (6， 2)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충분하다 

(다) CFD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앞의 “ (1) 블록형 노심 핵연료 블록 CFD 해석” 부분에서 사용한 CFD 해석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bypass 캡 의 크기는 2 mm를 적용하였고 열유체 

시스댐 해석 결과l전지수， 2009. 03]에서 얻은 냉각재 입구온도/ 냉각재 유량， 

bypass 캡 유량 퉁올 경계조건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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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26 PMR200 평형노심 BOC 및 EOC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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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FD 해석결과 

그림 3.3.6.27은 BOC와 EOC 조건에 대해 CFX로 계산한 핵연료 블록의 온도 

분포를 hot spot 핵연료 용도가 발생한 높이의 평면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다. 

Temperature 
(Plane 1) 

1113 

1079 

’046 

1013 

979 

[c) 

Temperature 
(Plane 1) 

1157 

1073 

989 

.os 

'. 82’ 
ICI 

그림 3.3.6.27 BOC 및 EOC 온도 분포 계산결과 (hot spot 핵연료 온도 평면) 

그림 3.3 .6.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hot spot 핵 연료 온도는 BOC와 EOC 조건 

에 대해 각각 1113 't와 1157 't로 예측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가한 MOC 조 

건의 hot spot 핵연료 온도는 1127 't 였다 이들은 모두 정상운전 핵연료 온도 제 

한값 1250 't 에 비해 충분히 낮은 값들이다， 그림 3.3.6.27를 살펴보면 핵연료 블록 

내의 핵연료 온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 블록 내부 

에 위치한 핵연료 컴팩트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bypass 갱 채널 주위에 위치한 

핵연료 컴팩트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핵연료 블록내 출력분포 

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연성 독봉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곳의 핵연료 온도도 낮은 편인데 이는 가연성 독봉에서 열발생이 없기 때문 

이다 

그립 3.3.6.28는 핵연료 컴팩트 및 냉각재 채널에서의 축방향 온도분포를 알아 

보기 위해， 핵연료 블록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핵연료 컴팩트 중앙 지정과 냉각재 중 

앙 지점에서/ 축방향에 따른 옹도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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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8 핵연료 컴왜트 및 냉각재 채널 중심에서의 축방향 온도 분포 

핵연료 블록 층간 사이마다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열발생이 없는 흑연 플러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냉각재 채널 중심온도는 

입구온도 485 l: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ac디ve core 바닥에서는 약 1000 

℃를 넘어선다. BOC 및 EOC 모두 핵연료 온도가 비교적 축방향으로 명탄하다 이 

는 BOC 및 EOC의 경우 상부 핵연료 블록의 출력이 높고 하부 핵연료 블록의 출 

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3.3.6.26 참조). hot spot 핵연료 온도는 BOC와 EOC에 

대해 각각 active core 위에서 6번째 핵연료 블록과 4번째 핵연료 블록에서 나타난 

다 그러나 핵연료 온도가 비교적 명탄하여 다른 핵연료 블록의 최대 온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EOC의 경우 ac디ve core 위에서 4번째 핵연료 블록의 열출 

력이 제일 크며 hot spot 핵연료 온도도 위에서 4번째 핵연료 블록에서 나타난다. 

EOC의 청두출력이 핵연료 중간 위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hot spot 핵연료 온도 

가 BOC 및 MOC 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하부 핵연료 블록들의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마) 결론 

PMR200 노심 설계 개념에 대하여 1/12 핵연료 블록 CFD 모텔을 이용하여 

hot spot 핵연료 온도를 예비평가하였다 핵설계 계산 결과와 열유체 시스템 해석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였고 CFD 해석에는 상용코드인 CFX를 이용하였다 

CFX 해석 결과 PMR200 평형노심 BOC, MOζ EOC에 대한 핵연료 hot spot 온도 

는 각각 1113 l: , 1127 l:, 1157 l:로 예측되었다- 이들은 정상운전 핵연료 온도 설 

계기준값 1250 l: 에 비해 충분히 낮은 값들이다 BOC 및 MOC의 경우 청두출력이 

노심 상부에 위치함요로써 핵연료 옹도가 축방향으로 비교적 평탄한 결과를 얻었 

다 EOC의 경우는 첨두출력이 노심 중간 영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노심 하단 

핵 연료 블록의 출력 이 높지 않아l 핵 연료 hot spot 온도가 BOC 및 MOC에 비 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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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소폭발 해석모탤 개 발 

초고온가스로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수소 누출 및 폭발이 발생해도 원자로의 건전 

성이 유지되도록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에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폭발 

시 발생하는 높은 과압 (overpressure)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호벽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Chang, 2007, Kang, 2009, Toit, 2006, Smith, 2006]. 따라서 안전거리 설정과 

방호벽 개발에 필요한 3차원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해석에 필요한 

수소폭발 해석모델을 개발할 펼요가 있다 수소폭발 해석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단 

순모델 [강형석， 2007.2, 강형석， 2008.1]의 과압예측 기능을 포함해서 수소가스의 누 

출/ 확산/ 정화， 폭발반웅 및 압력파 거동을 통시에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수소폭발 해석모텔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점화현상올 에너지 보존법칙에 근거 

해서 구의 체적/ 온도 및 압력으로 표현되는 spark 망lition 모텔올 개발하였다 [강 

형석， 2007. 11, Kang, 2009] 점화모델이 폭발반웅과 압력파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점화현상을 물리적으로 잘 구현하는 모델은 수소폭발 현상을 전 

체를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화 후 폭발반웅은 CFD 코드에 

삽입되어 있는 난류연소 모델인 Eddy Dissipation Model (EDM) [외lSyS， 2006]을 

채택하여 모사하려고 한다 개발된 spark ignition 모텔과 폭발반웅 모델로 선정된 

EDM의 타당성올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 JAEA Oapan Atomic Energy Agency)에서 

수행한 가스폭발 실험 [Ina ba, 2004]에 대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소폭발 해석모델 개발의 두 번째 단계인 누출 및 확산 모텔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수소가스는 질량이 작아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문일， 2007], 고압의 수소 

처장탱크에서 1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제트형태로 방출되면서 밀도변화가 

발생하여 부력에 의해 상부로 상숭하는 유동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이 런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CFD 해석모텔이 펼요하다 

가 점화 및 폭발반웅 모텔 개발 

(1) Spark Ignition 모델의 기본개념 

가스폭발의 주요 정화원 중의 하나는 전기 spark이 다 [문일， 2007] 전기 

spark가 발생하면， spark 중심부에는 가스 이온화 현상이 발생하여 plasma 상태가 

되고， 온도는 약 60,000K, 압력은 약 200bar 까지 상숭하면서 주변으로 팽창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eywood, 1988] 이와 같은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Fluent에 

서는 실험결파를 바탕으로 국부적으로 온도와 가스팽창속도 값을 주는 ignition 

model를 도입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에너지 범위가 50-150mJ 으로 매우 제한적이 

다 [Fluent Inc., 2006] ‘ 또한/ 가스폭발 실험의 점화원은 주로 4이 정도의 고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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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기 때문에 [lnba， 2004], 이로 인한 압력상숭 효과가 정화모텔에 의해 잘 모사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spark 실험에서 관찰된 현상과 에너지보존법칙 (식 

3.3.7.1)을 바탕으로 spark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활성화 (activated)된 가스의 가상적 

인 구의 체적과 온도 및 압력을 구하였다 (그림 3.3.7.1). 식 (3.3.7.1)에서 Cp와 p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식 (3.3 .7.2)와 같이 이상기체법칙 (P=p 

RT)올 적용하여 밀도 항을 제거하고， 식 (3.3.7.3)과 같이 Cp는 고온과 저옹으로 구 

분하여 전개하였다 전기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영역은 열 손실이 없고， 활성화된 

영역 밖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가정하였다 

Tc• Pc 

그립 3.3.7.1 전기 spark에 의해 활성화되는 영역 

ESpa'k = mac1 C p (π -π ) 
m - Pm4π강t - --------

acl 3 

Espa,* = mact C p (η-까)=κCIP"Cp (T，，-- π) 
= κc， (Pm ，hCp ，끼， - Pm，cCp，cπ ) 

p. _ p 
=Vc (4Col - -LCn r ) 

‘ ’ Rg y ” Rg y ’‘ 

(3.3.7.1) 

(3.3.7.2) 

=촌(P"Cp，h -- p'Cp.J (3 .3.7.3) 
g 

E spark 전기 spark 에너지 

mòct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체적의 질량 

다 일정한 압력에서 혼합가스의 평균 비열 

까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가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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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 spark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은 가스의 온도 

Ph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가스의 압력 

P,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영역 밖의 혼합가스의 압력 

p",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혼합가스의 밀도 

r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구의 반경 

V,,, spark에 의 해 활성 화된 혼합가스의 체 적 

Rg : spark에 의해 활성화된 혼합가스의 기체상수 

개발된 spark ignition 모텔을 검증하기 위해서 JAEA 폭발실험 [Inaba, 2004]에 

적용하였다‘ 식 (3.3 .7.3)에서 미지수인 Ph, Vact을 제외한 다른 항에 입력되는 값은 

표 3.3.7.1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고온에서 계산 가능한 공기와 메탄가스의 혼합가 

스 Cp 범위는 2,000-3,000K 이다 [Reaction Design, 2005] 식 (3.3.7.3)에 2，OOOK에 

서의 값들을 대입하여 정리하연 식 (3.3.7씨와 같이 된다 식 (3.3.7.4)에서 미지수인 

반경 (r)에 0.008m-0.02야1를 대입하여 계산된I 활성화된 혼합가스의 압력 (Ph)은 계 

산하면 그림 3.3.7.2와 같다 

=렐[ mJ þ.236[쁨J(p， [pa] 1. 769[밟]-건 [pa ] l.l22 [굶]) (3 .3.7.4) 

12 

2 

2 3 4 5 6 7 8 9 10 11 

Radi야 (cm) 

10 

8 

gu 
(
」
@(}) 

,
i A 

4 

o 

그립 3.3.7.2 Spark (401)에 의해 활성화된 구의 압력과 체적 

그림 3.3.7.2의 물리적 의미는 spark에 의해서 활성화된 혼합가스의 가상적인 공 

간인 구의 온도가 2,OOOK -3，000K일 때， 구가 가질 수 있는 반경과 압력올 나타낸 

것이다 구의 반경 (r)이 커질수록 구의 체적은 반경의 세제곱 (에에 비례해서 증가 
하고/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OOOK에서는 1.75bar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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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7- 10cm 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값은 전기 spark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하면 너무나 큰 값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park ignition 모델 개발에서는 혼합 

가스의 최고 온도를 2，QOOK로 가정하였다 

표 3.3.7.1 Spark Ignition 모텔 검증 CFD 해석올 위한 사용된 데이터 

l. Espark : 40 J 

2 한성 화된 영 역 밖의 혼합가스(Air and CH,) 물성 치 값 

옹도 (T.) : 293K로 가정 - 앙럭 (Pc) : 101325 Pa (대기압) 

- Air 밀 도 (p) l.205 kg/m3 

CIμ 밀도 (p) : 0.728 kg/m3 

- Aα 비열 (Cp ) : 1.007 J/gK 

- CH. 비 옆 <c.,) : 2.220 JlgK 

혼합가스의 체적분융 Air (90.5 vol. %), CH. (9.5 vol. %) 

- 혼합가스의 밀도 (p,) : 1.205 x 0.905 + 0.728 x 0.005 = 1.159 kg/ m3 

- 혼합가스의 비열 (Cμc) : 1.007 x 0.905 + 2.220 x 0.095 = 1.122 J/gK 

3. Activatcd된 영역 내의 혼합가스(Air and CI-I,) 물성치 값 

- 옹도 (Th)는 2.αlOK -3，αlOK로 가정 암력 (Ph) unknown 

- Air 기 체 상수 (R.) : 287.03 J/kgK, - CH, 기 체 상수 (R.) 

518.25 J/kg K 

혼합가스의 기채상수 (11.) : 287.03 x 0.905 + 518.25 x 0.095 = 308.99 J.αgK 

*2，이lOK -3，αlOK 에서의 CH，의 비열 값은 CFX • 10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NASA 

format coe ff!cient (아래 식)올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Co/Il = a1 + a2*T + a3*'['" + a4*T3 + a5*T' 

*CH，의 coefficient 값 

a1= 0.0l683479E+02, 

a3 = -0.03875129E-04 [1끼<2]‘ 

a5 = -0 여503423E-12 [1/1강] 

a2 = 0.01023724E+00 [1가<1 

a4 = 0.06785585E -08 [1/K3] 

-Air 비 열 (Cp ) : 1.337 J/ gK (at 2，αlOK) ， 2.726 JlgK (at 3.oooK) 

-CIl4비 열 (Cp ) : 5.890 J/ gK (at 2.oooK). 6.318 J/ gK (at 3.oooK) 

-혼합가스의 비열 (C".h) 

1.337 x 0.905 + 5.890 x 0.095 = 1.769 J/ gK (at 2,oooK) 

2.726 x 0.905 + 6.318 x 0.095 = 3.067 J/gK (at 3,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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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반웅 모텔 

전기 spark 후， 발생하는 폭발반옹은 CFD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연소모델 

EDM을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EDM은 연소현상이 가스의 화학반용보다는1 연소가 

발생한 가스와 발생하지 않은 가스의 사이의 난류유동에 인한 혼합정도에 더 의존 

해서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또한 가스폭발 실험에서는 고에너지의 

점화원과 고채 구조불 (obstacle)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시 강한 난류유동장이 발 

생하므로， EDM은 폭발반웅을 모사하기에 적합한 모텔로 판단된다 EDM의 전체 반 

웅율은 식 (3.3.7.5)의 연료/ 산소 및 생성물을 기준으로 한 각각의 반응율 (식 

(3.3.7.6)- (3.3. 7.8))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Ansys, 2006] 또한l 각 반웅 

율 (Rr, R", . Rp)은 가스유동장의 난류소멸 (Iurb비ent dissipation) 값과 난류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값의 비율， 질량분율， 모텔상수 값 (A, B) 및 

stoichiometry coefficient (r시 값에 의해 결정된다 JAEA 가스폭발의 메탄가스에 대 

한 모델상수 값으로는 A=5.0과 B=O.5가 사용되 었다 [Ansys, 2006] 

Fuel (f) + Oxygen(o) • Product (p) (3.3.7.5) 

(3.3.7.6) 

Ro=Ap웹) 
(3.3.7.7) 

Rp=왜<(콰) (3.3.7.8) 

(3) JAEA 가스폭발 실험 

JAEA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가스 폭발실험을 수행하여 폭발지점 주변의 

압력분포와 flame front Time-Of-Arrival πOA)를 측정하였다 [Inaba, 2004].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하여 가스 농도와 접화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여 연소화 

염가속에 구조물이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 JAEA에서 메탄가스를 사용하여 폭 

발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High Temperature Reactor (HTR)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이 

용한 수소생산 방식으로 steam reforming 망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메탄가 

스 저장탱크가 HTR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Ina ba, 2004] 또한 메탄가스 폭발시 불 

리적 현상은 수소가스 경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메탄가스 폭발에 대해서 검증 

된 해석모텔은 수소가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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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개요 

실험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영역 주변에 Tent를 설치한 후， 그 안에서 

가스농도를 맞춘 다음， 전기 spark 또는 폭약에 의해 접화시키는 순간 Tent를 제거 

하여 연소화염과 압력파가 Tent 밖의 대기 중으로 전파되도록 하면서/ 압력과 연소 

화염의 TOA를 측정하였다 (lnaba, 2004]. 압력과 TOA 측정올 위한 계측기 위치는 

그림 3.3.7.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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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이 있을 때의 실험결과인 Case 1 - 2, 7-8의 폭발지점으로부터 거 
리에 따른 과압 분포는 그립 3.3.7.4, (가)에 나타나 있다 Tent 안에서는 약 20-40 

kPa, 11m에서는 약 4 - 10 kPa, 21m에서는 약 2-7 kPa, 41m에서는 1 -2 kP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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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이 측정되었다. 구조물이 있는 Tent를 벗어난 후에는 과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이 없을 때의 실험결과인 Case 4-5의 거리에 따른 과압 

분포는 그립 3.3.7.4, (나)에 나타나 있고， Tent 안에서는 약 80 -100 kPa, 11m에서 

약 2 - 3 kPa, 21m에서는 약 0.8-1.0 kPa, 41m에서는 0.3-0.5 kPa의 과압이 측 

정되었다 구조물이 없을 때의 과압이 큰 이유는 접화원으로 사용된 10g의 

explosive의 에너지 (5.2x 10'J)가 전기spark (4이) 보다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립 3.3.7.4, (나)의 10g C-4 결과는 가스없이 폭약만 폭발시킨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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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 )보다， 연소화염이 구조물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가속현상으로 인해서 연소화 

영 전파속도가 빠름을 알수 있다 또한 Case 8 (NG 8.8 yol. %)의 과압이 Case 2 

(NG 9.5 y이.%)의 과압 보다 큰 이유는 8.8 yol.% 일때가 연소반웅의 stoichiometry 

조건으로 가장 큰 연소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CFD 검중해석 

개발된 spark 밍lition 모델과 폭발반옹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JAEA 가 

스폭발 실험 중에서 구조물이 존재하고 메탄가스의 체적분율이 9.5% 이며， 점화방 

법은 전기 spark (4이)인 경우를 선택하여 CFX-10 [Ansys, 2006]올 사용하여 다D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 CFD 해석 개요 

CFD 해석올 위한 격자모델 (그립 3.3.7.5)은 CFX4-Bwld (Ansys, 2006)를 사 

용하여/ 원통형 모형 인 구조물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순화하여 hexahedral mesh로 

모사하였고/ 생성된 총 격자 셀 수는 1，058，4oo7~ 이다 출구경계조건은 격자모텔의 

바닥면올 제외한 옆면과 상부연 전부에 opening 조건 [Ansys, 2006]올 설정하여y 공 

기와 연소된 가스가 방출될 때의 압력이 계산되도록 하였다 CFD 해석의 초기조건 

은 JAEA 폭발실험 [Inaba， 2004]의 실험조건파 통일하게 주었다 전기 spark 점화 현 

상은l 실혐의 spark가 위치에서 개발된 spark ignition 모텔을 활용하여 가상영역인 

구의 체적， 온도와 압력 값을 지정하여 초기조건올 주어 모사하였다 40J의 접화에 

너지를 모사하는 spark ignition 모텔에서 온도가 2,000K 일때 적절한 구 체적과 압 

력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민갑도 계산 (표 3.3.7.2 )도 수행하였다‘ 

본 CFD 해석을 위해 사용된 유통장 모텔은 표준 k-e 난류모델， Discrete 

Transfer 복사모텔 및 부력모델이며， 폭발반용 모사를 위해서는 EDM파 one step 

CI-L,-Air reaction library를 사용하였다 CFD 해석은 천이과정으로 0.005초 동안 계 

산되었으며， 시간 간격은 0.001초로해서， 각 시간 간격당 10회 정도 반복계산 하였 

다. 모든 변수의 residual이 약 10-5 정도 이하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표 3.3.7.2 Spark Ignition 모델의 민간도 계산 조건 

Case 압력 (Ph, bar) 
반경 (R, cm) 

용도 (Th, K) 
(VacL = 4πa3) 

l 1.402 2.80 2,000 
2 1.427 2.77 2.000 
3 1μ4 2.75 2.000 
4 1.490 2.70 2,000 
5 1.591 2.6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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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자모델 중앙명변에서의 격자분포 

그립 3.3.7.5 수소폭발 CFD 해석을 위한 격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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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D 해석결과 분석 

Spark ignition 모델과 폭발반웅 모델로 적용한 연소모텔 EDM올 검중하 

기 위해서 수행한 CFD 해석의 결과는 그립 3.3.7.7 -3.3.7.9와 표 3.3.7.3에 나타나 

있다 각 압력계측기 위치 (P1-P5)에서 시간에 따른 파압 변화는 주로 계산시작 

후 0.003 - 0.008초 사이에 압력파가 지나가는 통안 발생하며/ 과압 크기는 spark 

i망lition 모델의 압력 값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한 case에서 P1과 P5에 

서 제산된 첨두과압 (peak pressure)은 P2 - P4 보다 약 50%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 

은 압력파가 그림 3.3.7.8와 같이 반구형 모양으로 전파되다가， P2-P4 방향에서는 

구조물의 방해를 받아서 크기가 갑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case에서t 

CFD 해석에 의해서 계산된 과압의 평균 값과 최대 과압의 위치는 표 3.3.7.3에 나 

타나 있다‘ )AEA 실험결과와 비교해보면， case 2의 결과가 평균 과압은 실험결과보 

다 12.8% 낮고/ 최대 첨두과압은 31.8% 높지만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냐 최대 첨두과압 위치는 실험결과인 P4와 다르게 P5로 나타났다 

각 case의 0.01초에서의 온도분포 결과 (그림 3.3.7.9)를 통해서 spark ignition 모 

텔의 압력과 구 체적 값에 따라서 폭발반응이 진행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올 

알 수 있다‘ JAEA 실험에서 흑정된 flame front TOA와 비교하기 위해서I 각 case의 

온도분포에서 spark ignition 위치로부터 X, Y 방향으로 1.63m 되는 거리를 통과하 

는 2,000K 연소화염의 시간을 이용하여 CFD 해석의 flame front TOA를 계산하였 

다 (표 3.3 .7.3) 실험결과와 CFD 해석결과의 flame front TOA를 비교해보연， case 2 

와 5의 CFD 결과가 실험결과를 10% 이내에서 유사하게 예뜩했다 그러나 온도분포 

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격자민감도 분석 풍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보 

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과 CFD 해석의 과압 및 flame front TOA 결과의 

비교를 종합하면， spark ignition 모델이 case 2의 압력과 구 체적 값 (Ph=1 .427 bar, 

R=2.77cm)일 때가 경우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의 점화에너지 

를 사용한 가스폭발 실험은 spark ignition 모델과 EDM 연소모델을 사용한 CFD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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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7 압력계측기 위치 (PI - P5)에서의 CFD 해석 과압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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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01초에 서 Case 1 온도분포 

(나) 0.01초에서 Case 2 온도분포 (다) 0.01초에서 Case 3 온도분포 

뜰지틀 
(라) 0.01초에 서 Case 2 온도분포 (마) 0.01초에 서 Case 2 온도분포 

그림 3.3.7.9 격자모텔 중앙평면에서의 CFD 해석 온도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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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3 CFD 해석에 의해 계산된 평균 및 최대 과압과 Flame Front TOA 

Avg Max. (Localion) Flame Front TOA 
Case 

(kPa) (kPa) (m/s) 
l 5.28 7.57 (P5) -97 
2 22.14 36.25 (P5) - 160 
3 31.96 51.12 (P5) - 163 
4 47.93 64.20 (P5) - 168 
5 53.24 67.00 (P5) - 170 

]AEA Test Results [Inaba, 2004] 

Avg. pe삶 pressure 25.4 kPa 

Max.pe없 pressure / Location 27.5 kPa 

- Flame Front Time- Of- Anival : 163 m/s 

* Avg. pe삶 pressure = 

(rnax. peak pressure at Pl + ‘+ max. pe왜 pressure at P5)/5 

(5) 모델개발 평가 및 향후 개선 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spark igni디on 모텔과 연소모텔 EDM을 이용한 CFD 

해석은 JAEA 가스폭발 실험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FD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압과 flame front TOA의 계산결과에 미치는 

격자 의존성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델을 이용해서 초고용가 

스로와 수소생산설비 사이의 안전거리 및 방호벽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모델을 사용해서 수소가스 폭발실험 [Colton, 2001]에 대해서도 검증 CFD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spark ignition 모델은 점화에너지가 4이 인 경우 

에 대해서만 CFD 검증해석을 수행했는데， spark ignition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4이 외의 다른 에너지 값에 대해서도 검증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누출 및 확산모델 개발 

고압의 수소 저장탱크에서 수소가스가 누출 및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αD 해 

석모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험결과 분석을 통한 불리적인 현상의 이해를 정확히 

한 다음t 현재 CFD 모텔의 예측 능력에 대해서 조사활 펼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 

MHl (Mitsubishi Heavy lndustries)에서 수행한 고압의 수소제트 방출시 농도를 특 

정한 실험 [Kouchi, 2007]에 대해서 실험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이 실험결과에 

대해서 2차원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CFD 해석시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자 하 

였다 

- 3iJ2 



(1) 일본 MHl의 수소가스 누출 및 확산 실험 

(가) 실험 개요 

일본 MHl는 고압의 수소 저장탱크에서 수소가스가 대기 중으로t 제트형 

태로 수평 방출된 후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vol.% (1vo l.% = 10,00Oppm) 분포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Kouchi, 2007] 실험은 방출노즐의 압력 (P.=10 -

40MPa)과 노즐직경 (D=0.2 -1O.0mm)을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다 또한 노즐의 압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즐과 수소저장탱크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 

만큼올 수소저장탱크의 압력 (Po)에 더 가압하였다. 실협조건은 크게 방출유량과 노 

즐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0=0.2 - 2.0mm)와 blowdown 형태로 유량과 압 

력이 감소하는 경우 (0=10.0mm)로 나누어진다. 수소 vol.% 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높이방향으로， 0-5m 사이에 5개씩 묶어져서 노즐로부터 4, 6, 8, 11, 15, 2α 30, 

50m 떨어진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횡방향으로는 각 높이에서 1 -7개씩 묶어져서 

설치된다.(그림 3.3.7.1이 수소가스 방출 노즐은 지표면에서 1.0m 위에 설치되어 있 

다. 

，。

Z: Height from the ground [ml 

. • --------5 

---------------------H2 

50 30 a 10 
0 

Lateral distance [ml 
---

m 
-------

H2 

% g ‘p 

X Ob,l;lOfi" frvm th .... t‘1T •• de 
5 

그림 3.3.7.10 수소확산 농도 흑정실험에 사용된 계측기 위치 [Kouchi, 20071 

(나) 실험결과 분석 

수소 방출유량과 노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험결과 중에서， 수소 

제트가 직경 2.0 mm인 노즐을 통하여 40 MPa로 가압된 상태에서 방출되는 실험결 

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흑정된 수소의 voL% 분포를 시간평균화하여 표현 한 

것은 그림 3.3.7.11과 같다 시간평균한 실험결과가 수소 방출 후， 몇 초때까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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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고문헌[Kouchi， 2007]에 기술되지 않아서， 수소 저장탱크 용량과 방출되는 수 

소 유량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약 138초 이다 (표 3.3.7.4) 수소 vo l.% 분포 결과 

에 의하면r 방출된 수소가 약 4-6m까지는 제트형태로 직진하면서 10 vol.%가 측정 

되고， 약 9- 1501 부터는 부력에 의해 상부로 상숭하는 경향이 나타나연서 2-4 

vol.%가 측정되며， 20m 정도에서는 높이 방향으로 5m 안에서는 수소 농도가 회박 

해져서 약 1 vol.%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소 vol.%의 경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출되는 수소제트의 옹도， 밀도， 속도 및 운동량을 알아야 

한다 

(l vo1.%= 10，αm 

pr>m) 
Unitl%1 

5 

【ε-N 

20 10 0 
30 X[m] 

그립 3.3.7.11 시간평균화된 수소 vo l.% 분포 결과 (D=2.0mm, P=40MPa) 

표 3.3.7.4 수소가스 방출시간 계산 

- 수소 저장탱크 용량 : 250 1 (100 NmJ
) 

*N : Normal Condition. O't & 1 atm 

저장탱크 내 수소 mole 수 계산 (Normal Con미디on) 

PV 101325Pa X lOOOm3 

n= RT 
4124 ‘ 18 -:-"-:-:: 

kgK 

- 수소 망출유 량 [Kouchi, 2007] : 0.065 kg Is 

1 0.065 kg/s = 138.3 sec 방출시간 : 8.99 k 수소 

방출노출을 통과하는 수소제트의 온도 σ.)는 수소저장탱크의 가압 압력인 

65MPa 하에서 상숭왼 수소가스의 온도 π。)를 계산한 후 (표 3.3.7.4), 이 온도를 정 

적 옹도 (static temperature)로 사용하고 방출 노즐에서 효킹이 발생한다고 가정하 

여， 식 (3.3.7.9) [Wylen, 1985]올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 계산된 용도인 356.7K와 압 

력 40MPa에서의 수소 밀도는 22.3 kg/m3 [NIST, 2009] 이다. 실험에서 측정된 유량 

0.065 kg/ s [Kouchi, 2007]을 이용해서 방출되는 수소제트의 속도(V，)와 운동량은 각 

각 925.4 m/s와 60.1 N 이다 수소제트 중심부 속도(vo)가 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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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제트 폭이 증가하는 정도는 제트유통 실험상관식 (3.3.7.10) - (3.3.7.11) 

[Chung, 2005]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수소제트 중심속도는 방출된 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방출노즐로부터 10m 거리에서는 약 1.0mj s (그림 3.3.7.11)가 

되고， 이때의 제트 폭은 약 86cm 이다， 제트 폭은 제트 중심에서 중심 속도의 50% 

가 되는 지접까지의 거리이다 따라서 그림 3.3.7.11의 수소제트의 vol.%는 제트의 

유통특성에 비례해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T. 
-=-= 0.833 
-。

V/V 
fC‘ ----'-，~V 0.17 - 0.185 

ι X I U 

S“= 땀= 0.086 ax 

(3.3.7.9) 

(β3.3.7.10) 

(3.3.7.11) 

표 3.3.7.5 방출노즐을 통과하는 수소제트 용도 및 속도 

65 MPa로 가압된 250 1의 수소 저장탱크내 수소가스 온도(To) 계산 

κ v _ (65 X 10'Pa) X (250 X 1Q- 3m3) 
TS= -τ= . ' V • - ,. , 432 .28K 

“Jf. (8.99kg) X (4 1잉 1 8파) 

수소제트의 온도 계산 

T. = To x 0.833 = 438.28 x 0.833 = 356.7 K 

수소제트 속도 계산 

V = mass flow rate / (density x f10w area) 

= 0.065 kg/ s / (22.36 kg/ m3 x 3.141 x 10 6 m2) = 925.4 rnIs 

- 수소제트 운동량 계산 

Momentum = 0.065 kg/ s x 925.49 rnIs = 60.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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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7.12 거리에 따른 수소제트 중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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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원 CFD 예비 해석 

MHI의 수소가스 누출 및 확산 실험결과에 대해서 예비 CFD 해석을 2 

차원으로 수행하여， 정성적으로 CFD 해석모델이 수소제트의 유통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CFD 해석 개요 

CFD 해석올 위한 격자모델 (그림 3.3.7.13)은 ICEM-CFD (Ansys, 2006)를 

사용하여 높이 10m, 길이 30m의 해석영역올 2차원 hexahedral mesh로 모사하였다， 

생성된 총 격자 셀 수는 약 240,0007ß 이며， 길이방향으로는 균일하게 6007ß , 높이 

방향으로는 방출노즐 주변을 조밀하게 하여 4007ß 의 격자 셀을 주었다 입구경계조 

건은 방출노즐을 모사하는 길이 2mm 구멍에 356K의 수소제트가 290m/s로 방출되 

도록 하였다 입구속도를 실협조건인 925.4m/s 대신 290m/s를 사용한 이유는/ 본 

해석이 정성적인 분석올 목적으로 한 예비 CFD 해석이므로/ 계산결과를 빨리 수렴 

시키기 위합이다. 출구경계조건은 격자모텔의 오른쪽 연과 상부면 전부에 opening 

조건 [Ansys, 2006]을 설정하였다 수소가스의 밀도는 이상기체 관계식에 의해 계산 

되며I 수소와 공기사이의 확산계수는 6.11cm2/s 이다 공기의 초기조건은 293K, 

1atm 이다 CFD 해석은 천이과정으로 2.0초 동안 계산되었으며， 시간 간격은 

0.0005초로 매 시간간격 당 10- 20 회 정도 반복계산 하였다 모든 변수의 residuaJ 

이 약 10-4 정도 이하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30 m (600 cells ) 

opening Condition 

lnlet 

..c~ 

「← t '-' 

~ -.0- _. __ ~_ι--

’ 

-τc 
• 

L 
j 

ope띠ng 

Condition II 10 rn 

(400 cells) 

그립 3.3.7.13 수소 누출 및 확산 CFD 해석을 위한 격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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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D 해석 결과 

수소제트의 시간에 따른 mole concentration (그림 3.3.7.14) 결과는， 수소 

제트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속도가 감소되고 제트 폭이 증가하다가 수소가스와 

공기와의 밀도차이에 의한 부력이 수평방향의 운통량보다 커지게 되면 상부로 상숭 

하는 현상올 잘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소제트 중심속도는 그립 3.3.7 

15와 같이 실제 현상보다 빨리 갑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것의 이유는 수소제 

트 진행방향으로의 격자 셀 분포 (그림 3.3.7.13)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며/ 이에 대한 상세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MHI 실험에 대한 3차원 검증 

해석용 격자모델 생성시는 수소제트 주변의 격자 셀 분포에 대해 주의해야 될 것으 

로 예상된다 

H2 Mole 

Concen tration 
31. 1S 
29.51 
27 .87 
26 ‘ 23 
24 ‘ 59 
22 . 95 
21 . 31 
19 .67 
18 ‘ 03 
16 . 39 
14 . 75 
13 .1 1 
11 .48 
9.84 L !Lsec. 
8.20 
6 ‘ 56 
4 . 92 
3.28 
1‘ 64 
0 .00 

1m이 m' . 31 
~c.c. 

그림 3.3.7.14 시간에 따른 수소제트 mole fraction 변화 

- 357 -



다참고문현 

[Chang, 2007] 

[Kang, 2009. 4] 

[Toit, 2006. 4] 

…w 

뼈
 

@@ 

w@ 

@% 

m
ω
 
얘
뼈
 

?m 

뼈
 

…… 
쨌
 띠ω
 짧
 때
 맨
 뼈
 않 

I 
Mm 

@m 

U 
U 
% 
% 
% 
% 

0 
M 

m
ω
 
M
ω
 

M 
M 
o 
o 
m 

lnlel 

X!D = 500 

그림 3.3.7.15 수소제트 속도분포 (1.0 초) 

J. H. Chang, Y. W. Kim, K. Y. Lee. Y. W. Lee, W.-J. Lee, 
J. M. Noh, M.-H. Kim, H. S. Lim, Y. J. Shin, K. K. Bae 

and K. D. Jung, A Study of a NucJear Hydrogen 

Production Demonsσation Plant, NucJ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39, No.2, pp.111-122, 2007 

H. S. Kang, S. B. Kim, M.-H. Kim, W.-j. Lee and H. C. 

No, Regulatory Issues on the Safety Distance between a 

VHTR and a H2 Production Facility and an Overpressure 

Prediction using Correlations and a CFD ANalysis for the 

JAEA Explosion Test in an Open Space, NucJear 

Technology, Vo1.166, pp.86-1oo, 2009. 

B. du Toit, G. du Plessis and J. van Ravenswaay, The 

Impact of Separation Distnace between Reactor and 

Process on the Choice of Secondary Hea t Transport 

Coolant for High Temperature Process Heat Application, 

Proceedings of HTR2006, johanl1esburg, South Africa, 
2006 

- 끊8 



[Smith, 2006. 6] C. Smith, S. Beck and W. Galyean, Separation 

Requirement for a Hydrogen Production Plant and High 

Temperature Nuclear Reactor, Proc. of ICAPP'06, Reno, 

NV USA, June 4-8, 2006 

I강형석， 2007. 2] 강형석， JAEA 폭발실험의 overpressure 결과에 대한 TNT와 

MEM에 의한 예측 평가， 설계계산서 NHDD-KA06-RD-20, 

2007 

[강형석 ， 2008. 1] 강형석/ 가스폭발시 과압예측 프로그램， OP-GAS-1.0, 프로그 

램 퉁록변호 2008-01-123-2486, 2008 ‘ 

l강형 석 ， 2007‘ 11] 강형석， JAEA 가스폭발 실험의 정화원인 전기 spark에 대한 

spark ignition rnodel 개발/ 설계계산서 NHDD-KA06-

RD-CA-009, 2007 

[Ansys, 2006] 

[Inaba, 2004] 

[문일， 2007] 

[Heywood, 1988] 

[Fluent, 2006] 

Ansys Inc., CFX-10 Manua l, 2006 

Y. Inaba, T. Nishihara, M. A. Groethe and Y. Nitta, Study 

on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natura! gas and methane in 

serni-open space for the HTTR hydrogen production 

system,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32, pp.111-119, 

2004 

문일， 이영희/ 김진경/ 수소안전/ 아진출판사， 2007 

J. B. Heywood, lntema! Combustion Engine Fundarnentals, 
pp. 427-443, McGraw-Hill, 1988 

Fluent Inc., Flunet 6.3 Manu머， 2006 

[Reaction Design, 2006] Reaction Desigπ CHEMKIN 4.0.2 Manual, 2005 

[Colton, 2001] M. A. Groethe, B. D. Peterson 뻐d J. D. Colton, FY2000 

Annual Report on Hydrogen Safety in the World Energy 

Network (WE-NET), 2001. 

[Kouchi, 2007] 

[Wylen, 1985] 

[NIST, 2009] 

[Chung, 2005] 

A. Kouchi, K. Okabayashi, K. Takeno and K. Chitose, 

Dispersion Test on Concentration and lts Fluctuations For 

40MPa Pressurized Hydrogen, 2nd ICHS, san Sebastian, 

Spain, Sep. 11-13, 2007. 

G. J. V. Wylen and R. E. Sonntag, Fundarnentals of 

Classical Thermodynamics 3rd, John Wiley & Sons, 1985 

NIST Chernistry WebBook, webbook.nis t.gov, 2009. 

M. K. Chung, Lecture Note of Cornputational Turbulence 

Modeω19， KAIST, Korea, 2005 

- 359 -



8. 흑연적총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가- 지진하중 전달경로 평가 및 용답분석 방법론 

초고용 가스로의 내진해석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용 원자로의 내진해석절차 및 내진해석과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요건， 지침/ 법규I 

규정 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초고온 가스로의 내진해석 수행 

을 위한 예비단계 명가로서 일반적인 지진하중의 전달경로 평가 및 해석 수행 결과 

로서 얻은 용답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지진하중 전달경로 

지진이 발생하여 에너지가 발산된 지중점을 진원지(Focus)라고 한다‘ 참고로/ 진 

원으로부터 지표면으로의 수직 투영정올 진앙지 (Epicente다라고 한다 진원지로부터 

발생한 지진이 원자로 및 원자로의 subsystem까지 전달되어 오기 위해서는 몇 가 

지의 단계를 거친다 먼저 진원지로부터 발전소 기초에 해당하는 Base-Mat까지 토 

질올 매개체로 한 wave propagation에 의해 지진이 전달된다‘ Base-Mat에 전달된 

지진은 Base-Mat 위의 건셜된 발전소와 원자로까지 전달왼다 그 다음 원자로에 위 

치한 배관， 노즐， 밸브 동의 subsystem까지 전달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진은 몇 단계를 거쳐 원자로 및 subsystem까지 전달되기 때 

문에 subsystem에 작용하는 지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원지에서 발생한 지진이 

각각의 단계에 거치는 과정올 모사하여야 한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모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Q) Soil 5σucture Interaction을 이용하여 진원지에서 시작된 지진이 Base-Mat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모사하며 결과적으로 Base-Mat Response Spectrum 이나 

Base-Mat Time History를 계산한다 

@ 원자로 및 원자로가 위치하는 건물을 집중질량 및 강성을 이용하여 discrete 

system으로 모델링하고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Base-Mat의 Spectrum이나 Time 

History를 입력으로 하여 각각의 높이에 따른 지진하중을 계산한다‘ 임의의 높 

이에 부착되는 subsystem에 작용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으로 작용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높이에서의 Floor Response Spectrum올 계산한다 

@ subsystem에 작용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subsystem올 집중질량 및 

강성을 이용하여 discrete system으로 모텔링하거나 솔리드/ 셀을 이용한 유한요 

소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원자로 모델의 해당하는 높 

이에서의 Floor Response Spectrum올 업력으로 작용하여 subsystem을 해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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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온가스로의 내진해석을 위한 입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초고용가스로의 형상 

을 고려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통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따라 진원지에서 발생한 지진이 Soil Structure 

Interaction을 통하여 Base-Mat 아래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모델을 만들어 모사하고 

Base-Mat 아래에서의 지진을 계산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Base-Mat 아래의 

지진올 직접 측정하여 이를 셜계지진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 그 사이트에서의 광역 및 세부지질조λL 과거에 발생한 지진 퉁올 상세히 조사， 

겁토하고 단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평가하고 부지까지 전달되는 거 

리 및 경로상의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잠재지진올 결 

정한다 지진입력운동의 형태는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설계지반웅답스펙트럼(Design Ground Response Spectrum, DGRS), 가속도시간이 력 

(Acceleration Time History, A TH)이 있다. 

최대지반가속도 

지진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중력가속도에 

대한 계수로 표시한다 강체 구조물의 해석에는 직접 이용할 수 있지만/ 상세한 해 

석올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지진운동이 사용된다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에 

대하여 따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운전기준 지진의 지반가속도는 안전정지지진의 

1/2 값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지반가속도는 수평지반가속도의 2/3 값을 사 

용한다 

성계지바유탑스펙트럭 

응답스펙트럽은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와 감쇠특성을 갖는 일자유도계 시스탱들 

의 기초에 진동이 작용할 때 그 일자유도계 시스탱들의 최대웅담을 그래프에 나타 

낸 것이다. 

웅답스펙트럼해석시 입력으로 사용하며， 단순한 구조툴의 지진웅답은 웅답스펙트 

럽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다 부지고유웅답스펙트럼은 특정 부지의 지진성 평가 

를 통하여 결정된 그 부지에 고유한 지반옹답스펙트럼이고r 광폭의 지반웅답스펙트 

럼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지진기록과 지반웅답스펙트럼이 필요하다 표준지 

반웅답스펙트럽은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기록된 다수의 지진기록으로부터 통계적 처 

리를 통하여 결정된/ 대부분의 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반웅답스펙트럽으로 우리 

나라 원전에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60에 제시된 표준지반웅답스펙트 

럼올 사용한다 

(2) 내진해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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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해석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형적인 몇 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드해 석 (Modal Analvsisl 

모드해석은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만을 사용하는 비감쇠시스템에 대한 하중이 작 

용하지 않는 자유진동문제(Free Vibration Problem)로서/ 고유치해석 (Eigenvalue 

삶1alysis)이라고도 한다 해석결과로는 시스템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fn) , 

고유주기(Natur머 Period, T,,) 또는 각진통수(Circ비ar Frequency, ω，，)를 얻으며/ 일 

자유도계 시스랩인 경우 이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fu = ~= π =上잖 

또한 각각의 진동수에 대한 시스템의 변위 꽤턴인 모드형태(Mode Shape)를 얻 

으며/ 이 모드형태의 정규화된 모드행렬(Normalized Modal Matrix, (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ψ )T [ A끼 {ψ } = 1 

모드해석의 장정으로는 내진해석 과정에서 풀어야 할 운동방정식 수를 줄일 수 

있으며t 복잡하게 연계된 운동방정식올 단순한 형태로 분리하여 해를 구한 후 이들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결과를 얻으므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할 수 있다 또한 모 

드형태는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물의 변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유탑스펙트럭해석(Response Spectrum Analvsisl 

모드해석결과를 이용하며/ 입력운동으로는 응답스펙트럼이 사용된다 해석결과로 

는 다음 식과 같이 입력용답스펙트럼에 대한 각 모드별 최대옹답(변위)올 직접적으 

로 계산할 수 있다 

Sa , 
까 m ，、 = r)一승 ， j = 1,2 , ... , i \i 

w 
J 

X ij,m .:l x = νi)q). m Il X 

여기서， 까 m ，‘ : j번째 모드의 최대변위웅답 

30.) 진동수 띠l와 감죄값 ß)에 대한 스펙트럼가속도 

1 
시
 

n 
U ν

 

N F 

μ
 터 

= rJ i 
( T 계

 댐
 

모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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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max 번째 모드에 대한 절점 i의 최대변위 

ψ1; : J번째 모드에 대한 절정 i의 모드변위 

계산된 최대변위， Xij.max 로부터 구조물에 작용하는 축력， 전단력/ 휩모멘트를 계 

산한다 최종용답은 모드웅답을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하여 구할 수 있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반면/ 모드웅답의 조합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웅답이 

계산될 수 있다. 

시칸이력해석 ITime Historv Ana!vsisl 

입력운동으로는 시간이력이 사용되며， 해석결과로는 변위/ 속도 또는 가속도 시 

간이력을 얻을 수 있다- 해석방법으로는 모드중첩법(Modal Superposition Method) 

과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thod)이 있다 적분방법으로는 중앙차분법/ 

Houbolt법 ， Wilson-8법， Newmark-β법 퉁이 있다， 

- 모드중첩법 

모드중챔법은 N개의 연계된 운통방정식(미분방정식)을 모드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N개의 독컵된 방정식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후/ 이들 방정식의 각 

해석결과를 중첩하여 최종웅답을 계산한다-

%+ 2ßj띠까+ω?ι =- r /u
9
, j = ] ,2, ... ,N 

Xij = ψijQj， Xij= ψiß} ， X ‘,,- ψ1}Q; 

-직접적분법 

직접적분법은 N개의 연계된 운동방정식(미분방정식)을 직접 적분하여 최종웅답 

을 계산한다 입력시간이력의 시간구간 llt는 시간구간을 1/2로 줄이더라도 10%이상 

의 변화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시 고려하는 구조물의 최소고 

유주기의 1/10 정도로 설정한다 비교적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해석과정이 복 

잡하다- 충격하중과 같이 고진통수 성분을 갖는 동적하중이나 고감쇠시스템의 해석 

및 비선형 해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복소;;<1 못수유탑해석 (Comp!ex Frequencv Response Analvsisl 

입력시간이력을 Fourier 변환을 통하여 단일진동수를 갖는 조화진동의 조합으로 

변환시켜 진동수영역해석을 수행한다 수천 개의 점으로 표시되는 시간이력을 단일 

진통수의 조화진동으로 입력운동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 

과 같이 대규모 해석모델의 동적해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한 웅답을 

얻기 위해서는 시스탱 고유진동수에서 전달함수의 진동수 구간을 적절하게 선택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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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가것 적 해 석 (E껴uivalent Static Analvsis) 

단순한 내진해석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댐의 예비설계단계에서 혼히 사용되 

며， 기본진동수가 33Hz이상인 시스템은 입력웅답스펙트럼의 영주기기가속도를 사용 

할 수 있다 단순한 다자유도계 시스탱 모델의 경우， 기초에서의 전단력은 입력웅답 

스펙트럼의 첨두가속도의 1.5배 값올 시스템의 질량에 곱하여 계산한다‘ 

직 전 풋폭볍 (Direct Amplification Method) 

웅답스펙트럼해석법의 반경험적인 적용해법으로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도 

이 방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스햄의 모드해석결과와 웅답스펙트럼올 업 

력하여 각 층에서의 충웅답스펙트럼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 

적인 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결과를 줄 수 있다 

(3) 결 론 

초고온 가스로의 내진해석 수행을 위한 예비단계로 일반적인 지진하중의 전달경 

로 평가 및 해석 수행 결과로서 얻은 웅답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내진해석시 실제 입력으로 작용하는 설계지진의 경우 사이트에 의폰하기 때문 

에 설계지진입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서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 과거 

에 발생한 지진 퉁의 상세조사 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계지진은 크게 최대지반가 

속도와 셜계지반웅답스펙트럼의 형태가 사용된다. 

생산된 설계지진을 입력으로 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그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척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모드해석/ 용답스펙트럼해석/ 시 

간이력해석， 복소진동수용답해석， 퉁가정적해석t 직접중폭법 둥이 있다 

초고온 가스로의 내진해석시 어떤 방법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명가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이트에서의 지진하중에 대한 시간 

이력을 입력으로 하고/ 초고온 가스로를 집중질량-보 형태로 모델링하여 시간이력해 

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웅답스펙트럼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설계지진의 형태나 제약조건이 있다연 그에 적합한 다른 해석방법 

으로 내진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현파 하중에 대한 단일블록의 거통특성 평가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개발과제의 기계분야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내진해석 방 

법론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에는 크게 블록형과 

페블형이 있다. 이중 블록형은 여러 개의 블록이 적충되어 배열된 구조를 갖는다 

해석을 통하여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블록의 거동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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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과 블록을 지지하는 구조/ 블록과 블록 사이의 접촉면에 대한 모델링 및 가진 

경로 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지진하중은 그 이력이 매우 복잡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어렴고 해석을 수행한 이후에도 블록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 이외의 블록거동의 규칙 풍을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단일블록에 정현파 형태 

의 가진력이 작용할 때 블록의 거동을 평가함으로 내진해석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 

한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초고온가스로의 노심을 구성하는 혹연블록의 지진하중에 대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단일블록에 정현파 형태의 가진력이 작용할 때 단일블록의 거통올 

평가하였다 정현파 하중의 진동수와 진폭을 변화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 

석프로그랩은 ABAQUSjExplicit 코드가 사용되었다 단일블록이 가진면에 대하여 

상대변위가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하며 상대변위가 누적되어 결국 전복에 이르게 하 

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정현파 하중의 진폭이었다 단일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이 단일블록과 가진연 사이의 마찰력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단일블록과 가진 

면 사이의 상대변위가 발생하였다‘ 단일블록의 거동명가를 바탕으로 지진하중에 대 

한 단일블록의 거동평가 및 단열적충블록의 거동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1) 단일혹연블록 모델 

정현파 형태의 가진에 대하여 단일블록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진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현파 형태의 하중은 크게 진통수와 진폭의 함 

수로 표현된다 진동수와 진폭의 변화에 따라 가진력의 형태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단일블록의 거동이 바뀌는데 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생성된 단일블 

록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립 3.3.8.1과 같다 그림 3.3.8.1에는 해석시 변위 및 웅력을 

관찰할 절점의 위치(A， B, C)와 가진력의 방향도 나타나 있다 유한요소모텔은 단일 

블록과 지지구조물의 2개의 파트로 각각 모델링되어 었다. 단일블록의 높이는 580 

mm, 폭은 360 mm 이고， 단일블록의 재질은 IG-ll0 흑연의 물성치를 사용하였으며 

표 3.3.7.1에 나타나 있다 지지구조물은 이후 적충된 플록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탄소강의 재질을 사용하였다 또한 블록과 지면은 마찰계수 0.65를 갖는 

접촉연으로 정의하였다， 정현파 형태의 가진은 지지구조블에 작용하는 가속도 형태 

의 경계조건으로 작용한다. 

(2) 가진력의 진동수 변화에 따른 거동특성 

단일블록에 작용하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동수가 변화하면 블록의 거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최대 0.3g의 진폭을 갖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동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단일블록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진통수를 1 Hz에서 2 

Hz, 3 Hz, 5 Hz, 10 Hz로 중가시키연서 블록의 거동을 평가해 보았다- 예로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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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작용한 1 Hz, 2 Hz, 3 Hz에 대한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형태를 그링 

3.3.8.2에 나타내었다 

E 

_ .• ‘·‘ 
’‘-- ‘.~" ‘’‘ . 10" 

그립 3.3.8.1 단일흑연블록 유한요소모델 

표 3.3.8.1 단일흑연블록 모텔 물성치 

Pro야rties 

Density 

Young ’s Modulus 

Tensile strength 

Compression strength 

Value 

1.78 g!cm3 

0.81x105 kg!cm2 

25.3 MPa 

76.8 MPa 

그림 3.3.8.3은 각각의 진동수에 대하여 단일블록의 최상단의 절정 A와 지지구조 

물 위의 한 절정 C에서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 1 Hz에서 5 Hz까지는 시 

간간격 0.005 초를 사용하여 2 초까지 해석하였고/ 진동수 10 Hz에 대해서는 시간 

간격 0.001 초를 사용하여 0.2 초까지 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그림 3.3.8.3에서 10 

Hz에 대한 곡선은 0.2 초까지만 그려져 었다. 그림에서 절정 A와 절접 C의 시간에 

따른 변위차는 동일하고 상대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단일블록이 지면위에서 

미끄러짐이나 전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든 진동수에 대하여 단일블록은 

지변에 대하여 미끄러짐이나 전복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변에서 조금 떨어진 블록위치의 절점 B에서의 용력이력이 그링 3.3.8.4와 그림 

3.3.8.5에 나타나있다 이는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를 주어 고진통수 부분을 

filtering한 결과이다 진통수의 중가에 따라 최대옹력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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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의 옹력 며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각각의 진동수에 대한 절점 

이력의 raw data와 fil tered da ta가 부록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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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Displacement history according to frequenc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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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Stress his lory res ults according 10 frequency change 

(Culoff freq. = 10 Hz) 

그림 

30 Hz Low Pass Filter on Data1_Freq1Hz 
30 Hz Low Pass Filter on Data1_Freq2Hz 

--30 Hz Low Pass Filter on Data1_Freq3Hz 
30 Hz Low Pass Filter on Data1_Freq5Hz 

-- 100 Hz Low Pass Filteron Data1_Freq10Hz 

’ Time (sec) 

80 

70 

0 

.0 

50 

., 
30 

20 

10 

(
m
ι
i
)
 

”
”ω
」
-
ω

3.3.8.5 Stress his lory results according 10 rrequency change 

거통특성 변화에 따른 가진력의 진폭 

그립 

(3) 

진폭이 변화하면 블록의 거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 

갖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폭올 변화시켜 가며 단일 

C에서의 변위를 A와 지면위의 한 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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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기 위 하여 1Hz의 진동수를 

블록의 거동올 평가하였다 

그림 3.3.8. 6은 단일블록의 최상단의 절정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 3.8.6에서 보면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폭이 O.3g, O.5g, O.6g 

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블록과 지면의 두 절점의 시간에 따른 변위가 거의 동일하 

고 상대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단일블록이 지면위에서 미끄러짐이나 전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폭이 O.7g로 중가하면 

그링 3.3.8.6에서와 같이 두 절점간의 상대변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어 

차이가 벌어진다 이는 블록이 그림 3.3.8.7과 같이 전복되었음올 의미한다- 블록과 

지변의 마찰력이 정현파 형태 가진력보다 클 경우 블록은 전복되지 않으며 지연과 

의 상대변위도 거의 없으나 정현파 형태 가진력이 마찰력을 넘어서면 상대변위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블록이 전복되고 만다 이 때의 절접 B에서의 웅력이력은 그림 

3.3.8.8과 같다- 전복이 진행되는 기간 중 블록이 지연으로부터 뜨는 동안은 웅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블록이 지변에 부딪히며 다시 웅력이 발생하며 넘어짐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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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8.6 Displacement history according to magnjtud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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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단일혹연를록의 전도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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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웅 력 이 력 (raw data and filtered data with cutoff freq. = 30 Hz) 그림 

수학적 분석 거동특성에 대한 단일블록 

수 나눌 가지로 다음과 같이 세 크게 거동은 

• 370 

블록의 위에 놓인 기초 

(4) 

움직이는 

있다 



No rockin e:. No sliD 

블록의 rocking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초가 움직이는 가속도 Ac로 블록이 미끄러 

짐 없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이다 이는 Ac<μg 조건일 때 발생한다 

No rockin e:. But SliD 

블록의 rocking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초가 웅직이는 가속도가 마찰계수에 의 

한 힘보다 커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기초를 따라 가는 경우이다 즉， 이는 Ac.므 μg 

조건일 때 발생한다 (1), (2) 의 경우에 대한 거동특성 및 조건이 그림 3.3.8.9에 나타 

나 있다 

no slip slipping I Aa 
μg 

> 용 A•B 
。r

G μ-→g 

·-Ao μg 

• 
Ap, κ 〈 μg μ9 :S Ap, 

그림 3.3.8.9 No-rocking 조건에서의 단일블록의 거동 

g또k피g 

블록이 회전방향의 모멘트에 의해 기초에 대하여 상대 회전운동올 하는 경우이 

다 블록의 rocking은 그림 3.3.8.10에서 블록의 C점에 대한 모멘트 합력 (resultant)의 

크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마찰계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 

된다 

Fs 
ps mg 

Ps> μ (short block) 
Rocking 발생 안 함 

Fsh> mgb 

%
댐
 

• 

Fs > mgb/h J.LIl1 g 

c 

PLmg 

(p = b/h) 

----, --------.,------------
PL < μ (Iong block) 
Rocking 발생 함 

μg % 

그립 3.3.8.10 Rocking 조건에서의 단일블록의 거동 

블록의 무게중심에서의 작용하중 Fs가 Fs>mgbj h의 조건을 만족하면 rocking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성립한다 그리고 블록의 폭과 높이의 비율로 정의되는 

상수 p(=bjh) 값이 마찰계수 μ보다 작으면 rocking이 발생하고 니보다 크연 r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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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μ값이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블록의 높이가 폭에 비해 긴 

블록임을 의미하고， 11값이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블록의 폭이 높이보다 넓은 낮 

은 블록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단일블록의 폭과 높이의 비율인 상수 p값은 0.62 

(=bjh=180j290)로써 마찰계수 μ=0.65보다 작다 따라서 정현파 형태의 입력가진의 

크기가 p값보다 큰 0.7g의 하중에 대하여 rocking 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전복이 

발생했다 

(5) 결론 

정현파 형태의 가진을 받는 단일 블록의 거동올 평가하였다. 진동수와 진폭올 변 

화시켜 가면서 얻은 다양한 형태의 정현파 형태의 가진을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해 

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최대 0.3g의 진폭올 갖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통수를 1Hz에서 때z， 3Hz, 

5Hz, 10Hz로 중가시키면서 블록의 거동을 평가한 결과 단일 블록과 지면의 상 

대변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 진동수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연에서 조금 떨어친 절정 B의 블록위치에서의 최대 

웅력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 1Hz의 진통수를 갖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폭을 0.3g, 0.5g, 0.6로 증가시키면 
서 블록의 거동을 평가한 결과 단일 블록과 지연의 상대변위는 발생하지 않았 

다 이는 가진력의 진폭이 블록의 폭과 높이의 비율 0.62보다 작은 영역에 위치 

하기 때문이다. 

@ 1Hz의 진동수를 갖는 정현파 형태 가진력의 진폭을 O.7g로 중가시키자 블록과 

지연과의 상대변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어 결국에는 블록이 전복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진력의 진폭이 블록의 폭과 높이의 비율 0.62보다 큰 영역 

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 블록과 지연의 마찰력이 정현파 형태 가진력보다 클 경우 블록은 전복되지 않으 

며 지면과의 상대변위도 거의 없었으나 정현파 형태 가진력이 블록의 폭과 높이 

의 비융에 의해 정해지는 회전력 (rocking올 유발하는 힘)올 넘어서연 상대변위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블록이 전복됨을 알 수 있었다 

수행된 해석에 사용된 정현파는 지진하중과 비교할 때 주파수가 매우 낮은 범위 

에 속한다- 주파수 영역이 훨씬 더 높은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지진하중에 대한 블록의 거동특성을 해석하여 명가하려 

한다‘ 또한 단일 블록의 거동특성 평가를 바탕으로 1열로 적충된 블록열의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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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내에서의 거동을 평가하려 한다. 적충된 블록열의 해석을 위해서는 블록과 블 

록 사이의 Dowel pin & socket의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흑연블록 체적변화에 따른 냉각재유로 크기변화 산정방법 

고용가스로의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은 원자로 운전 중 점진적으로 체적이 

변한다 흑연플록의 체적변화를 유발하는 인자는 충성자 조사， 산화t 열변형/ 크립 

퉁이다‘ 총 제적변화에서 각 인자의 기여도는 사용된 흑연의 재료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원자로의 운전 조건과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 흑연블록의 체적변 

화는 펼연적으로 냉각재가 통과하는 유로의 크기 변동을 유발하므로 노심의 특성역 

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흑연블록의 체적변화에 따른 유로의 크기변화를 예측 

하는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블록간 공극의 크기변화에 관하여 기술 

하고 있으며 블록 내부의 냉각재유로에 관해 기술하였다. 

(1) 혹연블록간 공극 크기변화 

혹연를록 사이에 촌재하는 꽁극 예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노심구조물은 혹연블록을 쌓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형성 

된다 흑연블록의 제작과정에 발생하는 치수오차와 노심구조물의 조립과 해체를 원 

활히 하기 위해 도입하는 여유공극은 적총블록구조물이라는 형식에 있어서는 제거 

될 수 없는 구조적 특정이다 또한 흑연재료는 노심운전중에 체적변화를 일으키므 

로 공극의 크기와 형태 역시 접진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공극들은 우회유로를 

형성하여 노심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블록의 형상설계와 노심의 유 

로설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블록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극의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립에서 (a)와 (b)는 육각블록의 측면도 

이며 (c), (d), (e)는 평면도이다 블록의 정렬은 pin과 dowel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림 3.3.8.11에서 알 수 있듯이 흑연블록사이의 공극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 

로 정확한 형태의 공극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 중 블록의 불균일한 수축과 팽창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공극모 

델의 구성은 더욱 복잡한 작업이 된다- 그러나 공극의 형태와 운전 중 체적변화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복잡한 형태의 세부 공극분포는 설계여유도에서 홉수하는 방 

식을 채택한다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공극의 크기와 변화양상을 예즉할 수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단순화된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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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립 3.3.8.11 공극 예; (a) 정렬오차에 의한 공극， (b) 블록 찌그러짐에 의한 공 

극， (c) 치수오차 혹은 체적변화에 의한 공극， (d) 정렬위치오차에 의한 공극， 

(e) 정렬각오차에 의한 공극 

픔록깐 곳극벼화를 예측하기 위하 가적사학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흑연블록간 공극변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올 

고려한 방법이다. 

CD 육각기퉁형 연료블록올 고찰 대상으로 한다. 
@ 블록의 체적변화 통안 각 블록의 중심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 각 블록의 형상은 체적변화(수축) 후에도 동일하다 

@ 한 명변에서 블록의 체적변화는 모든 블록에서 동일하다 

@ 블록과 블록사이에 있는 수직방향 우회유로의 변화를 고찰한다 

상기 가정사항에서 제 @항은 운전 중에 체적은 변하더라도 블록의 중심위치는 

변하지 않음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제 @항은 아래 그림에 도시한 것과 같이 운전 

중에 블록의 체적이 변하더라도 그 형상은 초기 블록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블록의 체적변화는 수축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는 흑연재료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수축 후 팽창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혹연블록의 사용수명은 팽창이 발생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 

다- 제 @항은 고려하고 있는 노심에서 모든 블록이 통일하게 변형됨올 가정한 것 

이다 

혹연음록깐 곳극 모텔 

374 



운전 중 블록의 체적변화에 의한 공극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아래 그립 

과 같은 블록배열과 공극을 고려하였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가정사항들을 반영한 

혹연연료블록의 배치모형이다 

.Iod< 히 ...... 。’ ‘b 

그림 3.3.8.12 블록간 공극 및 변수 설명 

상기 그립에 기술된 변수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 T 블록당 점유영역 폭 

Ds 초기 블록의 단연폭 

DE 체적 변화 후 블록의 단면폭 

Gs 초기 블록간 공극 

GE 체적 변화 후 블록간 공극 

흑연름록깐 꽁극벼화 사것 밖볍 

이웃한 블록 사이에 형성되는 공극의 초기 크기와 블록의 체적변화에 따른 공극 

의 크기 변화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블록의 체적과 관련변수는 다음과 같다 

Vs 초기 블록 체적 

l삿 체적변화 후 블록 체적 

이B 초기 공극률 (gap fraction at the beginning of life) 

rE. 체 적 변화 후 공극륜 (gap fraction at the end of life) 

껴 체적변화에 따른 공극 크기변화율 

fζ 블록 체적감소율 

βt ‘ 체적변화 전후의 체적비 

위 변수를 이용하여 체적변화 전후의 공극률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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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1 - (1 - κ )" (l -'Yo) 

위 식은 초기 공극륜 'Yo파 체적강소율 R， 올 이용하여 체척변화 후 공극률 γE올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위 식올 이용하여 그린 공극블 

산정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이용하연 초기 공극륜이 1%이고 체적감소율이 3%인 경 

우 체적변화 후 공극률은 2%가 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R!J가 100%, 즉 공극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7.0 

’ 
t _ 6.0 

.‘: ER 
•@ 

그 5.0 .. ‘- .-.~ .......... ~ - ‘ 
‘。
-c 
lζlJ 4.0 ., 
￡ 

'" 3.0 z 

tE。i 2 o 
u.. 
ζL 

<'9 1 . 0 .v-~κ .... ~ ’ •..•..• ~ ..•••. 

0.0 

00 05 1.0 1.5 2.0 2.5 

Gap Fraclion al Ihe Beginning 01 니le [%] 

그림 3.3.8 .13 공극률 산정 그래프 

(2) 흑연블록 내부 냉각재유로 크기변화 

3.0 

혹여름록음 관롯하는 뱃각재유로 크기변화 예측음 위하 가것사항 

흑연블록의 체적변화에 따른 혹연블록올 관통하는 냉각재유로의 크기변화 예촉 

을 위한 가정사항과 해석모델을 기술하였다 아래는 고려한 가정사항이다， 

(D 혹연블록의 체적변화는 단일 블록 내부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이루어진다‘ 

@ 혹연블록을 관통하는 원형의 냉각재유로는 체적변화 후에도 원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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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블록의 체적변화와 냉각재유로의 직경변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개략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형태의 다공 블록의 체적변화를 유한요소해석으로 검 

토하였다 

F t‘?낀 

” … 
ι
 

-- --- --------' 

그림 3.3.8.14 흑연블록 균일 체적변화에 따른 

냉각재유로 변화특성 고찰 

그립 3.3.8.14는 육각기둥형 다공 흑연블록의 1/6 모델을 구성하고 균일한 체적 

수축 후 단연의 형상을 관찰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해석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균일한 체적수축의 경우 블록의 단면형상 또한 균일하게 축소되며 원형의 유 

로는 직경이 감소할 뿐 그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흑연를록옴 과롯하는 뱃각재유로 크기벼화 사것 박법 

냉각재유로의 크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다 

lζ - 흑연블록 체적감소율 

dß ’ 초기 냉각재유로 직경 

d" : 흑연블록 체적변화 후 냉각재유로 직경 

,8" 흑연블록 체적변화 전후의 냉각재유로 직경비 

Aß 초기 냉각재유로 단면적 

A " 흑연블록 체적변화 후 냉각제유로 단면적 

,8A 혹연블록 체적변화 전후의 냉각재유로 단면적비 

체적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단면의 형상이 변하는 경우 냉각재유로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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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흑연블록의 형상치수 변화와 통일한 경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체적 변화 전 

후의 냉각재유로 직경변화를 기술하는 식은 앞 장에 기술된 혹연블록의 폭과 통일 

한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체적변화 전후의 냉각재유로 직경의 관계로부터 혹연블 

록 체적변화 전후의 직경비를 구하면 다음식과 같다‘ 

a‘, = (l - R,Y 쁨
 

dE 
씨 - 파 

또한 혹연블록 체적변화 전후의 냉각제유로의 단면적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ßA = (l - R,V 혹은 β AE 
A A

B 

아래 그림은 혹연블록 체적변화 전후의 냉각재유로 직경비와 단연적비를 그린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R 이고 세로축은 아와 ßA 이다 그래프를 이용하 

면 혹연블록의 체적감소율이 3%인 경우 체적변화 후 냉각재유로의 직경은 초기 직 

경의 99%로 감소되며 단면적은 98%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즉 냉각재유로 직경 

1%감소와 냉각재유로 단연적 2%감소를 의미한다-

NH어.‘미.샤 .. 

100 

99 
【웅
】
 S-」
-
。
딛
띠
 
m
ζ
:
@
 
Z
움
α
 E
m
-。
。
Q

98 

97 

95 

96 

94 

10 234 5 678 9 

Block Volume Redllction Factor [%J 

93 

o 

그립 3.3.8.15 냉각재유로 직경 및 단연적 변화 

산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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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기간동안의 혹연블록 체적감소에 따른 냉각재 우회유로와 정상유로의 크기 

변화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과정에서 혹연블록의 체적변화는 단일 블록내 

부에서 균일하게 발생하며 블록들 사이의 상대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제시하는 우회유로 산정 그래프와 냉각재유로 산정 그래프는 블록형 고온가스 

로의 유로설계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라. 유연블록 모텔 개발 

흑연블록을 사용하는 가스로의 노심 내진설계를 위해 개발된 과거 기술자료를 

조사/검토하였다 블록형 가스로에 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활발 

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원자력발전분야의 침체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으며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초고온가스로의 펼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현재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노심구조물올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타 분야의 연구결과와 해석기술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노심구조물 내진 

설계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의 적충높이가 낮은 경우， 각 

블록은 강체거동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흑연블록의 적층높이가 높아지 

는 경우 하단에 놓인 흑연블록은 탄성체와 같은 거동을 보인다 탄성거동이 발생하 

는 조건에서 적충흑연블록의 지진거동은 강체가정을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를 갖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블록의 탄성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유연블록수식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3.8.16은 모텔에서 고려한 유연블록의 

동적거동을 기술하는 개념도이다-

유연블록의 거동을 모사하는 수학적 모텔은 Lagrange' 5 equation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다음 식은 이를 위한 유연블록의 kinetic energy와 potential energy 식 

이다 

T= ~ (1+ ml'){원T(~ ~){::}+ ml{::n證l 繹){떠+ m{::rt:} 
v= 융k{:;} t\ -1 1 ){씹+ mg[2y, + 

자유도간의 제약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띠= {Z;}+ {R:$$: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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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기 

그림 3.3.8.16 유연블록 모댈 

상기 식들을 이용해 Lagrange’ 5 equation에 적용하연 유연블록의 동적거동을 

수하는 운동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ι+2(ß-coso) COS(O,-O, 土 0)\/0 ， 1
mRJ cos (0, - 0, 土 0) 1+ ml' J l",1 
+s ， n빠 빠)(~ ~ 1)짧+ω3(]1 ]1){때+야{sinO ， +렐펴 0， 土 o )} 

,(- cosO, + 2βcos(- 0, 土 0) -s inO ， +2βsi n (-O ， 土 o)\JXgl
ι끼 cosO, - si nO, } 1 κl 

각각 는
 

수
 
, 변

 
사용된 - 0 μlhen 0, < 0 이며 

이다 

식에서 

, _ I+ml' ð_ R ,_ k , g 
•- 사 •- μ ‘ - … - … -

~ r n1l17' ~ ’ ‘'/) mlR'-1’ R 

혹은 +0 when 0, ;0, 0 위 

그림 3.3.8.17은 조화함수로 웅직이는 강체로 이루어진 바닥판의 운동과 여기에 

놓인 유연블록의 웅답거동과 단순블록의 웅답거동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외형적 변수를 같는 블록이라도 유연성을 고려한 모텔의 웅답은 

단순모델의 웅답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적충블록의 웅답을 정밀하게 해석 

해야하는 경우 블록의 유연성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조건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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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8.17 강체바닥의 운동과 블록모텔의 웅답특성 

마. 적충흑연블록 내진해석을 위한 예비모텔 개발 

과거 국외에서 이루어진 블록형 고온가스의 개발과정에서는 적충 혹연블록 구조 

물의 내진해석을 위한 해석적 기법파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 

지 않거나 중요자료의 공개를 미루고 있어 독자적인 해석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된 적충 흑연블록 구조물의 동적응답 해석모델과 해석절차를 개발하고 

상용구조해석 프로그랩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모델 작성 및 해석에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Ver. 6.8을 이용하였다. 

혹연블록과 바닥의 축톨 해석모델 

단일 혹연블록이 일정 높이에서 악하하여 딱딱한 바닥에 충돌 후 되튀는 상황올 

모델로 만들고 해석을 통해 상용 프로그랩의 충돌해석 기놓을 확인하였다‘ 

‘ 

그림 3.3.8.18 단일 흑연블록과 바닥변의 충돌 및 되팀 해석모텔 

친통하는 바닥에 놓인 단임 흑연픔록의 유탑해석모텔 

수평방향으로 주기운동하는 바닥에 놓인 단일 흑연블록의 웅답해석모델을 만들 

고 해석을 통해 상용 프로그램의 블록 전도과정 해석기능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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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19 움직이는 바닥에 놓인 단일 흑연블록의 전도 해석모델 

친톱하는 바닥에 놓인 2단 적축되 혹연픔록의 유답해석모텔 

수맹방향으로 주기운동하는 바닥에 놓인 2단 적충된 흑연블록의 옹답해석모텔올 

만틀고 해석올 통해 상용 프로그램의 적충 블록의 용괴과정 해석기능을 확인하였 

다 

그림 3.3.8.20 움직이는 바닥에 놓인 2당 적충 혹연블록 웅답해석모델 

측벽 사이에 놓인 3단 적춧 혹연블록의 응답해석모텔 

바닥에 고정된 두개의 측벽 사이에 놓인 3단 적충 혹연블록의 웅답해석모델을 

만들고 바닥의 주기적 움직임에 대한 적충블록의 웅답거동 및 측벽과의 충돌거동을 

해석하였다 

그림 3.3.8.21 측벽 사이에 놓인 3단 적충 혹연블록의 웅답해석모텔 

측벽 사이에 놓 <;> 1 9다 적층 흑연븐록의 웅탑해석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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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고정된 두개의 측벽 사이에 놓인 9단 적충 혹연블록의 웅답해석모텔을 

만들고 바닥의 주기적 웅직임에 대한 적충블록의 웅당거동 및 측벽과의 충돌거통을 

해석하였다 

그림 3.3.8.22 측벽 사이에 놓인 9단 적충 혹연블록의 웅답해석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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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단계의 연구개발 수행내용과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는 표 4-1-1에 있는 것과 

같으며/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목표와 달성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1 주요연구개발내용， 달성도， 및 기여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 달성도(%) I 
• 초고온가스로계통 명가기술 개발 

- 9500 C 출구온도 200MWth급 실중로 노심개념 
노심 및 열유체 고유설계/ 용괴열/조사량/ 

GAjPBMR 독립검토(진행중) 퉁 
- 냉각압력용기 적용성 평가기술 압력용기 내부 
유로 및 RCCS 열유체 모델 및 평가/ 단열/외 
부공기 냉각 열유체 모델 및 평가 

-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개발， 예비 

Layout 평가 및 열화학수소생산 효융 평가， 1 100 
Layout 명가코드 HyPEP에 물질객체화/ 

RELAP5 연계， BraytonjRankine Cycle, 가스 
물성치 모률 및 stand-alone 프로그램 개발 

-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기술 중간루 
프 모델링 및 중간루프 열유체 성능평가 

- 고옹구조건전성 명가기술 Mod 9Cr-1Mo 용접 
부 잔류웅력 평가 및 고온 크립변형율 평가방 

법 분석 

• 안전성입중 평가기술 개발 
- 주요사고 안전성 평가기술 GAMMA+ 코드를 
이용한 LPCCj HPCC, ATWS, 물유입사고， 수 
소측 사고 예비 안전성 명가 100 

- 초고온가스로 리스크/성능 평가기술 PSA용 

RDB 구축/ 피동계통 신뢰도평가방법 개발 및 
시범적용과 신형로 기술중립체계 적용성 검토 

• 설계해석코드 개발 및 검중 
- PTRT‘ Gen-IV 통합 PTRT WP 작성 
- 핵 설 계코드 (MASTER-GCR, CAPP): 최 신 

ENDF-B-VI-R8 VHTR 핵자료 Library 생산， 
블록형 노심용 MASTER-GCR 및 페블형 노심 
용 CAPP 코드 고유기솔로 개발 및 검증. 1 100 
CAPP 주요 모율 통합 및 겁중 

- 계통 성능/안전해석코드 개발 (MARS-GCR) 
MARS-GCRjMASTER-GCRjCFD 및 MARS
GCRjCAPP 연계해석체계 구축 및 검중， 노심 
우회유로 모텔링 및 영향 분석 HX 열전달/ 

기여도 

원자력수소 실증 
사업 기여 

기술수출 기여 
GEN-1V 방법론 
및 코드 검증 

프로젝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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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하， N2-He 혼합기체 물성치 모률 개발 
- 공기유입사고해석코드 (GAMMA+) ‘ 노심 접통 

특성 모델 및 Xe 붕피모델/ 물-흑연 수소화 반 
용모델， 2-D 열전도 및 혼합대류 열전달， 제어 
/기기 모델 개발 및 검증. BICGSTAB 메트릭 
스 solver 장착과 완화계수개념 도입으로 계산 
속도 20-30배 향상 

- FP/DustfT 수송코드 (MIDAS-GCR): FP 증착 
및 붕괴 모델 개발 및 검증， TRITGO를 이용 

한 수소수송 해석 JAEA OGL-l 실험 모의 
- 전산유체해석모델 검증: 노섬유통분포 CFD 
모델 개발 및 적용， CEA 자연순환 및 페블노 
심 압력강하， 하부를래넘 (Utah대 설험)， 우회 
유량OAEA 실험) 경중 

- 수소폭발해석모델 개발 CFD， Multi-Energy 
법 및 TNT 퉁가법 평가/ 수소폭발 안전거리 
기준 분석 및 단순 안전거리 평가모델 개발， 

CFD 수소확산 모텔 개발 및 확산 예비해석 
- 흑연구조물 내진해석방법론· 지진하중 전달경 
로 및 웅답특성 조사， ABAQUS를 이용한 단 

순1 적충 혹연구조물 내진해석 모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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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연구성과물 목표 및 실적 (2007-2008년) 

연구성과 계획 실적 (신청 ) 비고 

5CJ 4 l 

비 SCI 6 5 

국내 특허출원 3 3 

특허둥록 1 1 

프로그램퉁록 11 

SCI 14 16(1) 

비 SCI 4 
국외 

특허출원 1 1 

특허퉁록 

국제회의개최 1 2 

국제공동연구 7 7 

기술전수 5 3 

연계문서 9 

설계계산서 25 (2차년도) 62 

홍또보 美(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용역 
수출 개가) 

1 조08/선0일5/보07/ 대전일보 둥 

수상 3 KNS 우수 논문상 

외국연구자유치 1 1 중국인 석사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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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우수성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기술 

수출 함으로써 인중 받았다 미국의 차세대원자로 사업 (NGNP), 세계 원자력에너 

지 파트너쉽 (GNEP)， 심충연소 사업 (Deep Bum) 퉁에 지금까지 총 6건 83만불의 기 

술용역 수출을 달성하였으며t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술용역 수출은 개발기술을 초고온가스로의 일부 설계에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으므로， 원천기술의 누출 가능성이 없다 특히/ 미국 General Atomics(GA)사 콘소 

시움의 일원으로 미국의 대형사업인 차세대원자로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사업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냉각압력용기 개념은 국내 산업체가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수로형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개념으로써/ 압력용기의 국내 수급성을 확보하 

였다 또한， 고내온 압력용기의 사용에 따른 고가의 고온재료 수급성 및 제조성 관 

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본 기술은 해외에서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냉 

각압력용기의 원천기술 확보 및 특허화를 통하여 기술료 수입 뿐더러 국내 제조 압 

력용기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원천 설계해석 코드는 한전 전력기술연구원 둥 

에 이전하여 초고온가스로 관련 설계기술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원자력수소 실중사업에 참여할 산업체에 이전하여， 원자력수소 실증계통의 개념， 기 

본 및 상세설계와 시운전 및 운전실중을 위한 핵심 설계기술로 활용할 것이다 본 

기술은 올해부터 본격 착수될 GIF 초고온가스로 시스탱의 코드 방법론 및 검증 프 

로젝트 퉁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 실적물로 활용 되어서， GIF 국내 협력에서 우리나 

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초고용가스로의 

설계해석 코드는 고유 원천기술로 향후 심충적인 검증과 문서화를 거쳐서 규제 기 

관의 인허가를 받은 뒤에 원자력수소 시스탱의 해외 시장 진출에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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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칩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대과제 차원에서 

문서관리시스댐에 저장되고 있다 또，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는 Database화하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대과제 차원에서 웹데이터 베이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파제에서 수집한 자료도 웹데이타베이스 (주소 

:http:J /www.hvdrogen.re.kr/1에 같이 저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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