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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TLAS 운  기술  체계 확립

- 품질 리체계 구축

- 핵심 시나리오 비해석  시험요건 설정

- 운  조직 구성  운

- ATLAS 련 기술문서 생산

   o ATLAS 활용 체계 확립

- 아틀라스 표 문제 평가 추진( 의체 구성)

- 아틀라스 활용 로젝트 확보

- 국내외 홍보를 통한 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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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OPR1000, Loss of Coolan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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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에 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를 구축하고, 원  설계, 안  운   안  규제를 해 요구되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  단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1단계 연구에서는 

종합효과 실험장치 구축  운 을 해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장치에 

한 기본설계를 수행하 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2단계 연구에서는 아틀라

스(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dvanced Reactors)로 

명명된 실험 장치의 상세설계와 제작․설치를 추진하 다.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3단계에서는 ATLAS 제작․설치와 시운 을 완료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이와 아울러 아틀라스 운  기술  체계와 활용 체계를 

수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열수력 코드  해석체계 개발, 가동  원 의 운  최

화, 사고 리  안 안 해결, 원자로 설계 개선  신형원자로 개발 등에 필요

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원 의 안 성 증진과 경제성 제고에 크

게 기여하며, 원자력 안 기술 자립의 이정표로서 원자력 안 에 한 국민 신뢰도

를 높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3단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공

- ATLAS 실험장치 제작  설치 완료

- ATLAS 실험장치 시운  완료: 단 기기 작동시험, 단 계통 성능 시험, 

장치 가열/냉각시험, 정상운 시 특성시험 등

2) ATLAS 이용 제1단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 자연순환 실험 2회 수행

- 3“ 냉각재상실사고실험 1회 수행

- 형 냉각재상실사고 재 수 실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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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LAS 운  기술  체계 확립

- 품질 리체계 구축

- 핵심 시나리오 비해석  시험요건 설정

- 운  조직 구성  운

- ATLAS 련 기술문서 생산

4) ATLAS 활용 체계 확립

- 아틀라스 표 문제 평가 추진( 의체 구성)

- 아틀라스 활용 로젝트 확보

- 국내외 홍보를 통한 상 강화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의 제작․설치와 시

운 을 성공 으로 완료하고 본격 인 실험에 착수하 다.

구축된 ATLAS 실험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국내 주력 원자로형인 신형경수로(APR1400)와 한국표 형원 (OPR1000)의 

핵심 설계 특성을 충실하게 반

․APR1400 비 1/2 높이, 1/288 체

․OPR1000의 1/2 높이, 1/205 체

- 원자력발 소의 설계에서 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의 사고를 실제 압력과 

온도 조건으로 시뮬 이션 가능

- 실험 범 와 활용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 의 성능

․OECD에서 2007년 발행한 "Nuclear Safety Research in OECD Countries"

에서도 핵심 시설로 다루어짐.

- 우리나라 원자력 안 기술 자립의 이정표로서 20년 이상 활용

이와 아울러 자연순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에 한 실험(1회) 결과를 확보하

으며, 품질 리체계 등 아틀라스 운  리 체계  기술이 확보되었다. 한 다

수의 련기 이 참여하는 아틀라스 표 문제평가 로그램이 착수되었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ATLAS 실험시설은 향후 20년 이상 다음 목 으로 범 하게 활용될 정이다.

- APR1400의 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안 주입수 거동에 한 실증

 평가 자료 확보를 통해 안  안 해소에 기여: 신고리 3,4호기 인허가에 

필수

- APR1400/OPR1000 핵심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안 해석코드 평가/검증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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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자  규제검증코드  산업체 안 해석코드 확보

- APR1400와 OPR1000 설계 개선  신형원자로 개발을 한 검증실험 수행

- 운 차서 개발  사고 리계획 수립/검증을 한 실험 수행

- 가동  원  열수력 안 안 발생시 모의실험을 통한 거동 규명  코드 

측 성능 평가: 안 안 조기 종결  국민 신뢰 확보

- 응실험  데이터 교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외국 실험자료 입수

- 세계  실험시설로 활용: OECD/NEA의 국제 표 문제 평가 추진

  특히 향후 5년간은 다음 활용 계획이 구체 으로 수립되어 있다.

-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안 종결 실험 (2007)

- 원자력연구원 개발 MARS 코드의 규제검증코드화 지원실험(2007～2011)

- 산업체 원  설계 핵심 코드 개발 지원 실험 (산자부) (2008～2011)

- APR1400 후속 원자로형 개발 지원 실험 (산자부)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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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rmal Hydraulic Integral Effect Test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construct a thermal-hydraulic integral effect 
test facility and to perform the tests for design, operation, and safety regulation 
of pressurized water reactors.  In the first phase of this project (1997.8~2002.3), 
the basic technology for thermal-hydraulic integral effect tests was established 
and the basic design of the test facility was accomplished. In the second phase 
(2002.4~2005.2), an optimized design of the 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was almost completed.  In the third phase 
(2005.3~2007.2), the construction and commission tests of the ATLAS are to be 
completed and some first-phase tests are to be conducted.

The ATLAS will be used to simulate various transient and accident conditions of 
APR1400 and OPR1000 for validation of safety analysis codes, resolution of 
safety issues, verification of new design features, development of operation and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etc.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We have performed following R&D activities:

a)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of the ATLAS facility
- Completion of the facility construction
- Commissioning tests of the ATLAS facility: component performance, 

system performance, heat-up and cooldown, loop characterization 
b) First-phase experiment

- Natural circulation tests (2 times)
- Small-break loss-of-coolant accident (1 scenario)
- Preparation for the LBLOCA reflood tests

c) Development of supporting technology for integral effect tests
- QA systems and procedures
- Preliminary analysis of selected scenarios
- Operation of the oper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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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of technical documents

IV. Results of the Project

The ATLAS facility are in operation after successful construction and 
commission tests of the facility.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ATLAS facility include:
a) Adoption of APR1400 as the reference plant

- 1/2  height and length, 1/144 cross-sectional area (1/12 diameter), 1/288 
volume

- 2(hot legs) x 4(cold legs) reactor coolant loops and integrated annular 
downcomer

- Direct vessel injection of ECC water
- Max. 10% of scaled power (Core power: 2 MW)

b) Incorporation of OPR1000 design features
- Cold leg injection and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s

c) Simulation of various accident scenarios at real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 Loss-of-coolant accidents (LOCA): large- & small-break LOCAs, DVI 

line breaks,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
- Steam line breaks, feedwater line breaks, and other transient conditions
- About 1,250 instrumentation for loop parameters

Natural circulation tests and small-break loss-of-coolant tests were performed; it 
was confirmed that the ATLAS facility has the test capability as plann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TLAS is the only large-scale integral test facility that can simulate various 
accident conditions at real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with both cold leg 
injection and direct vessel injection of ECC water. It will be used over 20 years 
for the following purposes:
a) Tests for understanding of APR1400 behavior

- downcomer-core interaction during reflood phase of large-break LOCAs
- direct vessel injection line break

b) Simulation of the APR1400 and OPR1000 accident scenarios for a 
validation of safety analysis codes
- the best-estimate code, MARS, which will be used as a regulatory 

verification co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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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y codes for NPP design & safety analysis
- other international codes

c) Tests in support of future industrial needs
- improvement of APR1400 & OPR1000 design features 
- development & validation of accident management programs
- resolusion of safety issues for operating plants
- development of advanced I&C technology

d)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grams
-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ISP) exercises, counterpart tests,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etc. 

The following tests will be conducted during the next 5 years.
- LBLOCA reflood tests for resolving the APR1400 licensing issue (2007)
- Accident simulation in support of the regulatory code development 

based on the MARS code (2007~2011)
- Accident simulation in support of industrial design code development 

(2008~2011)
- Tests for new safety features of the APR+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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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 배경  목

원자력의 이용에는 확고한 안 성의 확보가 제 조건이며, 이는 설계 타당성에 한 체

계 인 평가․검증과 안 한 건설  운 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인 

산업 설비와 달리,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원자력발 소에서는 우려되는 

사고들을 직  일으켜보면서 안 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실험장치들을 이용하여 발 소의 거동을 이해하고 안 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원자로의 냉각 성능과 직  연 된 열수력 실험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기의 원 을 운  인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가이며, 국내 산업체에

서 주도하여 개발한 개발된 한국표 형원 (OPR1000), 신형경수로(APR1400), 일체형원자

로(SMART) 등의 수출을 극 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원 을 안 하고 

경제 으로 건설․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확고한 안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 1990년  이후의 국가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열수력 안  기술 개발이 체계 으로 수행되어 실험 시설, 안 해석 코드, 

연구 인력 등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APR1400 개발 과정에서 요구된 형 실험

들을 성공 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에 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를 구축

하고, 원  설계, 안  운   안  규제를 해 요구되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장치 구축  운 을 해 필요

한 기본 기술을 개발하고 SMART용 실험장치에 한 개념 설계와 OPR1000용 실험장치에 

한 기본설계를 수행하 다[백원필 외(2002.2)].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2단계 연구에

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OPR1000용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 설계를 APR1400을 기본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장치 설계로 최 화하고, 실험 장치의 상세설계와 제작․설치를 추진하 다[백

원필 외(2005.2)].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3단계에서는 ATLAS 제작․설치와 시

운 을 완료하고 1단계 실험을 수행하며, 이와 아울러 아틀라스 운  기술  체계와 활용 

체계를 수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ATLAS 실험장치는 신형경수로(APR1400)와 한국표 형원 (OPR1000)의 고장이나 사

고시 원자로계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 인 열수력 거동을 실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시뮬 이션하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 기술 자립을 상징

하는 규모 고정  연구시설로서, 아틀라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를 양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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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받치고 있는 거신 아틀라스처럼 원자력 안 을 떠받치면서 원자력 안 기술의 완성을 향

한 안내도 역할을 하겠다는 연구 의 의지도 담고 있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안 성의 종합 인 확인, 설계․안 해석 컴퓨터 코드( 로

그램)의 평가․검증, 원  설계 개선  신형원자로 개발, 운   사고 리 차 수립 

등에 필수 이다.  실제 원 에서는 방사선 사고의 험성 때문에 사고를 일으켜볼 수 

없으므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고를 시뮬 이션하는 것이다. 미국, 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모든 원자력 선진국들은 1970년 부터 자국의 실정에 

맞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들을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ATLAS는 APR1400을 기 으로 높이는 2분의 1, 체 은 약 288분의 1이지만 원자로

와 같은 압력과 온도 조건을 구 하고 있다. 핵연료 신 기 가열 을 이용하여, 

원자로 정상출력의 10%에 해당하는 2 MW까지 실험할 수 있다. 한 울진,  등에

서 재 가동 인 한국표 형원 의 설계 특성까지 반 하여 신형 원 과 가동 인 원

의 안 성 검증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  손, 

수  손 등 다양한 사고와 비정상 운 조건을 시뮬 이션할 수 있다.

지상 20m, 지하 10m 등 높이가 30m에 이르는 형 설비이면서, 곳곳에 1,200여개의 

계측 포인트를 지니는 정 한 실험장비인 ATLAS 구축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0

년 부터 체계 으로 축 해온 열수력 안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다. 고온  2개, 온

 4개 구성의 냉각재계통과 다양한 안 주입 모의 성능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로서, 일본의 LSTF, 독일의 PKL 등과 함께 세계 인 핵심 열수력 

실험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ATLAS 실험시설의 구축은 열수력 안 기술 자립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인

라 확보, 즉 원자력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시설의 규모나 다양성 등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더라도 질 으로는 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력할 수 있는 기본 인 틀이 갖

춘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원자력 안  연구시설로서, 어도 20년 이

상 국내 산업체  규제기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 공동 

연구시설로도 활용함으로써, 원 의 안 성과 경제성 향상, 국민 신뢰도 증진  원자

력 기술의 수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1.1은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의 개념을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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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아틀라스(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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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본 과제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원자력발 소의 설계, 건설, 운   이와 련

한 안 규제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임.

- 열수력 안 해석 코드와 방법론 평가  검증을 한 실험 데이터 생산

․ 원자력 안 규제검증용 최  열수력계통분석코드 평가  검증

․ 원자력발 소 설계용 안 해석코드 평가  검증

․ 최  안 해석체계 개발 평가  검증

- 원자로 설계 개선  신형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실험 데이터 제공

․ 신형경수로(APR1400)  한국표 형원 (OPR1000)의 설계 개량  출력 

증

․ 새로운 안 계통의 종합성능 평가/검증

․ 개선된 설계개념 도출을 한 실험

- 가동  원 의 운 최 화, 사고 리  안 안 해결을 한 실험데이터 제공

․ 출력 운 , 가압열충격, 열피로, 수격 상 등 안  련 열수력 상 규명

․ 사고 리 략의 효과성 확인  평가

․ 신규 안 안 도출시 신속한 응 실험 수행

○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개량형 가압경수로형 원 인 신형경수로 APR1400의 표  

설계 인가(2002년 4월)에서는 형 냉각재상실사고 후 재 수(Reflood) 열 달 단

계에서의 안 성에 한 추가 분석이 조건사항으로 요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강수부와 노심에서의 열수력 상을 합리 으로 모의하는 종합효과실험 

데이터가 필수 인 것으로 공감 가 모아짐.

- 최 의 APR1400으로 2006년 건설사업이 착수된 APR1400의 최종 인허가를 

해 필수

○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Integral Effect Test Facility, IETF)는 장치의 부분 인 

보완 는 개선을 통해 장기 으로는 원자로 조건 과도 상태에서의 CHF 측정, 

기기 검증 장치로서의 활용, 열수력-재료/구조 연계 실험 등 고온․고압 열수력 장

치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구축은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한 선진 핵심 열

수력 안 기술 기반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안 기술 자립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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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원자력 기술선진국 진입과 원  기술의 해외 수출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임.  따라서 열수력 안 성 실증 기술의 지속  개발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

로 제시되어 옴. 

- 2001년 7월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년 “원자력 안 성 증진 

기획단”에서 도출한  추진과제, 2004년의 원자력기술지도(NuTRM) 등

2. 경제·산업  측면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구축되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와 실험 결과는 규제기 , 원  운 기   원

 설계기  등에서 범 하게 활용되며, 미래형 원 기술 확보를 한 핵심 기반

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선진 핵심기술의 수입 체와 상호 호혜 인 기술 교환을 통한 경제   효과가 

매우 큼.

-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열수력 실험결과를 선진국으로부터 직  입수하기 해

서는 막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체 인 실험 결과의 생산을 통한 실험 

자료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계 각국의 실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즉 열수력 종합실험장치가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실험을 감당할 수는 없으나, 

입수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실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크게 

기 됨.

○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구축과 실험의 수행은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장기  

비 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수출 산업화를 한 필수 조건임.

- 독자 인 안 검증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  수출은 불가능

- 국제 원자력 산업계에서의 지  격상에 따른 경제   효과 지

○ 원자력 안 성에 한 핵심기술의 자립으로 원자력산업이 안정화되어, 원활한 국가 

에 지 수 에 기여하고, 한 국가의 심 에 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산업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사회·문화  측면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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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한 안 성의 확보는 원자력 이용의 제 조건이며, 특히 20기의 원 이 상업운

 이고 향후 원자력 발 의 지속 인 확 와 신형 원자로 개발이 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외

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원자력 안  기술체계의 구축이 요망됨.

○ 미국, 일본, 랑스, 독일,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열수력 개별효과  종합효

과 실험장치들을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독자 인 안  해석 기술을 확

보하여 왔음.

○ 국내의 원  설계  운  기술은 강력한 기술자립 정책에 따라 선진국 수 에 근

하고 있으나, 독자 인 열수력 안  핵심 기술의 확보는 상 으로 미흡하므로, 체

계 이고 지속 인 연구개발을 통해 완 한 기술자립을 이루어야 함.

○ 원자력 안 에 한 사회 인 심과 안  요구수 이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 국민

들이 안 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국가 원자력 산업 추진의 요한 열쇠임.  

한 원자력 안 에 한 국민의 “인식 험도”는 원 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안 에 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잘못 형성되어 있음. 이의 개선을 해서는 국내 

원자력 안 기술에 한 신뢰가 필수 임.  

○ 열수력 개별효과  종합효과 실험체계가 구축되어 세계  수 의 실험을 수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차원 최 계통분석코드가 개발될 경우 원자력 발 소 설계  운

과 련된 안  안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원자력 안 에 

한 국민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  의견 분열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안 성 증진을 한 투자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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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목표  범

본 연구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제 1 단계 (1997-2001)

- 열수력 실증실험 필요기술 개발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기본설계 최 화

- 개별효과 열수력 실증실험 연구 

2) 제 2 단계 (2002-2004)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설치

3) 제 3 단계 (2005-2006)

-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 공

- 제1단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수행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3단계의 구체 인 연구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

었다.

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 공

- 제어/계측시스템 검교정  기기/ 계통 성능 검증시험  ATLAS 장치 종합 

시운

- 주요 사고 시나리오에 한 실험 차서 개발  비 실험

- Q/A체계 보완  운

2)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운   제1단계 실험 

- APR1400의 핵심 사고 모의 실험 (LBLOCA Reflood 모의실험 심)

- QA체계 보완  운

- 실험장치 유지 보수

3) ATLAS 활용체계 구축

- ATLAS 사용자그룹 결성․운   자문회의 운  활성화

- 실험 매트릭스 개선

- ATLAS 실험 장치의 국내외 검증

- 국내외 력 로그램 추진

1차년도 장치 구축 막바지 단계에서 한 기기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설치 일

정이 6개월 정도 지연된 을 제외하면,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 아틀

라스 실험장치가 성공 으로 구축되어 본격 인 운 에 돌입하고, 일부 실험을 수

행하 다. 특히 향후 5년 이상 활용 로젝트가 이미 확보됨으로써, ATLAS 구축의 

타당성이 리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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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제 1   국외 기술 개발 동향

국외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인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에 해서는 본 과

제의 제2단계 보고서[백원필 외(2005.2)]에 비교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선진국의 종합효과실험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0년  이후 기존 경수로에 하여 실제 원자로심을 사용하는 LOFT를 비

롯한 다수의 종합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고시의 열수력 안  특성을 이

해하고 RELAP, TRAC 등 안  해석 코드를 개발․검증해왔다. 한 1990년  피동형 

원자로인 AP600  SBW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 APEX(오 곤 주립 )와 

PUMA(퍼듀 )가 건설하 으며, 일본의 LSTF와 이태리의 SPES를 이용한 실험도 수행

하 다. APEX와 PUMA는 일부 설계 변경을 거쳐 AP1000과 ESBWR의 검증에 활용되

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LSTF, CCTF, SCTF 등의 형 열수력 실증실험 시설을 구축하

여 열수력 코드의 검증  신안 계통 실증실험 등을 수행하 다. 특히 LSTF는 웨스

하우스 4-회로 원 을 1/48 체 비로 모의하는 세계 최 의 종합효과실험장치로서, 소

형 냉각재상실사고  다양한 과도 상에 한 180여회의 실험을 수행하 으며, 최근

에는 다차원 열수력 상의 규명과 ABWR  APWR을 개량하기 한 실험에 을 

두고 있다.

랑스는 안 성 평가기술의 자립을 하여 막 한 인력과 산을 투입하여 열수력 

해석코드(CATHARE)를 개발하 으며, 이의 검증을 하여 규모 실험시설(BETHSY, 

PHEBUS)을 건설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독일도 독자 인 안 성 평가체제를 확

립하기 하여 규제기 의 주 하에 DRUFAN 코드와 ATHLET 코드를 개발하여 각각 

과도 상  냉각재상실사고의 분석에 활용하 는데, 이들의 검증을 하여 PKL과 

UPTF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 성 실증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EREC

를 심으로 자체 으로 개발한 가압경수로인 VVER 원자로를 모의하는 열수력 종합실

험장치를 건설하여 운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수행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의 목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원자로 개발을 한 열수력 실증실험 수행

․ 설계 안 성과 련된 열수력 상의 규명  설계개선방안 도출

․ 최  계통해석 산코드의 개발 검증

․ 새로운 설계개념의 실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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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의 안 성 확인  향상을 한 실증실험 수행

․ 사고의 원인 규명  책 수립: TMI-2 사고의 모의, Mihama 원 의 

SGTR 모의 등

․ 새로운 안 안의 해결방안 도출: 출력운   사고 상 악 등

․ 비상운 차  사고 리 략의 개발

- 인허가 략 수립  주요 인허가 안 검증을 한 실증  평가

․ AP600, AP1000, SBWR, ESBWR 등의 설계 인증을 한 실험 등

지 까지  세계 으로 총 40여기의 종합실험시설이 건설․운 되었으며, 주요 시설

은 표 2.1.1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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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실험장치명 기 원 체 비, 높이비 압력
(MPa)

운 기간

미국

Semiscale W 4L PWR 1/1706, 1/1 15.5 1976 - 1985

LOFT Trojan 4L PWR 1/50, 1/1(1/2) 15.5 1976 - 1985

UMCP B&W PWR 1/500, 1/4.4 2.1 1984 - 재

MIST B&W PWR 1/817, 1/1 15.0 1986 - ?

APEX W AP600 1/192, 1/4 2.8 1994 - 재

PUMA GE-SBWR 1/400, 1/4 1.0 1996 - 재

일본 LSTF W 4L PWR 1/48, 1/1 16.0 1985 - 재

랑스 BETHSY Framatome 3L PWR 1/100, 1/1 17.2 1987 - 1999

독일 PKL KWU PWR 1/145, 1/1 4.5 1977 - 재

러시아

PSV-VVER VVER1000 1/300, 1/1 18.0 1998 - 재

KMS VVER640 1/27, 1/1 18.0 2004 - 

이태리

LOBI KWU 4L PWR 1/700, 1/1 15.0 1984 - ?

SPES W AP600 1/395, 1/1 20.0 1985 - 재

만 IIST W 3L PWR 1/400, 1/4 2.1 1992 - 재

캐나다 RD-14M CANDU 10 scaled Ch. 1988 - 재

표 2.1.1  세계의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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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제 공동연구 추진 동향

원자력 선진국들은 1970년 부터 1980년 에 걸쳐 많은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들

을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력하 다. 그러나 가장 요한 실험 목 이 

독자 개발된 원자로나 안 해석코드를 검증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것이었

으므로 국가간 력은 제한 이었다.  그런데 1990년 에는 많은 실험시설들이 당 의 

목 을 달성한 후 운 을 단하거나 해체되고, 남아있는 시설들도 긴 한 수요의 감

소와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으로 해체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향후 수요에 비한 핵심 

시설의 유지가 긴 한 과제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OECD 원자력기구를 심으로 핵

심 시설을 유지하면서 최신 안  안이나 새로운 안  해석 기술 개발에 따라 요구되

는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해 국제 공동연구 로그램을 극 으로 추진하 다.

2000년 이후 수행되었거나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 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

에서는 원자력 연구원이 SETH, PKL, ROSA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 OECD-SETH 로젝트

OECD-SETH(SESAR Thermal-Hydraulics) 로젝트는 독일 Framatome-ANP의 PKL 

장치와 스 스 PSI의 PANDA 장치를 이용한 실험으로, 원자력발 소 사고 리 능력 향

상을 해 추진되었다.  OECD/NEA의 주  하에 15개 국가(벨기에, 체코, 핀란드, 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 스, 터키, 국, 미국)가 참여하 고,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착수 당시에는 2005년 6월 종료 정)까지 수행되었으며, 산은 

470만 미국달러 다. PANDA 실험은 격납용기 내에서의 가스 혼합에 한 것이므로 본 과

제와 직 인 연 성이 없으나, PKL 장치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SBLOCA 의 

붕산희석(Boron Dilution) 사고에 한 3 Set의 실험과 잔열제거계통 상실에 한 1 Set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2. OECD-PKL 로젝트

OECD-PKL 로젝트는 OECD-SETH 로젝트를 통한 PKL 실험이 성공 으로 완

료된 후, 그 연장선상에서 2004년 1월 착수하여 2007년 5월 종료되었다.  연간 산은 

120만 미국달러 으며, 참가국은 벨기에, 체코, 핀란드, 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한

국, 스페인, 스웨덴, 스 스, 국, 미국 등이다. SBLOCA 이후의 붕산 희석 사고와 

Mid-Loop Operation시의 잔열제거능력 상실이 주된 주제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조건

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PKL 실험장치의 요성이 고려되어 후속 로그램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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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으며, 곧 착수될 것으로 상된다.

3. OECD PSB-VVER 로젝트

이 로젝트는 재 러시아와 동구권을 심으로 총 19기가 가동 인 VVER-1000 

원자로 해석에 사용되는 열수력 코드들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한 목 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 2월 착수하여 당  2006년 12월 종료 정이었으나, 2007년 6월까지 연

장되었다. 체코(NRI), 핀란드(VTT 등), 랑스(IRSN, CEA, EDF), 독일(GRS), 이태리

(Pisa 학, Ansaldo), 러시아(RMINSC, EREC, OCRK, KI, Gosatomnazor)  미국

(ANL/DOE)이 참여하고 있다. 총 산은 125만 미국달러이다.

4. OECD-ROSA 로젝트

ROSA(Rig of Safety Assessment) 로그램의 LSTF(Large Scale Test Facility)는 

세계 최 의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이다. OECD-ROSA 로젝트는  가압경수로의 

설계기 사고(DBEs)나 설계기 과사고(bDBEs)시에 발생할 복잡한 다차원 열수력

상의 모델 개발과 해석모델의 검증에 을 두고 있다.  연구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간 약 100만 미국달러의 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벨기에(AVN), 

체코(NRI), 핀란드(VTT), 랑스(IRSN, EdF), 독일(GRS), 헝가리(KFKI), 일본

(JAERI), 스페인(CSN), 스웨덴(SK), 스 스(PSI), 국(HSE), 미국(USNRC) 등 총 13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수행되는 실험은 다음과 같다.

- temperature stratification and coolant mixing during emergency coolant 

injection; 

- unstable and disruptive phenomena such as water hammer; 

- natural circulation under high core power conditions; 

-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 primary cooling through steam generator secondary depressurisation; 

- two open tests defined by participants (one on pressure vessel 

upper-head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and another on 

pressure vessel bottom break LOCA, combined with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with symptom-oriented operator actions).

  그림 2.2.1은 제5차 로젝트 회의(2007.6.1)에서 발표된 종합실험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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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OECD-ROSA 로젝트의 실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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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 기술 개발 동향

우리나라는 열수력/안 해석 코드 개발  안 안 해결에 필요한 열수력 실증실험 자

료의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여 왔다. 즉, USNRC가 주도하는 ICAP(International Code 

Assessment Program), CAMP(Code Assessment and Maintenance Program) 활동 등

에 참여하여 확보된 제한된 외국 실험자료를 이용한 코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기확보된 

실험 결과를 Data Base화하 다.

이에 따라 독자 인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두되었는데, 고유한 설

계 특성을 갖는 신형 원자로의 독자 개발에 따른 안 성의 실증  평가 요구, 국내 코드 개

발의 활성화에 따른 코드 평가  검증용 실험결과의 확보 필요성, 가동  원  수 증가에 

따른 비상운  기술  차의 확립 필요성, 새로운 설계개념 도입에 따른 주요 안 안의 

해결체계 구축 필요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심으로 독자 인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련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 1단계(1997-2001): 실험장치 설계 기술 개발, 실험장치 설치 공간 확보, 종합효

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고온고압 계측기술 개발 등이 수행됨. 

- 2단계(2002-2005): 신형경수로 APR1400을 1/2높이, 1/288 체 비로 모의하고, 

한국 표 형원 의 설계 특성도 하게 모의하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를 제작 설치함.

- 3단계(2005-2006):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공  제 1단계 종합효

과 실험 수행 

한편 국내에서 개발 인 SMART-P 원자로에 한 소형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설이 원

자력연구소에 구축되어 운  이며, 서울 에서는 APR1400에 한 소규모의 압 종합효

과실험시설을 운  이다.



- 15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추진 방법

1.  추진 략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략 하에 수행되었다.

○ ATLAS 유체/기계계통  계측/제어계통에 한 성능 확인 시험과 종합 시운 을 

체계 으로 수행함으로써, 최상의 성능을 지닌 ATLAS 장치를 기에 공함.

- 향후 20년 이상 운 되어야 할 핵심 연구 설비이므로, 과제 본격화 이후 지속된 

“Quality First”의 연구 방침을 더욱 강화함.

- 연구진  참여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문가 자문을 극 으로 활용함.

○ ATLAS 실험장치에 한 효율  활용체계를 조기에 구축함.

- 실험장치 리, 실험 수행  데이터 리에 한 QA 체계 조기에 확립하여 이

행함.

- 같은 과제 내의 세부과제인 코드개발 과제(최  통합 안 해석코드 개발  

평가)와의 력을 통해 합리 인 실험 요건과 차를 도출함

- ATLAS 사용자그룹( 는 표 문제평가 의체)을 결성하고 기술 자문을 활성

화함.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KINS)이 심이 되고 유 기 이 참여하는 시험 후 

분석을 통해 ATLAS 활용 기반을 확보함.

- 학계 탁과제를 통해 ATLAS 장치의 개선  효율  활용 방안을 지속 으로 

모색함.

○ 국내외 인 실험장치 성능 검증을 추진함

- KINS 주  Pre-Test/Post-Test 분석 과정에서 실험 장치  실험 차의 신뢰

성을 확보함.

- 국제 으로 수용 가능한 QA 체계를 구축함: KINS 문가 의견 반 , OECD 

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보 입수, 국외 종합효과실험시설(ROSA, PUMA, PKL 

등) 운 진과의 력 등

- 외국 실험장치에 한 응 실험  련 논의를 통해 국제  신뢰도 확보

○ 국제 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공동 로그램 추진을 한 기반을 확보함.

- ATLAS 구축 과정에서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를 운 하고 있는 일본원자

력연구소(ROSA/LSTF), 독일 Framatome-ANP(PKL), 미국 퍼듀 (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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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 곤주립 (APEX), 만원자력연구소(IIST) 등과의 력이 크게 기여

하여 왔으므로 이를 더욱 내실화 함.  

- OECD-ROSA  OECD-PKL 로그램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열수력종합효

과실험 분야 국제 력에서 상을 강화함.

- OECD/NEA의 상설 Working Group인 GAMA(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 회의에서 ATLAS 진행 상황을 지속 으로 홍보함.

- 국내 문가들이 참여하는 시험 후 분석 로그램을 통해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평가 추진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확보함.

○ 타 세부과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극 화

- 실험 요건 확립, 실험 차 개발, 시험  해석, 시험 후 해석 등에서 “최  통합 

안 해석 코드 개발  평가” 세부과제와의 극  력체제를 유지․강화함.

- 타 실험 과제와는 실험 기술  인 라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

며, 안  심사에 해서는 상호 보완 인 연구를 수행함.

2.  ATLAS 구축을 한 체계

가.  장치 제작․설치 단계

본 ATLAS 제작․설치 사업의 주계약자는 두산 공업(주)이며, 한국 력기술(주)와 (주)

일진정공이 각각 상세설계 분야와 기기 제작․설치 분야의 하도  업체로 참여하 다.  체

계 이고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해 원자력연구소 연구 도 분야별 추진 조직을 구

성하여 운 하 다.  그림 3.1.1은 ATLAS 제작․설치 사업체계  연구 의 과제 수행체계

를 보여 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기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악하고 문제  발

생시 신속하게 해결하 다. 

- 매 6 개월마다 반기 PRM

- 매월말 SRM: 월간 진도 검  주요 쟁 사항 해결 

- 매주 목-  참여업체간 기술회의: 기술  쟁 사항 해결 

- 매주 1회 소내 분야책임자 회의 

- 매주 련 계통분야 기술회의 

1차년도 반에 주기기 랜지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설치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2005년 후반부터 약 1년간은 주요 사업자가 참여하는 월간 진도 검회

의를 월 2회로 늘려서 사업이 긴 한 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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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운  단계

시운  단계 기에는 단  기기  계통별로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 으므

로, 장치 구축 단계의 조직을 유지하 다.  그러나 계통별 성능 시험이 시작된 2차년도 반

부터는 효과 인 시험  장치 보완 작업을 해 본격 인 시운  조직으로 환하여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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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TLAS 제작․설치 사업체계

(나) 연구 의 과제 수행체계

그림 3.1.1 ATLAS 제작․설치를 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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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 구축 단계                 (나) 시운  단계

그림 3.1.2  ATLAS 시운  추진에 따른 연구 조직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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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TLAS 장치 제작  설치

1.  아틀라스 설계 개요

아틀라스 실험 장치 설계에 해서는 제2단계 보고서[백원필 외(2005.2)]에 비교  상세

하게 기술하 으며, 세부 인 내용은 별도로 발행된 기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핵심 인 내용만을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APR1400 비 실험장치의 척도비, 주요 설계 변수, 계통 구성, 기기 배치 등 ATLAS 설

계와 련된 핵심 사항들은 표 3.2.1-3.2.2, 그림 3.2.1-3.2.3에 나타내었다.  ATLAS 장치의 

핵심 인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신형경수로 APR1400을 기  원 으로 채택

- 1/2  높이  길이, 1/144 단면 (1/12 직경)   1/288 체

- 2(고온 ) x 4( 온 ) 냉각재계통 배열  환형 강수부 보존

- 실제 압력  온도 조건에서 축소 정상출력의 10%까지 실험: 최  노심출력 

2 MW

○ 한국표 형원 (OPR1000)의 설계 특성 추가 반

- 원자로용기 직 주입(DVI)뿐만 아니라 온  주입(CLI) 방식도 모의하여 

신형 원 과 가동  원 에 모두 활용

- 압 안 주입펌  설치

○ 다양한 사고  운 조건 모의 성능

- 냉각재상실사고(LOCA): 형 LOCA, DVI  단, 소형 LOCA, SGTR

- 증기  단, 수  단 등 기타 사고 조건과 과도상태

- 비상운 차서 개발을 한 다양한 비정상 운  조건

- 총 1200여 계측 Points

○ 세계 인 핵심 열수력 안  실험시설

- 2x4 구성의 냉각재계통과 DVI  CLI 안 주입 모의 성능을 보유하고 실제 

운  열수력 조건(출력은 붕괴열 수 )을 모의하는 세계 유일의 열수력 종

합효과실험장치

- 일본의 LSTF(1/48), 독일의 PKL(1/145) 등과 함께 세계 인 핵심 열수력 

실험시설로서의 상 확보 가능

- 20년 이상 국내외 원 의 안 성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 

아틀라스 설계에 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기술보고서들에 기술되어 있다.

- 박 식 외(2007), 아틀라스 유체계통 기본설계 계산서, KAERI/TR-333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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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용 외(2007), 아틀라스(ATLAS) 장치의 제어/DAS계통 구축 보고서, 

KAERI/TR-3338/2007.

- 문상기 외(2007), ATLAS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력계통 설명

서, KAERI/TR-3337/2007.

- 조석 외(2007), 아틀라스(ATLAS) 장치의 신호처리계통 설명, KAERI/TR- 

3337/2007.

- 윤병조 외(2007), 아틀라스(ATLAS) 실험장치 측정 방법론, KAERI/TR- 

3336/2007.

2.  장치 제작․설치의 추진 개요

3단계 연구가 착수된 2005년 3월을 기 으로 ATLAS는 철골 구조물, 일반 기기(탱크, 열

교환기 등 ASME Section VIII, Div. 1에 따라 제작)  배 의 제작과 설치가 완료되고, 

Div. 2에 따라 설계 제작된 핵심 기기(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일차냉각재 배 )가 

제작 완료 단계에 도달한 상태 다. 

2005년 3월 이후 좀더 엄격한 ASME Section VIII, Div. 2에 따라 제작된 주기기(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장에 설치하고, 장치에 한 수압 시험을 

성공 으로 수행한 후 설치 검사를 실시하 다. 한 제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반 하여 상세 설계의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RCP 

Homologous 선도 시험, 동하  해석  지지 설계, 증기발생기 지지  설계 보완 등이 포함

된다.

그런데 2005년 5월 주기기 제작 완료 후 공장 수압시험 단계에서 랜지 부분에서 공통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체 인 사업 일정과 비용을 고려한 합리 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용하 으나, 체 제작/설치 공정을 약 6개월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  

6월 말경으로 상하 던 하드웨어 설치가 12월까지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2005년 5월: 주기기 랜지 결함 발견

- 2005년 8월: 랜지 결함 해결 방안 최종 확정

- 2005년 12월 순: 기계계통, 기계통, 계측계통, 제어/DAS 계통의 설치 완료

- 2005년 12월 27일: 1차계통에 수압 시험을 완료

․ 수압시험 조건: 압력 260 bar 에서 1시간 유지

- 2006년 1월부터 장치 성능시험

․ 기온 하로 인해 혹한기(1-2월)에는 물을 이용한 시험이 불가능하므로, 계

측 계통  제어/DAS 계통을 심으로 기기 성능 확인 시험 수행

- 3006년 1-2월 설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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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기기/장치에 한 기하학  치수 측정

․ 배  계통: 일차계통은 Loop 특성의 확인을 하여 단 모의 설비가 장착

될 온 (CL1A)을 정상 배열로 설치

3.  주기기 랜지 결함 발견  해결

2005년 5월 하순 참여업체는 원자로용기  가압기 제작을 완료하고, 증기발생기 제

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하 다.

○ 원자로용기  가압기 수압시험 후 검사과정에서 랜지 결함 발견

- 원자로용기  가압기 랜지 Gasket 면의 림 상: 각 0.4, 0.8 mm

- 원자로용기 랜지 Raised Face의 변형: 1-1.5 mm

- 증기발생기 랜지의 경우도 사용시 유사한 문제  상

○ 2005년 6월-8월에 걸쳐 안 해결 방안 검토  결정

- 다시 제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으나 납기(1년 이상 지연) 

 비용(25억 이상 향) 문제로 채택 불가

○ 범 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다음 방법을 용하여 11월말 주기기 제작을 완료

- Gasket 형상  재질 변경: Oval Ring Octagonal, 스텐 스강  은도  탄소강

- 랜지 면의 육성 용  후 보완된 설계 로 재가공

- 랜지 보강 링 열 박음

- 제3기 의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  엄격한 품질 리

○ 수압시험 등을 통해 변형이  없음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발행된 NCR 등은 로젝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3.2.5에 랜지 

보강 링 박음의 개념을 나타냈었다.

4.  기기  배  설치

ATLAS 장치의 유체계통 기기  배 은 제작시방서와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설치 

완료되었다. 

기기 분야는 ASME Section VIII Div. II로 설계된 일차측 주기기(원자로용기, 모의

노심히터,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 )와 Div. I 으로 설계된 이차계통, 안

계통  보조계통 련 압력용기와 밸 류, 펌 류  열교환기류로 구성되어 있다.  

배  분야는 기기들 상호간의 유체 흐름  열평형 유지를 해 설치된 튜   각종 

크기의 이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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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기 설치

실험장치 기기류의 설치시 범 하고 가혹한 열수력 조건과 동하 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가 보완되었고, 기기별로 기계  건 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상세설계 단계에서 기기의 용량  기술 사양, 기기 구조(강도, 진동, 열팽창, 열충

격 해석), 열평형 (Heat & Mass Balance), 압력 강하  열손실 계산을 수정 보완하여 

설치하 다. 최종 으로 설치 완료된 실험장치 기기류는 다음과 같다.

○ 일차 계통

- 원자로용기  모의노심 히터

- 증기발생기 (2 )

- 가압기  Surge 배

- 냉각재 펌

- 일차계통 주 배 (고온 , 온   간 )

○ 이차계통

- 주 수 용기  밸 , 모의 격납건물 내 재장 수 용기(IRWST), 응축 용기

- 열교환기, 보조 히터, 냉각탑

○ 안 계통

- 안  주입 탱크

- 안  주입 펌   밸

- 격납용기 모의 용기류 

○ 보조  기타 계통

- 보조 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정지냉각계통  보충수 계통의 용기, 밸 , 

히터  열교환기류

- 기타 계통

  나. 배  설치

배 의 설치는 계통별 압력용기  기기를 실험장치 구조물에 설치한 후 Piping Plan 

 Isometric도면에 따라 순차 으로 제작 설치되었다. 배  분야도 기기 설치와 동일

한 개념으로 기계  건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  상세 설계, 지지구조물의 응력 

 수력 해석, 압력 평형, 수력 하   열팽창 계산을 보완 수정하여 설치하 다. 설치

된 배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일차측 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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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증기  주 수 배

- 보조 수  응축기 배

- 단 모의기  련 배

- 기기 냉각수 공  배

- 정지냉각  보충수 공  배

- 안 주입  련 보조계통 배

- 질소, 공기  상수도 공  배

- 진공  보조 증기 공  배

- 기타 배출 배

5.  제어/DAS 계통  기공 계통 설치

제1 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ATLAS 장치는 제어계통과 데이터획득계통(DAS)를 통

합한 시스템이다. 제어/DAS 계통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측면

에서 이루어졌다. 한 ATLAS 장치 운 에 필요한 기 공 을 해 총 4.5 MW 시

설용량의 기공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가. 제어/DAS 하드웨어 설치

- DCS Cabinet 구성

- Loop Power Supply System 구성

- Main Control Desk 구성

- Emergency Control Switch 구성

- Monitering Camera 설치

- Field Control AMP 설치

- DCS Card 구성  Internal Cable Networking

- Power Supply Cable 설치

- Ground Box & Line 설치

- Cable Duct 설치

- DCS Terminal Block 설치

- DCS-To-Field Thermocouple Compensation Cable 설치

- Control & Status Monitoring Signal Cable 설치

- Cable 단자, Conduit, Flexible 설치

- DCS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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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어/DAS 소 트웨어 설치

- Component & System Control Logic 작성

- Man-Machine Interface Program 구성

- Control & Display Window 구성

- Signal Processing Flow Map/Chart 작성

- Density Compensation 용 Steam Table DLL Library구축

- Control & Signal Processing Reference Signal 작성

- Raw Signal Display Library 구축 

- RS485 통신 Networking

- Control Table & User Control Parameter Handling

- Data Trend Display Program

- Data Logging

- PID Control Block 구성

- Program Debugging & Tests

다. 기공 계통 설치  검사 완료

- ATLAS 기공 계통 넬 제작  이블 설치 공사 완료 (시설용량: 노심 가

열  3.0 MW, 기타 보조 설비 1.5 MW, 총 4.5 MW)

- 고압반 통 시험 실시 완료

- 노심 가열  SCR 제어 성능 시험 완료

- 한국 기안 공사 사용  검사 검수

6.  계측기 설치  검증

ATLAS 실험 장치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약 1250개의 계측기가 설치되었다. 계통에 설치

되는 각 계측기기의 설치 요건  설치를 한 상세 설계안은 연구 에 의해 제시되어 실제 

제작에 반 되었다.

실험장치의 유량 측정을 해 터빈 유량계, 볼텍스 유량계, 코리올리스 유량계, 그리고 특

별히 개발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유량계가 설치되었다.  설치는 련 유량계 취  설명서 

 ISO 설치요건을 수하여 수행되었고,  교정은 유량계 공 자에 의해 공인기 에서 수

행하여 련 문건을 기록 보 하고 있다. 

온도 측정을 해서는 총 900여개의 열 가 설치되었다. 노심에 설치된 열 는 총 

260여개로 직경 0.5mm로 노심 히터 제작업체에 의해 설치되어 공 되었다. 나머지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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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체 온도  구조물 표면 온도 계측용 열 로서 다음 기 에 따라 설치되었다. 

○ 유체 온도 계측용(TF) (1/16“ 열  사용)

- 압력용기  탱크: 내경이 250 mm 이하인 경우에는 유로의 심에, 내경이 250 

mm 이상인 경우에는 내벽으로부터 30 mm 깊이에 설치

- 배 : 1차계통 배 이 경우 내벽면으로부터 10 mm 깊이, 기타 배 은 배  

심에 설치

○ 벽면 온도 계측용(TF) (1/16“, 0.04”, 0.5 mm 열  사용)

- 설치 목 에 따라 표면 는 용기벽 안에 설치

노심 표면 온도 계측용 열 를 제외한 모든 유량계는 공 자에 의해 교정되어 문서로 

기록 보 되었다.

한편 각 계통에서의 압력  압력강하 분포  수 를 계측하기 해 압력계(PT), 차압계

(DP), 수 계(LT)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계측기기의 오차는 각 계통에 설치되는 압력 홀의 

가공 정도에 따라 크게 향을 받으므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압력 홀 가공 요건을 결정하여 

제작사에 제공했으며, 압력 홀 가공시의 직경은 3 mm 이내가 되게 하여 유동에 의한 압력

의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 다. 공 된 정압  차압계는 SMART 타입으로 사용자가 용 

목 에 맞게 사용 범 를 수정할 수 있다. 교정은 공 자에 의해 계측기기가 용 가능한 

체 범 에서 교정되어 공 되었다.

Power Meter는 타 계측기기와 마찬가지로 공 자에 의해 교정이 이루어진 후 공 되었

으며, 련 문건은 기록 보 되었다.

원자로 용기 내부  증기 발생기에 설치되는 열   압력계 등의 설치는 설치의 어려

움과 한번 설치 후 유지 보수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그림 3.2.6  3.2.7과 같이 계통의 제작 

차에 각각 반 되었다.

ATLAS 1차 계통 배 에는 ATLAS 장치에서의 속의 단상유동   이상유동 유량 계

측을 해 특별히 고안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유량계가 설치되었다.

4.  구축된 실험 장치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종합엔지니어링실험동에 구축된 ATLAS 실험장치는 지하 

10m, 지상 20m, 총 30 m 높이이다. 척도법이 엄격하게 용된 핵심 기기들은 지상에 

치하며, 지하에는 계측계통과 보조설비들이 주로 치하고 있다.

그림 3.2.8 이후는 ATLAS 실험장치의 사진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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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ATLAS 실험장치의 APR1400 비 주요 척도비

Parameters Scaling Law ATLAS Design

Length

Diameter

Area (aoR)

Volume

Temperature distribution

Time scale

Velocity

Power/Volume

Heat flux

Core power

Fuel rod diameter

No. of fuel rods

Flow rate

Pump head

Pressure drop

loR

doR

doR
2

loRdoR
2

1

loR
1/2

loR
1/2

loR
-1/2

loR
-1/2

aoR loR
1/2

1

aoR

aoR loR
1/2

loR

loR

1/2

1/12

1/144

1/288

1

1/1.414

1/1.414

1.414

1.414

1/203.6

1

1/144

1/203.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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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ATLAS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 변수

Design Parameters APR1400 (P) ATLAS (M) M/P

Overall RCS Parameters
   Design pressure [MPa]
   Design temperature [oC]
   Normal operating pressure [MPa]
   Coolant temp., core inlet/outlet [oC]
   Coolant flow rate [kg/s]
   Total pressure drop [kPa]
   Coolant volume [m3]
Core
   # of fuel rods
   Heated length [m]
   Fuel rod OD/Pitch  [mm]
Reactor Vessel
   ID [m]
   Downcomer gap [mm]
   Shell thickness [mm]
   DC bottom to HL centerline [m]
Pressurizer
   Total volume [m3]
   Height [m]
Steam Generators
   # of SGs
   # of U-tubes per SG
   U-tube ID/OD [mm]
   Average tube length [m]
   Total HT area per SG [m2]
   Downcomer type
Reactor Coolant Pumps
   # of RCPs
   Type of RCPs
   Rated head [m]
   Rated flow [m3/hr]
   Speed control
Reactor Vessel
   # of HL/CL/IL
   Hot leg ID/length [m]
   Cold leg ID/length [m]
   Int. leg ID/length [m]
   PZR surge line ID [mm]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 of SITs
   Volume of a SIT [m3]
   # of HPSIPs
   Max. flowrate of a HPSIP [m3/hr]
   # of LPSIPs
   Max. flowrate of a LPSIP [m3/hr]
   # of SDS trains
   Max. flowrate of a SDS train

17.24
343.3
15.13
290.6 / 325.0
20992
399.9
159.1

56,876
3.810
9.5 / 12.85

4.63
254
230
6.27

67.96
6.76

2
12,559
16.9 / 19.1
19.9
9251 
Annular

4
Centrifugal
109.7
27,618
No

2 / 4 / 4
1.07 / 6.27
0.762 / 7.24
0.762 / 8.38
269

4
68.13
4
296.6
-
-
2 
159

18.7
370.0
15.13
290.6 / 325.0
103.1
200.0
0.546

396
1.905
9.5 / 12.85

0.408
26.2
50
3.40

0.236
3.377

2
175
11.8 / 14.2
9.46
44.8
External

4
Canned motor
30
33.9
Yes

2 / 4 / 4
0.128 / 1.75
0.087 / 1.946
0.067 / 3.84
20.7

4
0.4
2
4.3
2
5.58
1
5.03

-
-
1/1
1/1
1/204
1/2
1/291

1/144
1/2
1/1

11.3
1/9.7
1/4.6
1/1.84

1/288
1/2

1/1
1/71.8
~1/1.4
1/2.1
1/206
-

1/1
-
1/3.7
1/814
-

1/1
1/8.3, 1/3.6
1/8.7, 1/3.7
1/11.4, 1/2.2
13.0

1/1
1/170
1/2
1/69
-
-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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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ATLAS 실험장치의 계측기 설치 황

      단, TH,TF,TW,TI,TA: Thermo-couple PT: Pressure Transmitter

          DP: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LT: Level Transmitter by DP

          QV: Volumetric Flow Meter             LC: Load Cell

          EP: Electrical Power Meter              RS: Rotational Speed

         VF: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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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ATLAS 실험장치의 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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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ATLAS 실험장치의 주요 기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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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ATLAS 실험장치의 주요 기기의 평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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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TLAS 제어 및 DAS계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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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주기기 랜지 변형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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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원자로 용기 계측기기 설치/조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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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증기 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조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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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아틀라스 실험장치의 지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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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아틀라스 실험장치 내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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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아틀라스 실험장치 내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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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아틀라스 제어실 (시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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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아틀라스 제어/DAS Displa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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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ATLAS 실험장치 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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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TLAS 장치 시운  

ATLAS의 주요계통 설치가 부분 완료된 시 부터 ATLAS 시운  업무가 시

작되었다. 시운 의 업무 범 를 계통 세척, 설/수압시험, 단 기기 시험  주요 

계통 성능시험, 가열  냉각 운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 등으로 설정하고 업

무가 추진되었다.

이미 수압시험이 수행된 일차계통과 증기발생기와 같은 주요 단 기기에 해서

는 장 입고 단계에서 세척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단되었기 때문에 세척 작업은 

주로 배 계통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세척작업에는 차압계(DP)/수 계(LT)/압력

계(PT)들의 도압 도 포함하 으며 아울러 Line 확인을 겸하여 수행하 다.

수압시험은 일차계통에 한 설시험과 이차계통 등 나머지 계통들에 한 수압

시험을 수행하 다. 단 기기 시험은 펌 , 히터, 밸 들에 하여 장 작동 확인

으로 수행되었으며,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할 계통들에 해서는 냉각상태에서 필

요한 성능 확인 시험이 실시되었다. 

계통에 한 단열재 설치  가열 운 을 실시하여 단열  가열 능력을 확인하

고, 한 주요 기기  배 의 열 변형에 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단열재 설치 후 

정상운  조건을 확인하기 한 가열 운 이 실시되었으며, 최종 으로 5mm 

SBLOCA 실험을 실시하여 ATLAS의 시운 을 마무리하 다.

  시운 과 련된 상세한 사항은 다음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김연식 외(2007.2), ATLAS 시운 보고서, KAERI/TR-3330/2007, 한국원자력

연구소.

1.  세척 작업

ATLAS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통 세척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단 기기나 압

력용기들은 세척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세척은 주로 배 계통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세척을 하여 차서를 작성하여 주요 세척 요건을 포함시키

고 효과 인 세척을 한 순서도 정리하 다. 세척수는 당소에서 공 되는 

Demi-Water를 사용하 고, 세척과정에서 씻겨 나오는 이물질들은 Mesh 150의 거

름망으로 포집하여 그 종류를 악하고, 아울러 세척완료 후의 이물질 상황도 기록

하여 체계 으로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세척 순서는 ATLAS  계통의 충수를 담당하는 Makeup Water System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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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하여 최종 으로는 Containment Simulator에서 마무리되도록 하 다. 다만, 

공기공 계통에 한 세척은 계통 특성상 제외하는 것으로 하 다.

진행된 세척 순서는 다음과 같다.

- Filling Lines; RWT1,2 Recirculation Lines

- CHG Line; Aux Spray Line

- MWS Lines; SSS Lines

- DVI Injection Lines/SIT Lines

- BS(1/2) Lines

- HPSI1 Injection Lines; HPSI1 Return Lines

- MF/AF Lines

- CD Spray Line

- SCS1 Lines; SCS1 Return Lines; MS Lines

- NSS Lines

- VAS Lines; PZR Spray Line

- Letdown Line; BS(2/2) Lines; RCGVS Line; CS Lines

- 일차계통 도압

- 2차계통 도압  등

- Silencer로 배출되는 배  (2층～6층 구간)

한편, 본 과제의 QA 분야에서 제시한 주요 세척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척수는 연구소에서 공 되는 De-mineralized Water를 사용하며, 세척수 

공  line에는 필히 filter 를 설치하여 불순물의 유입을 막는다.

- 배  세척시, 배  내에 있던 용  불순물 등이 배 에 설치된 정 기기 (유

량계, 제어밸 , 배 에 연결된 Transmitter 등)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 책을 수립한 후에 물 세척 작업을 진행토록 한다.  

- Div. 1 품목인 탱크  열교환기 등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내부 세척을 한 

후에 용기 내부의 세척 상태를 확인토록 한다. 

- 용기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깨끗한 특수 작업복을 입어여 하

며, 깨끗한 장갑, 신발 덮게, 모자 등을 착용하여 내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

다.

- 공기를 이용하여 말릴 때에는 Filter를 거친 청정공기를 이용한다.

- 화학 용제를 사용하여 부분 세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세척 작업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사항으로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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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내에 설치된 유량계와 밸 들에 한 세척의 악 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

이었다. 이런 기기들은 이미 세척이 완료된 상태로 배 계통에 설치된 것이어서 원

칙 으로는 배 세척시 분리하여 단 으로 체하는 것으로 하 으나, 장 상황에 

따라 해당 기기의 ․후단에 Mesh 150의 간이 Strainer를 설치하여 세척　작업을 

수행하 다. 세척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작은 이물질들에 의해서도 Mesh 150에 

상당한 압력　손실이 발생되어 세척수 유량에 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최종 세척은 간이 Strainer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직 상방향으로 

유로가 형성되는 배 들　  체크밸 　등 역방향 유로를 방해하는 기기가 없는 배

들에 해서는 역방향 세척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일반 으로 이물질의 경향은 기 ‘비교  입자가 큰 쇳가루’ → ‘입자가 작은 쇳

가루 + 용 칩’ → ‘미세 쇳가루 + 이물질’ 등으로 바 었으며 최종 으로 이물질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척을 완료한 것으로 단하 다.

배   일차계통으로 들어가는 충수 배 에는 용 형태로 설치된 수동밸 들이 

있어서 부득이 배 을 단한 후 세척을 수행하 다. 이미 수압시험까지 완료된 일

차계통은 세척이 완료된 상태 기 때문에 일차계통과 연결된 모든 배 들은 일차측

에 연결된 랜지를 분해하여 세척하 으며 용 형태로 연결된 배  크기가 작은 

충수배 들은 격리밸  단을 단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용 하여 일차계통과 

다시 연결하 다.

2.  수압 시험

세척작업이 완료된 각 계통들에 하여 수압시험이 진행되었다. 장에 설치되기 

에 단 기기들에 한 수압시험은 제작 장에서 이루어졌으나 연결 배  등 계통

으로서 구성되면서 수압시험은 단 기기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일차계통에 한 수압시험은 2005.12.에 일차계통의 주요기기와 주배  장용  

작업등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난후 일차계통 체의 건 성을 확인하는 수압시험

이 이루어졌으므로 일차계통에 해서는 설시험을 수행하 다. ATLAS 체 세

척작업이 완료된 후 기실시된 일차계통 수압시험에 이어서 후속 시험을 실시하

다. 특히, 일차계통에 하여는 설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연이어 2차계통, SIS 배 , 

SCS/Letdown 배 , 격납용기모의계통 순으로 수압시험이 실시되었다. 

- 일차계통 설시험/2차계통 수압시험

- SIS, SCS/Letdown

- 증기공 계통

- 격납용기모의계통 ← 밸 (PSGV)의 평행 Hole 막음후 재실시(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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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통별 설 는 수압시험에 한 수행 방법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차계통 설시험

- 진공계통을 통한 압 20mmHg에서 완  충수 단행

- 계통 가압은 PP-CHG-01 사용 ( 재까지 동펌  작동은 PP-SCS2-01로만 

가능함)

- 설시험 결과: 설율(1.37cc/min); 감압율(0.0917MPa/hr) ← 체 : 

1.627m3 가정

○ 2차계통 수압시험

- PP-MWP-01을 사용하여 충수하고 최고  배기 실시

- 2단계에 걸쳐서 수행됨

․ 1단계: 재순환살수/주 수 배  (PP-AFP-01,02로 가압)

․ 2단계: 보조 수/주증기배  (PP-CHG-01로 가압)

․ 수압시험 결과: 설율(30cc/min);감압율(0.327MPa/hr) ← 체 : 

9.7775m3 가정

○ SIS계통 수압시험

- PP-MWP-01을 사용하여 충수하고 최고  배기 실시

- 2단계에 걸쳐서 수행됨

․ 1단계: SIT/N2배  (PP-AFP-01로 가압)

․ 2단계: Charging  안 주입배  (PP-CHG-01로 가압)

- SIS수압시험후 일차계통 압력경계를 이루는 설치 방향 수정

․ OV-SIS4-1: 양방향 기능을 갖도록 수정(Key밸 )후 설치됨

․ OV-SIS1-01,OV-SIS2-01,OV-SIS3-01: 일차계통 설 항 방향으로 

변경설치 (SIT→RCS 유동방향임)

○ SSS계통 수압시험

- Demiwater로 충수 후 최고  배기 실시

- PP-CHG-01로 가압 (연결배 의 편의성)

○ Containment Simulator 배

- PP-MWP-01을 사용하여 충수하고 최고  배기실시

- 일차계통 연결 BS배 (SBLOCA)을 통해서 가압함

- CS 공통 배 에 연결된 모든 수동 격리밸 들(7개)의 압력평형 구멍을 막

음 조치후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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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에는 노설  수압시험 조건을 요약하 고, 그림 3.3.1과 3.3.2에 1차계통 

설시험과 2차계통 수압시험 성 서를 시하 다.  측정된 주요 계통의 감압률과 

설률은 표 3.3.2에 요약하 다.

3.  단 기기 작동시험

단 기기 작동시험은 HMI 화면에서 제어 넬을 통하여 작동 신호를 주고 이를 

장 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수행되었다. 단 기기 시험을 해서

는 HMI 화면과 장기기 사이의 신호 달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계통 기기  계

측기들의 Cabling에 한 Loop Test가 완료된 후에 실시되었다.

단 기기 작동시험의 상은 제어 밸 , 유량계, 펌 , 히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장 상황에 따라서 종류별 / 는 계통별로 실시되었다. 제어 밸 와 펌

에 해서는 장 확인을 통하여 작동  회  방향을 확인하 으며, 유량계  히

터에 해서는 기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측정 변수를 HMI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

요한 경우 MCC Panel에서 류치 등을 확인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하 다. 계통별 

주요 단 기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차계통

- 제어밸 : FCV-SDS-01 등

- 펌 : PP-RCP1A～2B-01, PP-SPY-01

- 히터: HR-RV-01, HR-PZR-01,02, 기기  배 용 트 이스 히터

(HT-LP-01 등)

- 유량계: QV-RCP-01, RCP CW용 Flow Switch, BDFT 등

○ 2차계통

- 제어밸 : FCV-MSCV-01 등

- 펌 : PP-MFP-01, PP-CDSP-01, PP-CDHIP-02, PP-AFP1,2-01

- 히터: 기기용 트 이스 히터(HT-SGSD1-01 등)

- 유량계: QV-MF1,2-01,02, QV-AF1,2-01, QV-MS1,2-01,02, QV-CD-01

○ 안 주입  정지냉각계통 (SIS/SCS)

- 제어밸 : FCV-HPSI1-01 등

- 펌 : PP-HPSI1-01, PP-CHG-01, PP-SCS1-01

- 히터: HR-SIT1～4-01, HR-RWT1,2-01, 배 용 트 이스 히터(HT-SIS

1～4-01)

- 유량계: QV-HPSI1-01～04, QV-SCS1-01,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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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용기 계통(CS)

- 제어밸 : PCV-CS-01 등

- 유량계: QV-CS-01～03, QM-CS-01 등

○ 보충수 계통(MWS)

- 펌 : PP-MWS-01

- 유량계: Local Rotor Meter(IE 운  확인용) 등

○ 냉각수계통(CWS)

- 제어밸 : FCV-CWS-01 등

- 펌 : PP-CWS-01,02, CT-CWS-01(CT Fan)

- 유량계: QV-DPI-01, QV-RCP-01, QV-CDHX-01 등

○ SSS

- 제어밸 : OV-SSS-01,02

- 히터: HR-SSS-01

○ 진공시스템(VAS)

- 펌 : PP-VAS-01

○ 질소공 계통(NSS)

- 제어밸 : FCV-NSS-01,02 등

- 유량계: QV-NSS-01

단 기기 작동시험을 통하여 펌  회  방향이나 히터 작동, 밸  작동, 그리고 

유량계 작동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특히, 가압기  SIT에 설치된 히터들에 해서는 Mega-Ω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제작 설치된 랜지형 히터들의 성능 확인을 해서 다. 이와 련한 확인사

항  조치는 QA 분야에서 발행된 NCR No. 06-15-004과 NCR No. 06-15-006에 

각각 정리되어있다.

계통 설치상의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곳이 확인되었는데 CWP에서의 

Cavitation 발생이 그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한 장기 인 해결책으로서는 CT의 

치를 높여서 CWP의 NPSH-Available을 더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련한 CWS 설계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CWP의 유량에 과도한 여

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Cavitation의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운

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 제시된 한 방안은 CWP 출구에 한 항체

(Orifice 등)를 설치하여 계통에서 필요한 유량 범 로 토출량을 이는 것이라는 

단 아래 한시 으로 수동 밸 를 설치하여 운 하 다. 한 수동 밸 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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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성능을 확인한 후 좀 더 안정 인 항체인 Orifice를 설치하여 당분간 운 하

는 것으로 결정하 다. 본 항목과 련하여 QA 분야에서 발행한 NCR No. 

06-15-016에는 주요 확인 사항  조치가 정리되어 있다.

4.  단 계통 성능시험

  가.  단열  가압기 성능시험

ATLAS 가압기는 일차 계통 가열운 에 있어서 가열 속도를 주도하는 핵심 기기

이다. 단열  가압기에 의한 단독 운 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단열  가압기 열

손실 특성을 악하고, 한 운  특성에 의한 가열운  략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노심히터 작동시험

단 계통 작동 시험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노심히터 다. 노심히터 실험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험 조건

- RCS 상태: 기압 만수  상태 

- 각 RCP 유량: 900rpm 운  (토출 유량  헤드: ～4kg/sec, 1.8m)

- 보호기 : 130℃ (노심히터 표면온도): 냉각재 온도 100
o
C 이내에서 시험

- 히터 그룹별 단동시험: 각 그룹별 10% 출력 (～70kW)

- 히터 통합 단동시험: 총 10% 출력(～200kW)하 15분간 운  실시

○ 확인 사항

- 노심히터 원의 원활한 투입  정상 작동 확인 (수동운 )

- 총 10% 출력운 시 노심 입출구에서 1～2
o
C의 온도 증가 확인으로 히터작

동 확인

노심히터 작동시험을 통해 ATLAS의 노심히터는 비교  타당하게 작동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다만, 히터 워를 제어하는 SCR의 출력 선형성 시험과 노이즈 제

거기능을 담당하는 Harmonic Filter 성능은 추후 단독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으로 하 다. 

  다.  단열  1차/2차계통 가열운

ATLAS 1차계통과 2차계통의 단열재 설치 에 가열 운 을 수행함으로써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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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운  특성과 기기  배  계통의 열변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에서 설

명했듯이 가압기 히터 용량이 비교  타당하게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가압기에 해

서는 단열재를 설치한 상태에서 운 을 하는 것이 일차계통의 가열운 에 용이하다

는 단 하에 가압기의 랜지 부분을 제외한 그 외 표면은 단열재(Pearlite)를 설

치한 상태에서 가열 운 을 시도하 다.

가열 운  시에는 장치의 상태가 어떤 경우에도 운  제한 조건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운  단계에서는 장치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욱 면 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표 3.3.3에 ATLAS 정상운   실험

을 한 주요 조건  제한치를 정리하 다. 

ATLAS의 가열은 가압기에 의한 압력 조 을 통하여 1차계통은 과냉 상태를 유

지하면서 일정한 RCP 운 조건 하에 노심 히터에 의한 가열을 통하여 온도가 올라

간다. 이와 동시에 2차 계통은 SG Tube를 통하여 달받은 열에 의하여 가열되는

데, 이때 2차 계통은 (외부와는 열교환이 없는) 폐회로를 형성한 단순 경계조건으로

서 유지되고 있게 된다. 2차 계통의 온도가 정격 조건의 수 온도인 230℃부근에 

도달하면 CD 출구의 열교환기를 통하여 기기냉각수에 의한 냉각이 시작된다. 

단열  1차/2차계통 가열/냉각 운 에 한 개념 인 차서는 표 3.3.4에 제시

하 으나, 실질 인 ATLAS 주요 계통에 한 가열/냉각 운 이라는 에서 더 

상세한 차가 마련되었다. 즉, 계통 비운 을 통하여 계측기 도압 들에 한 충

수/배기 작업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운 련 단 계통들에 한 충수/배

기 작업을 실시하 으며, 1차/2차계통에 한 설시험을 실시하 다. 계통 비 운

이 마무리되면 본격 인 승온/승압 운 차에 따라 1차계통, 2차계통, 그리고 기

타 계통들에 한 운 이 시작된다.

단열  1차/2차계통 가열/냉각 운 의 주요 시험조건과 운 에서 도달한 최종 

조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험 조건

- 단열재를 설치한 가압기에 의한 1차/2차계통 가열 운

- 냉각재펌 : 각각 15Hz (900rpm) 운  

- 노심 보호 기 : 노심 히터 표면온도(H:400℃;HH500℃)

- 노심 출력: 단열  1차/2차계통의 열손실을 포함한 가열 능력

○ 확인 사항

- 가압기 도달 조건: 268℃(5.4MPa) ← 가압기 히터 (17.5kW 사용)

- 일차계통 도달 조건: Tcold=222℃ ← 노심히터 (약 600kW 투입)

- (2차계통 도달 조건: Tsteam=222℃ (2.3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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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 운 에 따른 주요 기기  배 의 열변  측정

- 가열 운 에 따른 RCP 작동 특성 확인

- 가열 운 에 따른 PZR 작동 특성 확인 등

단열  1차/2차계통 가열 운  과정에서 처음 부딛힌 문제는 가압기 히터(비례 

 백업)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는 것과 상.하부의 지 부분에 한 단열재 미설

치시 무시할 수 없는 열손실이 발생하여 가압기의 온도(압력) 상승에 한계가 있다

는 이었다. 최종 으로 도달한 가압기의 조건은 온도  압력이 각각 268℃와 

5.4MPa 으며 가압기와 일차계통 사이의 Subcooling 여유인 50℃ 정도까지 일차

계통을 가열하 다. 일차계통의 최종 온  온도는 222℃로서 약 600 kW의 노심 

출력 상태 다. 한 2차계통은 온 과 비슷한 온도의 포화온도 상태를 유지하

다. 그림 3.3.3은 가열 운 이 수행되는 동안의 주요 인자들에 한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본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들의 열변 를 측정하 다. 표 

3.3.5와 3.3.6는 가열 과정에서 장 측정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기기들의 

열변 를 확인한 결과 열 변 가 비교  작고, 각 기기들이 가진 자유도 범  내에

서 히 거동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시험을 마친 후 단열재를 완 히 설치한 상태에서 가압기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압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장에서는 가압기

에 한 남은 부분에의 단열재 설치와 일차/2차계통에 한 단열재 설치가 시작되

었다.

  라.  가압기 단독 운

단열  일차/2차계통 가열 운 에서 확인된 가압기의 실제 한계를 확인하기 하

여 가압기에 단열재가 완 히 설치된 후 가압기 단독 운 을 수행하 다. 가압기 

단독 가열운 의 시험 차서는 표 3.3.7에 제시되어있으며 이를 기 로 시험을 진

행하 다.

가압기 단독운 의 목 은 가압기에 단열재를 완 히 설치한 후 자체 히터를 사

용하여 가열할 때 가열 특성  도달하는 최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압기 자

체의 가열 운 이지만 일차계통을 정상 으로 충수/배기하여 실시하 다. 이는 가압

기를 일차계통과 격리시켜 가압기만 별도로 가압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해서는 

FCV-SUR-01에 의한 격리가 필수 이고 한 가압기 수  변화에 한 처 방안

이 제한 이라는 단에 따라 10 MPa까지는 일차계통과 가압기가 하나의 압력을 

유지하게 운 되다가 일차계통의 압력이 10 MPa 이상이 되면 FCV-SUR-0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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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차계통과 가압기를 격리하여 가압기만 단독 가열을 계속하 다. 10 MPa 이

상에서 가압기와 일차계통을 격리한 이유는 운  조건  제한치에 의하면 증기발

생기 튜 의 일차측과 이차측의 최  허용 압력 차이를 10 MPa로 규정하 기 때문

이다.

아래는 가압기 단독운 을 수행하면서 확인된 일차계통의 잔존 공기 평가  가

열운  결과를 정리하 다. 

○ 일차계통 잔존 공기량 평가

- 잔존공기량 최소화 작업: Vacuum 펌   SSS Tank에 의한 Steam 

Purge(10분)

- 가압기 수 변화: 0.1 MPa 하 6.50 m 수  → 10.0 MPa 하 6.41 m 수  (수

변화: 9cm)

○ 가열 운  확인 사항

- 가압기 단열조건: 단열재 완  장착 (일부분 알미늄 커버 미설치) 

- 가열기 사용 조건

․ Proportional Heater: 100%(2.5 kW) 

․ Backup Heater: 100%(15.0 kW)

․ HT-PZR-01(PZR하부): 100%(1.3 kW ← 측정치)

․ HT-PZR-02(PZR 간): 100%(2.6 kW ← 측정치)

․ HT-PZR-03(PZR상부): 100%(2.1 kW ← 측정치)

․ 히터 보호 온도 설정치: 600℃ (Trace Heater의 Spec.상 최  허용 온도

는 800℃)

- 가열율 측정(변화지  추정)

․ 기 가열율: 78℃/hr (압력:0.14MPa;수온:28℃;수 :4.04m)
*
 

․ 가열률 @ 0.20MPa: 42℃/hr (압력:0.20MPa;수온:118℃;수 :4.15m)

․ 가열률 @ 0.48MPa: 30℃/hr (압력:0.48MPa;수온:152℃;수 :3.99m)

․ 가열률 @ 0.77MPa: 27℃/hr (압력:0.77MPa;수온:170℃;수 :3.95m)

․ 가열률 @ 10.35MPa: 23℃/hr(압력:10.35MPa;수온:313℃;수 :4.62m)

․ 가열률 @ 15.52MPa: 20℃/hr(압력:15.52MPa;수온:344℃;수 :5.04m)

- 최종 조건  가열률

․ 최종 도달조건: 압력: 16.22MPa;수온:350℃;수 :5.06m

․ 가열율 @ 최종조건 : 20℃/hr 

가압기 단독 운 을 통하여 가압기 자체 설비로 정상운  온도/압력에는 도달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10여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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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 주입계통 주요기기 특성 시험

가압기에 의한 정상운 이 확인됨에 따라 단독운   설 확인된 밸 들에 한 

수리와 일차/2차계통에 한 가열/냉각 운  비  정상조건에서 실시할 모의실험 

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설 확인된 밸 들을 수리하고  유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계통 설 최소화 작업을 수행하 다. 한 SBLOCA 수행과 련하여 SIS 련 주요 

기기들에 한 특성 실험을 실시하 다. 주요 기기는 TK-SIT1～4-01에 의한 각각의 

유량과 PP-HPSI1-01 작동에 의한 DVI 1,3에서의 유량 시험이었다.

SIT에 의한 유량특성을 확인하기 에 기 발 소인 APR1400에 의한 유량 조건

을 악하 다. APR1400의 SIT 설계 내용, 배  설계  설치 자료를 바탕으로 기

발 소에 한 최   최소, 그리고 정상(Nominal) SIT 유량을 계산하고, 이들 

각각에 하여 Scaling Law에 의한 이상 인 ATLAS 유량(1/203.6)을 계산하 다. 

표 3.3.8은 각 SIT에 한 요구 유량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APR1400의 SIT에서 

DVI 노즐까지의 압력손실 계수 k값은 7～12 (0.05195m
2 
기 )이며 이를 ATLAS에

서 히 모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 다. 그런데, 각 SIT 배

에서의 이상 인 면  기 으로 측정된 k값의 범 는 11～79정도로서 이상 인 k값 

범 인 14～24를 부분 벗어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배  내 최소 압력 강하가 

발생하도록 시험을 실시한 조건(FCV 100% 개도)에서도 기  발 소의 압력강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수행된 시험 결과를 배  내 각각의 기기들에 

하여 압력강하 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체크밸 에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각 배 에 있는 CV-DVI1～4-01의 Disk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한결과 각 배 의 k값이 14～21(SIT1: 19.6; SIT2: 14.7; SIT3: 21.1; 

SIT4: 16.8) 범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완 하지는 않지만 ATLAS

가 상당한 범  내에서 기  발 소의 SIT～DVI노즐 배 을 모의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ATLAS에는 PP-HPSI1-01로 명명 고압주입펌 가 1  있다. PP-HPSI1-01은 정

상(Nominal) 유량 기 으로 APR1400의 고압주입펌 인 HPSIP 4 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험 결과 당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5.  가열 운 , SBLOCA 비 실험, 냉각 운

이와 같은 주요 기기들에 한 성능시험과 더불어 SBLOCA 실험 상을 검토하

고 련 SOE(Sequence Of Event)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SBLOCA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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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 검토한 결과 기 발 소 기  3" Small Break를 모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단 아래 이에 해당하는 Break Nozzle을 설계․제작하 다. 제작된 Break 

Nozzle은 내경 5　mm, 길이 69　mm로서 입구는 곡률반경　10　mm로 가공되었고, 

QA 차에 따라 검사를 통과하여 실험장치에 설치되었다. Break Nozzle 설치와 

련하여 본 실험에 들어가기 에  SBLOCA Break Nozzle에 의한 배  동하 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가열운   가압기 수  조 을 

한 Letdown 운 시 SBLOCA 노즐을 통한 Letdown 운 을 실시하여 동하 에 의

한 배  건 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련 배 들에 한 열 효과를 갖도록 계획하

다.

수행할 비실험을 하여 MARS 코드에 의한 사  분석 작업도 수행되었다. 사

 분석을 한 주요 기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을 한 기 조건으로 상정

하여 계산을 수행한 후 주요 사고 진행 시나리오를 정하 다. 표 3.3.9에는 5 mm 

CL1A SBLOCA 실험의 주요 조건  차를 정리하 으며, 표 3.3.10에는 본 실험

에서 사용할 SBLOCA의 SOE이다.

SBLOCA 실험을 해서는 먼  실험의 기조건인 정상상태를 만들기 하여 정

상 인 가열 운 을 해야 한다. ‘아틀라스 기동/냉각 운  차서’[김연식(2007.2) 참

조]에 따라 계측기 도압 들에 한 충수․배기를 실시한 후, 일차계통에 한 진공 

운   증기 Purge 운 을 수행하고 MWP에 의한 일차계통 충수  배기 운 을 

실시한다. 일차계통에 한 충수․배기 운 이 완료되면 2차계통에 한 충수  

배기 운 을 실시한다. 

그림 3.3.4는 충수.배기가 끝난 일차  2차계통에 한 설시험을 과정에서의 압

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차계통에 한 가압에는 PP-CHG-01을 사용하고, 2차

계통은 압에서는 PP-CDHP-01 그리고 고압에서는 PP-AFP1,2-01을 사용하여 가

압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계통은 5 MPa와 10 MPa에서 압력을 유지하

면서 설 지 을 확인․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차계통이 10 MPa로 유지될 

때는 2차계통은 5MPa정도로 유지되면서 2차계통에 한 설시험도 동시에 실시한

다. 이는 일차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차를 되도록 작게 하면서 각 계통에 한 설

을 확인하기 해서이다. 증기발생기 튜 에 가해지는 반복 인 스트 스를 최소화

하고 증기발생기 튜 의 양측 압력 차이를 정치 이내로 유지하기 해서이기도 

하다. 

일차계통과 2차계통의 최종 설시험 압력은 각각 15.7 MPa, 7.97 MPa이었으며 

1시간 동안의 감압률은 각각 1.36MPa/hr, 0.34MPa/hr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교  

양호한 설인 것으로 단되는 값이며 한, 부근에서의 감압 기울기도 양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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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차/2차계통의 압력 경계는 비교  양호하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을 결론 내렸다.

설 시험이 끝난 후 일차계통의 잔존 산소량을 확인하기 하여 가압기에 질소

를 주입하여 가압기 수  변화를 확인하 다. PT-PZR-01의 값이 0.13 MPa → 

0.97 MPa로 증가하면서 LT-PZR-01의 값 변화는 6.51 m → 6.08 m로 약 0.43 m의 

수  변화를 보 다. 이는 일차계통의 탈기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계통이 15.5MPa로 가압되어 상당한 높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SBLOCA인 을 감안할 때 평가된 잔존 공기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일차계통에 한 비 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가압기의 질소 가스를 배출하고 약 

50%의 가압기 수 를 유지하고 배기밸 (FCV-SDS-01)를 잠근 상태에서 가압기의 

비례  Backup 히터로 가열을 시작하 다. 가압기 압력이 0.4 MPa에 도달하면 

FCV-SDS-01을 15% 개방하여 3분간 가압기 탈기를 실시하고 압력이 0.8 MPa에 

도달하면 동일한 탈기 작업을 2차에 걸쳐서 수행하 다. 탈기작업을 완료하면 0.1∼

0.25 MPa의 압력강하와 0.1∼0.25 m의 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압기가 상당한 온도(압력)인 207℃(1.73MPa)에 도달하자 노심 히터 작동을 하여 

RCP 기동에 들어갔다. RCP 기동을 해서는 RCP 냉각수가 운 되어야 하므로 

한 밸  조작에 의하여 CWS가 기동되었다. CWS의 주요 밸 들의 개도는 다음

과 같다.

CWS가 정상 으로 작동되어 RCP가 기동되고, 이에 따라 노심 히터에 열을 가하

기 시작하면 일차계통이 가열되기 시작된다. 일차계통의 가열에 의하여 폐회로를 

유지하고 있는 2차계통도 가열되기 시작하고 이차계통이 0.67 MPa에 도달하면 

OV-CDVT-01을 개방하여 10분간 2차계통을 탈기한다. 일차계통이 계속 가열되어 

가압기의 수 가 계속 증가하면 한 시 에 Letdown(FCV-SIS5-01)을 실시하여 

가압기 수 를 낮춘다. 한 가지 특이한 경향은 Letdown을 실시하면 가압기 수 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물리 인 경향과는 반 의 상을 보이는 것으

로서 가압기 수  계측의 논리(기  온도에 한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 다. 

SBLOCA Break Nozzle에 의한 배 계통에의 동하  확인을 하여 OV-BS-06 

개방에 의한 격한 Letdown을 실시하 다. 상당한 시간의 방출을 통하여 련 배

계통의 동하   열변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밸 를 닫았다. 이

로써 설계된 SBLOCA Break Nozzle에 의한 실험은 하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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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가압기 수  계산 논리로 인한 문제가 운  에 일어났다. 가압기의 압

력인 9 MPa 부근에 갑자기 10 MPa이상으로 격히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하 는

데, 당시 85% 수 (LT-PZR-01)에 가압기의 증기 공간이 작은 탓도 있었겠으나, 가

압기에 실제로 존재한 증기 공간이 DAS에 의해 나타난 값보다 훨씬 작았을 가능

성이 크다.  수  계측 논리의 오류에서 오는 실제 수 와의 차이는 훨씬 더 작은 

증기공간이 가압기내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 으로 작은 증기공간에서는 

계속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일차계통의 부피 팽창을 완만하게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이 가압기에서 발생하 던 것이다. 가압기 운 을 담당하고 있는 운

원에 의하여 OV-BS-06이 개방되고 신속하게 감압  Letdown를 실시함으로써 

수  오류에 의한 이상 조건을 벗어 날 수 있었으며 이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가

압기 수 를 조 하여 일차계통 가열운 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정상조건에 도달했다고 단된 시 에 SBLOCA 실험을 시도하 다. SBLOCA 실

험을 해서는 원자로 정지와 노심 붕괴열 모의, RCP 모의, 고압 안 주입 모의 등

이 계통 인자 변화에 따라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여 

SBLOCA 진행을 상하고 오작동 발생시 운 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주요 차서 

 운 원 조치사항을 정리한 것이 SOE이다. 비된 SOE와 필요한 제어논리를 반

하는 등의 확인 사항이 완료된 OV-BS-06을 개방함으로써 SBLOCA 실험이 실

시되었다. 반기 원자로 정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붕괴열 모의 논리가 진행

되는 동안에 제 로 모의가 되지 않은 상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안 주입 신호에 

의한 안 주입배  밸  자동 정렬이 되지 않아 수동 정렬을 시도하는 등 최 로 

시도된 SBLOCA 실험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 다. 고압 안  주입은 계속되

고 SIT 주입도 일차계통의 상황에 따라 하게 주입되었지만 SBLOCA 발생 후 

상당시간 동안 의도한 SOE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을 단하고 계통을 냉

각하 다. 

특기사항으로서 실험 기 조건을 설정하기 하여 가열운  에 RWT와 SIT 

가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RWT 2.2m(50%) 수 에서 100% 히터출력(30kW)에서 

가열율 3.8℃/hr를 보 으며, 각 SIT 4.8m(84%) 수 에서 100% 히터출력(2.5kW)에

서 가열율 5.0℃/hr를 나타냈다. 

한 시험 간에 Loop 특성을 악하기 한 Data 취득이 있었다. 일차계통의 

온도가 각각 150℃, 200℃, 250℃에 도달한 상태에서 계측 인자들에 한 자료 취득

을 실시하 다. 

  그림 3.3.5와 3.3.6에 가열운   SBLOCA 비 실험시 1차계통과 2차계통 거동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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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ATLAS 실험장치가 제작/설치 완료되어 각종 확인  시

험을 한 시운  운 이 수행되었다. 세척작업, 수압시험, 그리고 단 기기 작동시

험을 통하여 일부 오작동 등에 한 수정을 반 하여 실험장치가 단 기기 차원에

서 원활히 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단열  가압기 성능시험, 노심

히터 작동시험, 단열  1차/2차계통 가열운 , 가압기 단독 운 , 그리고 가열운 , 

SBLOCA 비 실험, 냉각 운 을 통하여 ATLAS 장치의 단  계통  체 계통

차원에서 원활한 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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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누설 및 수압시험 수행 현황

계 통 시험종류 설계압력(MPa)

시험조건

압력(MPa) 유지시간(Hr)

일차계통 설 20.0 17.56 24

2차계통 수압 9.0 14.71 1

SIS 수압 20.0 20.60 1

SCS 수압 4.73 7.06 1

SSS 수압 1.0 1.64 1

CS 수압 1.0 1.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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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주요 계통 감압률 및 누설률

계 통 감압율(MPa/hr) 설율(cc/min) 비 고

일차계통 0.0917 1.37 부록 B-1 참조

2차계통 0.327 30 부록 B-2 참조

SIS 1.0 0.42 부록 B-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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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ATLAS의 주요 운전 조건 및 제한치(1/2)

  1. 가열율(냉각율) 

    o 가압기:   ≤55℃/hr (100oF/hr)  

    o 일차계통: ≤55℃/hr (100oF/hr)

    o 기타계통: ≤28℃/hr (50oF/hr)

  2. 누설시험 가압율(냉각상태)

    o 일차/2차계통: ≤120%/hr (1차계통: 0.3MPa/min; 2차계통:0.16MPa/min)

     Note: 일차계통 승압률: PP-CHG-01 10% 운전인 경우 ～0.5MPa/min

           2차계통 승압률: PP-AFP-01(02) 25% 운전인 경우 ～1.0MPa/min

  3. 냉각재 온도

    o 고온관 과냉: ≥50℃

    o PZR 살수 온도차: ≤100℃ 

     Note: PZR 보조살수에 대한 요건검토 요망: 현재는 RWT물이 직접 살수됨. 

 

  4. 압력차

    o 일차～2차계통 최대 허용차압: 10.0MPa

    o FCV-MSCV-01 최대 허용차압: 5.0MPa 

  5. 고온 탈기 싯점

    o 일차계통 

      - 1차탈기: 0.4MPa/144℃ (3분간)

      - 2차탈기: 0.8MPa/170℃ (3분간)

      단, 탈기전 RCP를 750rpm에서 1500rpm로 10분간 운전후 750rpm로 원

위치하며 이 경우 노심 Heater SCR을 0(Zero)kW로 유지함

    o 2차계통 

      - 1차탈기: 0.8MPa/170℃ (20분간)

  6. 누설율(감압율)

    o 일차계통: 1.37cc/min; 0.0917MPa/hr  ← 체적: 1.627m3 가정

    o 2차계통:  30cc/min;   0.327MPa/hr  ← 체적: 9.7775m3 가정

    Note: LSTF인 경우 일차 및 2차계통 각각 0.6 및 0.095MPa/hr (6/6/05)

  7. 일차계통 잔존공기량 확인

    o 가압기 50%에서 1.0MPa 가압시 수위변화 확인

    Note: 일차계통 누설시험시 0.72m(→0.09m) 수위변동 확인

  8. Trace Heater 작동싯점

    o 일차계통 온도가 100℃에 도달하면 PZR,SL,RV,Main Piping,SG 부분 작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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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ATLAS의 주요 운전 조건 및 제한치(2/2)

 9. SCS 투입조건

    o 일차계통 온도 및 압력: ≤177℃ and ≤3.0MPa

10. 대전력반 

    o VCB, ACB, SCR ‘OFF’후 재투입시 최소한 3분 대기

    o SCR  ‘ON’시 Warming UP 시간: 3분

    o 출력 제거시 ‘Power Off’(0kW)후 3분후 SCR ‘OFF’ 

11. 최소 살수유량

    o 가압기 살수: ~ 10%

    o CD 살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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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단열전 1차/2차계통 가열운전 시험절차서

                        Sheet No.  1 of 1

단열전1차/2차계통 가열운전 시험

번호/제목 P-6 Pre-Insulation Heatup Test for Primary&Secondary Systems 
단열전 1차/2차계통 가열운전 시험

1) 시험목적 단열전 1차/2차계통 가열운전을 통한 열변형관련 주요 성능확인

2) 시험조건

(1) 초기조건:
- 1차/2차계통 누설시험 종료후 대기압 상태
- 1차계통 충수 및 PZR 50% 수위유지(배기밸브 개방상태)
- 2차계통 SG 및 CD 50% 수위유지 

(2) 시행방법
- 가압기 히터를 사용하여 1차계통을 가압
- 노심히터를 사용하여 1차 및 2차계통을 가열

(3) 검사항목
- 가압기 히터에 의한 1차계통 가열/가압 특성 확인
- 노심히터 작동성능 확인
- 저온 및 고온/고압 상태에서 RCP 작동성능 확인

3) 시험절차

시험전 주요기기 작동 확인
 (0) SPYP,CHGP,MFP,CDSP,CDHIP,AFPs,HPSI 작동 및 유량확인
가열운전:
 (1) PZR 가열 및 압력상승
 (2) CWS 운전확인
 (3) RCP 운전 및 작동점검 (저온상태)
 (4) 1차/2차계통 가열 및 탈기 (1차계통: 0.4,0.8MPa; 2차계통:NA)
 (5) PZR 살수계통 작동 확인
 (6) 주요기기 변위측정
 (7) 단열전 최대온도 정상상태 확인
 (8) 열손실 평가 (저유량 및1차/2차측 경계 단열 조건상태)
냉각운전:
 (9) 1단계 냉각운전 실시 (SG ADV 사용)
 (10) 2단계 냉각운전 실시 (SCS 사용)

4) 시험결과
합    격 :  단열전 가열운전 정상작동 확인(운전 성적서 첨부)
불 합 격 :  사 유  

5) 보완조치
(불합격시 차기 시험을 위한 요구 조치 사항 기술함)

6) 확인 일진정공:   김재현  (인) 한원연:    김연식  (인) 소속 :     XX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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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가열운전에 따른 주요 기기 열변위 결과 (변위값)

측정기기
&측정
치

온도
(°C)

RV PZR SG#1 SG#2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0° 90° 90° 180° 0° 270° 90° 180° 90° 270° 0° 90° 90° 270°

1회
기

4.5 4.3 22.9 20.0 64.3 23.7 9.6 25 58.4 19.7

2회
110°C 110°C 100°C 100°C 100°C 104°C 104°C 104°C 104°C

4.1 5.3 22.1 62.2 22.1 10.5 18.4 48 20

3회
155°C 155°C 200°C 200°C 200°C 200°C 151°C 151°C 151°C 151°C

3.7 4.5 24 18.5 62.2 22.1 11.3 16.4 44 20.6

4회
201°C 201°C 219°C 219°C 219°C 219°C 196°C 196°C 199°C 199°C

3.0 4.7 24.4 18.5 63.3 20 12 15.7 40 17.3

5회
246°C 246°C 246°C 246°C

24.1 18.3 61.8 16.4

6회
267°C 267°C 267°C 267°C

24.5 18.1 62.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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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가열운전에 따른 주요 기기 열변위 결과 (변위방향)

측정기기
&측정
치

온도

(°C)

RV PZR SG#1 SG#2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0° 90° 90° 180° 0° 270° 90° 180° 90° 270° 0° 90° 90° 270°

1회
기

↓ ↓ ↑ ↓ ↓ ↑ ↑ ↑ ↑

2회
110°C 110°C 100°C 100°C 100°C 104°C 104°C 104°C 104°C

↓8 ↓ ↑ ↑ ↓ ↓ ↑9 ↑ ↑ ↑6

3회
155°C 155°C 200°C 200°C 200°C 200°C 151°C 151°C 151°C 151°C

↓ ↓ ↑ ↑4 ↓ ↓5.4 ↑16 ↑ ↑10

4회
201°C 201°C 219°C 219°C 219°C 219°C 196°C 196°C 199°C 199°C

↓17.6 ↓18.8 ↑ ↑ ↓ ↓ ↑21.5 ↑23 ↑25 ↑21

5회
246°C 246°C 246°C 246°C

↑ ↑ ↓8 ↓10.5

6회
267°C 267°C 267°C 2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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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단독 가열운전

번호/제목 P-1 PZR Test for Heatup Rate
가압기 가열성능 시험

1) 시험목적 단열재 설치된 가압기 단독가열운전을 통한 가열율 및 정상조건확인

2) 시험조건

(1) 초기조건:
- 1차계통 누설시험 종료후 PZR 50% 수위유지(계통 폐쇄상태)
- 2차계통 SG및CD:  배수 상태 (수위 0%)

(2) 시행방법
- 가압기 히터를 사용하여 10MPa까지 1차계통을 가압운전
- 10MPa에서 가압기와 일차계통을 격리하여 단독가압 운전

(3) 검사항목
- 가압기 히터에 의한 가압기 가열율 및 정상조건 확인

(4) 안전조치
        - 감압수단: SDS배관 및 CS배관에 의한 Steam Dump 

3) 시험절차

시험전 확인 및 조치사항
 (1) HT-PZR-01~03, MWP, CHGP, VASP, SSS 작동 확인 
 (2) SDS 배관 및 CS 배관~Silencer 증기 유로 확인
가압기 단독가열운전:
 (1) 1차계통 배수상태(수위0%)에서 VASP로 진공실시 (20mmHga 목표)
    폐쇄위치: Vent, RCGVS, SDS, CHG, Aux. Spray, Makeup, Steam Supply, 

SIS/SCS/Letdown, LBLOCA SC, Nitrogen
    개방위치: Vacuum
 (2) 목표 압력도달시 SSS에 의한 Steam Purge 병행 실시
 (3) 1차계통의 탈기가 완료된 후 탈기계통이 작동하는 가운데 MWP에 의한 

계통 충수를 실시함
 (4) 1차계통 수위가 주배관에 도달하면 SSS  및 SG연결 VAS  폐쇄
 (5) 원자로용기 수위가 50%에 도달하면 원자로 상부VAS폐쇄
 (6) 가압기 수위가 90%에 도달하면 가압기 상부VAS폐쇄
 (7) VAS 및 SSS 운전정지
 (8) 가압기 수위가 90%에 도달하면 수동배기 밸브를 개방하여 완전충수 확인
 (9) CHG 펌프에 의한 1차계통 누설시험 (5.0,10.0,15.0MPa) 
 (10) 가압기 수위 50% 유지하여 계통 격리상태에서 가열개시
 (11) 가압기로 10MPa까지 1차계통 전체를 가압운전
 (12) 10MPa에서 가압기와 일차계통을 격리하여 단독가압 운전
가압기 냉각
 (1) SDS 배관을 통한 감압냉각 

4) 시험결과
합    격 :  가압기 가열율 및 정상작동 확인(운전 성적서 첨부)
불합격 : 사유  

5) 보완조치
(불합격시 차기 시험을 위한 요구 조치 사항 기술함)

6) 확인 일진정공:    김재현  (인) 한원연:    김연식  (인) 소속 :     XXX  (인)

표 3.3.7  가압기 단독 가열 운전 시험절차서

   Sheet No. 1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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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기준발전소(APR1400) 및 ATLAS의 유량 요건

RCS Pr.
(MPa)

APR1400 ATLAS

max. flow
(kg/sec)

nom. flow
(kg/sec)

min. flow
(kg/sec)

max. flow
(kg/sec)

nom. flow
(kg/sec)

min. flow
(kg/sec)

avg. flow
(kg/sec)

0.1 1848.47 1816.57 1399.84 9.06 8.90 6.86 7.82 

0.5 1763.07 1729.60 1334.03 8.64 8.48 6.54 7.59 

1 1650.11 1614.30 1246.89 8.09 7.91 6.11 7.21 

1.5 1528.83 1490.11 1153.19 7.49 7.30 5.65 6.71 

2 1397.06 1354.58 1051.16 6.85 6.64 5.15 6.10 

2.5 1251.49 1203.88 938.10 6.13 5.90 4.60 5.38 

3 1086.60 1031.40 809.41 5.33 5.06 3.97 4.54 

3.5 891.71 823.56 655.93 4.37 4.04 3.22 3.59 

4 640.00 541.02 453.14 3.14 2.65 2.22 2.52 

4.3 422.23 247.75 2.07 1.21 1.83

4.5 155.12 0.7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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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CL1A SBLOCA(5mm) 실험조건 및 주요 절차

 
 [실험조건]

o 1차계통
   - 노심출력: 1.81 MWt (8%) (4062 MW 대비)
   - 가압기 압력 (PT-PZR-01): 15.5MPa
   - 가압기 수위(LT-PZR-01): 50% (Saturated – Transient에 영향을 많이 

줌)
   - 노심입구 온도: 291oC
   - 노심출구 온도: 324oC
   - 노심유량: 8.0 kg/sec (8%)
   - Hot Leg 유량: 4.0kg/sec (7.8%)
   - Hot Leg 온도: 324oC
   - Cold Leg 온도: 290oC
   - Decay Power 논리 (Time Table Control)
o 2차계통
   - 급수/증기유량: 0.444kg/sec (7.85%)
   - SG Pressure: 7.79MPa
   - SG 온도: 293oC
   - 재순환율: 1.0
o 안전주입계통

- RWT 초기 온도: 50oC
- SIT 초기 온도:  50oC
- SIT초기 압력: 4.5 MPa
- SIT 초기 수위: LT-SIT1～4-01: 83.7%
- SIT 격리 수위: LT-SIT1～4-01: 42.6%

[주요 절차]

o 안전주입계통
- PP-HPSI1-01(DVI1,3) 유량제어 논리 반영 (Pressure Table Control)

     (Table Control 신호와 함께 주입라인 Alignment 설정 : Manual 설정 후  
Injection/Bypass switching 필요)

      - HPSI Start : LPP + 28.28sec
 o RPAS 설정치

- Reactor Trip: by LPP(PZR-PT-01: 10.721MPa) to decay
                         LPP + 0.813 sec
- Turbine Trip: LPP + 0.0989 sec
- RCP Trip: LPP + 0.813 sec 

(RCP Coastdown Simulation 기능부여? Yes)
 o F/W Isolation : LPP + 7.07 sec  (10s)
 o MV Switching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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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SBLOCA SOE(Sequence Of Event)

Sequential 
Event 

Description

APR1400

Conditions

ATLAS

Conditions

Trip 
Card 

in Input 
Deck

APR1400 
(Ideal Time 
for ATLAS)

ATLAS 

(Initiated 
from Scaled 

8% Power) 

Time (sec) Time (sec)

Break begins    0.0 (0.0)    0.0

Low 
Pressurizer 
Pressure (LPP)

PPZR < 
10.7214MPa

PPZR < 
10.7214MPa

431  110.0(77.8)   62.3

Reactor Trip 
Signal

LPP조건 + 
1.15s delay

LPP조건 + 
0.81s delay

432  111.1(78.6)   63.1

Turbine Trip
LPP + 0.14s 
delay

LPP + 0.1s 
delay

505  111.3(78.7)   63.3

Reactor Scram 
& RCP Trip

LPP + 0.5s 
delay

LPP + 0.36s 
delay

510, 598  111.6(78.9)   63.5

Main 
Feedwater 
Isolation

Rx Scram + 10s 
delay

Rx Scram + 
7s delay

503  121.7(86.1)   70.6

SIP flow 
begins

LPP조건 + 40s 
delay

LPP조건 + 
28.3s delay

576, 578  150.(106.1)   90.6

SIT flow 
begins

PUpper Downcomer < 
40.3MPa

PUpper DC < 
40.3MPa

791, 793, 
795, 797

5482.4(3876.6)  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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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일차계통 누설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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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2차계통 수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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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단열전 가열운전시 주요 운전변수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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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1차/2차계통 누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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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가열운전 및 예비 SBLOCA 실험에서의 일차계통 운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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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가열운전 및 예비 SBLOCA 실험에서의 2차계통 운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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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1단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ATLAS 실험장치의 제작․설치 완료가 1차년도에 발생한 랜지 제작 결함 문제

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1단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자연 순환 특성 실험과 한 차

례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모의 실험만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수  냉각 계통의 필요성으로 인해 동 기에는 장치를 정상 으로 운

하기 어려우므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형 냉각재상실사고

(LBLOCA) 모의 실험을 한 비( 단 노즐 교체, 제어 논리 개발  용, 계측 

시스템 확인  검증 등) 기간으로 활용하 다.

1.  자연 순환 실험

 가.  1차 자연순환 실험

1차 자연 순환 실험은 일차계통이 250℃에 도달하 을 때 노심 출력을 500 kW와 

1,000 kW 정도로 유지하는 자연순환 시험을 각각 6분간  4분간 수행하 다. 자연순환 

시험은 RCP를 정지시킴으로써 시작되며 자연순환 시험에서 2차계통은 동일한 조건으

로 유지되는 단순 경계조건 개념으로 운 하 다. 

그림 3.4.1은 자연순환시의 노심 출력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서, 반

기 500 kW에서 후반기 1,000 kW로 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른 온  유량의 변화

는 그림 3.4.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 순환 유량이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3과 3.44는 자연순환 시험에서 주요 지 의 

온도와 압력 변화를 각각 보여주는데, 운  변수를 통하여 확인된 자연 순환 특성

은 비교  타당한 물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나.  2차 자연순환 실험

2차 자연순환 실험은 SBLOCA 본 실험에 앞서 수행되었다.  노심 출력 1,000 kW와 

500 kW의 순서로 각각 10분간씩 유지시켜 안정 인 거동을 확인한 후 SBLOCA 실험 

단계로 환하 다. 2차 자연순환 실험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들을 그림 3.4.5-3.4.7에 

나타내었는데, 1차계통 유량은 측정된 압력 손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유량 산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는 측정된 자연순환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회로 

특성 변수들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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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실험을 해 비 실험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과 사고 개(SOE)에 있어서 Control Logic의 문제 을 검하고, 이들에 한 

수정 작업을 먼  수행하 다. 이러한 SW 문제 보완과 아울러 필요한 장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 인 SBLOCA 실험에 들어갔다. 여기서 수행된 SBLOCA 실험은 가

열운 , SBLOCA 실험, 그리고 냉각운 을 모두 거치는 종합 시운 의 성격과 최

의 본격 인 냉각재상실사고 실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SBLOCA 실험은 비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APR1400의 3" 단에 해당하는 

온  5 mm 단을 상으로 했으며, 기 확정된 운  차들을 충실하게 따랐다

(표 3.3.9  3.3.10 참조). 비 실험 단계에서 일차계통 내에 존재하는 공기량이 상

당 확인됨에 따라 이번에는 일차계통에 진공을 걸기 에 증기에 의한 Purge를 한 

차례 실시하 다. 이때의 배기측은 가압기 상부에 있는 배기밸 (FCV-SDS-01)이

다. 어느 정도 Purge 작업이 끝난 후 진공펌 에 의한 일차계통 진공 작업이 진행

되고 차서에 따라 후속 운 이 진행되었다. 

SBLOCA 실험 과정과 결과는 그림 3.4.8부터 3.4.29까지 나타내었다. 그림 3.4.8에

는 일차계통 운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3.4.9에는 2차계통의 운  상황을, 그

림 3.4.10에는 안 계통의 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ATLAS 정상 조건을 확보한 후 SBLOCA 실험을 한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실

험 기 조건에 도달하면 SBLOCA Break Nozzle에 설치된 OV-BS-06를 개방함으

로써 SBLOCA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림 3.4.11에는 SBLOCA가 진행되면서 단유

량 측정용기(MV)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K-MV1-01(LC-CS-01)과 

TK-MV2-01(LC-CS-02)를 번갈아 가면서 단 유량을 측정하는 개념을 그림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림 3.4.12부터 3.4.16까지는 노심 출력, 일차계통 유량, 압력, 온도  수 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 3.4.16～3.4.18은 2차계통 압력, 온도  수 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19와 3.4.20은 HPSI와 SIT 유량 변화를 각각 보여주며, 

그림 3.4.21과 3.4.22는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과 안 주입계통의 체 유량 

변화를 각각 보여 다.

그림 3.4.23부터 3.4.29까지는 ATLAS 실험 결과와 MARS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

교한 것이다. 체 으로 MARS 코드는 ATLAS에서 측정된 결과를 잘 측하고 

있으나, 변수에 따라 부분 인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과 코드 계산 능력의 한계가 결합된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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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 비

장치의 제작․설치가 3단계 착수 시 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시운  과정을 철

하게 진행하고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실험을 우선 수행함에 따라 형 냉

각재상실사고(LBLOCA) 재 수(Reflood) 실험은 차기 단계로 순연되었다.  당 에

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2006년 후반에 LBLOCA 실험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

나, APR1400이 최 로 건설되는 신고리 3,4호기 로젝트 착수가 당  계획보다 늦

어짐에 따라 이를 무리하여 필요가 없다는 도 고려되었다. 

LBLOCA 재 수 실험을 바로 수행하는 신 실험의 목 과 내용을 반 으로 

재검토하 으며, 내부 토의  산․학․연 문가들과의 의  자문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확정하 다.

 가.  실험의 목  정립

형 냉각재상실사고 재 수 실험은 다음을 목 으로 한다.

○ ATLAS 장치의 형 냉각재상실사고 실험 성능  차 타당성 확인

○ APR1400  ATLAS의 형 인 형 냉각재상실사고 거동 악

○ APR1400 표 설계인가 조건사항 종결을 한 데이터 생산

 나.  실험 내용  방법

형 냉각재상실사고 실험은 모의 연료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될 험이 있으므

로, 새롭게 구축된 ATLAS 실험 장치로서는 커다란 도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에 해석 인 방법과 문가 인 단을 총 동원하여, 실질 이면서도 장치 손

상의 험이 작은 시나리오부터 순차 으로 진행하기로 하 다.  한 실험 차를 

결정할 때는 MARS 코드를 이용한 비 계산 결과를 최 한 활용하 으며,  

APR1400의 온 (Cold Leg) 양단 단 사고시 재 수 단계에서의 열수력 거동에 

을 맞추기로 하 다. 

특히 ATLAS 장치의 특성을 좀더 악하면서 APR1400의 표 설계인가 과정에서 이

슈화되어 후속 연구가 추진된 바 있는 고온의 원자로용기벽에 의한 강수  비등이 후기 

재 수 단계의 노심 냉각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는 Parametric Effect Test를 

먼  수행한 후, 재 수  기간에 한 실험을 수행하기로 하 다. 표 3.4.1은 ATLAS

를 이용한 APR1400 LBLOCA 실험 계획을 요약하여 보여 다.

한편 이에 따른 장치 보완( 단 노즐 교체 등)이 2007년 2월까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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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APR1400 LBLOCA 실험 계획

구 분 목 실험 방법

후기 재 수단계

원자로용기 벽면 

비등 효과 실험

벽면 온도, 안 주입수 유량, 

격납용기 압력, 붕괴열 등 핵

심 변수에 따라 강수부 비등

이 노심 냉각에 미치는 향

을 악

형 인 조건에서의 실험과 

핵심 조건 변화에 한 민감

도 실험을 수행(  정상상태 

실험)

LBLOCA 재 수 

기간 실험

DVI시의 재 수 상을 이해

하고, 코드 평가에 필요한 

PCT 등 데이터 획득

CCTF, FLECHT-SEASET과 

유사한 기 조건을 만든 후 

재 수 단계의 거동을 측정

APR1400 재 수 

직  모의 실험

(필요시)

Blowdown 단계를 제외한 

APR1400의 LBLOCA 상을 

최 한 가깝게 재

BE 코드에서 측된 재충수 

는 재 수 개시 조건을 최

한 맞춘 후 재 수 단계 

실험



- 79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P
ow

er
 (k

W
)

Time (second)

 HP-CO-01-P-I
 HP-CO-02-P-I
 HP-CO-03-P-I
 HPCOTOT

그림 3.4.1  1차 자연순환 실험에서의 노심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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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1차 자연순환 실험에서의 저온관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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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1차 자연순환 실험시 주요 지점에서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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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1차 자연순환 실험시 주요 지점에서의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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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2차 자연순환 운전에서의 노심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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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2차 자연순환 운전에서의 일차계통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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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2차 자연순환 운전에서의 일차계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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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SBLOCA 실험에서의 일차계통 운전상황



- 87 -

그림 3.4.9  SBLOCA 실험에서의 2차계통 운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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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SBLOCA 실험에서의 안전계통 운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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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SBLOCA 실험의 측정용기(MV)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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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SBLOCA 실험시의 노심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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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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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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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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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 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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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SBLOCA 실험시의 2차계통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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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SBLOCA 실험시의 2차계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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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SBLOCA 실험시의 2차계통 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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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SBLOCA 실험시의 HPSI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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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SBLOCA 실험시의 SIT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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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SBLOCA 실험시의 일차계통 전체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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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SBLOCA 실험시의 안전주입계통 전체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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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초기

(b)  전체 시나리오

그림 3.4.24  SBLOCA 실험 노심출력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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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SBLOCA 실험 일차계통 압력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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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SBLOCA 실험 일차계통 온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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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SBLOCA실험 일차계통 강수부 수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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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2A

(a) CL-2B

그림 3.4.28  SBLOCA 실험 일차계통 유량변화 비교(CL-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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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SBLOCA 실험 2차계통 압력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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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SBLOCA 실험 안전주입계통 유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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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ATLAS 운  기술  체계 확립

1.  품질 리체계 개발  용

가.  실험장치 설계․제작․설치 단계

본 ATLAS 제작․설치 사업의 주계약자는 두산 공업(주)이며, 한국 력기술(주)와 (주)

일진정공이 하도  업체로 참여하고, 이 밖에서 여러 문 업체들이 부분 인 과업에 참여

하 다.  ATLAS 제작․설치 단계의  QA Program 체계는 그림 3.5.1과 같으며, 원자력연

구원이 발주자, 두산 공업(주)가 주계약자, 한국 력기술(주)와 (주)일진정공이 하도 자

로 구성되는 체계가 수립되어 운 되었다.  각 기 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원자력연구원은 두산 공업에게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

립된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승인하 으며, 품질 확인  감사 등의 활

동을 통해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 수를 확인

- 두산 공업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소의 검토․승인을 거쳐 운 하고, 

하도 자에게 임한 업무에 하여는 하도 자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

하도록 감독하고 보장

- 하도 자는 구매자가 제시한 품질 보증 요건에 근거하여 담당한 업무 역  

특성에 합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운  

- 실험장치의 제작  설치의  공정에 한 시험  검사계획(ITP: Inspection 

and Test lan)이 작성되어, 이에 따fms 계약자  구매자 입회검사 실시

실험장치 제작․설치 단계의 품질 보증 로그램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 두산 공업(주)는 원자력연구원의 품질 보증 요건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계획서

와 이의 이행을 한 품질보증 차서  각종 차서, 지침서를 작성하여 원자

력연구원의 승인을 득함. 

- 품질 보증 로그램 문건으로 주계약자인 두산 공업(주)의 품질보증계획서

(SPQAM-100), 하도 자인 한국 력기술(주)는 PQAPM, 「특수사업품질보증

계획서」, (주)일진정공은 IJQAM,「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 제작.설치 품질

보증계획서」를 수립하여 용함

실험장치 기기의 품질 검사를 해 (주)일진정공은 시험  검사계획서(ITP: Inspection 

and Test Plan)를 작성하 고, 실제 공정 진행에 따른 시험  검사는 품목별로 수립된 ITP

에 의거하여 수립된 PCS(Process Control Sheet)를 용하 다. (주)일진정공은 두산 공

업(주)와 원자력연구원이 선정한 입회 과 필수확인 이 표시되어 있는 PCS를 개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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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작성하여 시험  검사를 수행하 다. 특히 제작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효과 인 시

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한 일정은 사 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 으며, 두

산 공업(주)의 품질검사 요원이 제작 장에 상주하 다. 일본의 Sukegawa 사에 발주된 

노심 히터의 공정  검사  최종검사는 원자력연구원 요원의 장 입회 하에 2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의 품질 확인 활동으로는 두산 공업(주)에 하여 품질보증 체계  이행 

방안에 한 교육을 겸한 품질 감시와 품질보증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 감사 결과 지

사항과 권고사항을 발행한 바 있다.  ATLAS 제작 설치 과정에서 발행된 NRC 항목은 표 

3.5.1과 같다.

결과 으로 ATLAS는 방사성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일반 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의 다른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수 의 QA 로그램이 수립되어 용되었으며, 엄격한 문

서 리가 이루어졌다.

나.  실험수행 단계의 품질보증 로그램

ATLAS 장치의 구축 단계와는 달리, 장치의 유지 보수와 운 은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이 직 으로 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와는 차별화된 품질 리 로그램을 수립

하여 용하 다. 이에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질보증계획서는 KEPIC QAP를 기 으로 하 으며, 한 실험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의 용 수 을 결정함. 

- 품질보증계획서의 실행문서인 품질보증 차서의 실험수행  실험장치의 운  

업무에 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과제 진행에 따라 하게 차서의 

개폐  개정을 통하여 품질보증계획의 합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 ATLAS-QAP-02.1 「교육훈련」

• ATLAS-QAP-02.2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리」

• ATLAS-QAP-03.1 「설계 리」

• ATLAS-QAP-03.2 「도면 리」

• ATLAS-QAP-05.1 「실험 차서 리」

• ATLAS-QAP-06.1 「문서 리」

• ATLAS-QAP-10.1 「실험시설의 검」

• ATLAS-QAP-12.1 「측정  시험기기 리」

• ATLAS-QAP-15.1 「부 합사항 리」

• ATLAS-QAP-16.1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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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S-QAP-17.1 「품질보증기록」

• ATLAS-QAP-18.1 「품질보증감사」

다.  품질 리체계 독립 검토  보완

ATLAS 품질 리체계는 기본 으로 원자력연구원의 품질보증실( )과 열수력안 연구

부가 의하여 수립하고, 공동으로 감독하 다.  한 당 과제의 탁 과제를 통하여 한국원

자력안 기술원 연구진의 검토 의견이 지속 으로 반 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실: ATLAS 실험장치에 한 품질 리체계  련 문

서의 작성 과정에 지속 으로 개입하 으며, 품질 검사에도 극 으로 참여함.

- 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 연구부: ATLAS 품질 리는 당  과제 차원에서 독립

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열수력안 연구부에서 주 하는 열

수력실험에 확  용하기로 결정하 으며, 이에 따라 부서 차원의 종합 인 검

토가 이루어짐.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본 세부과제의 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생산될 데이터의 규제 활용 타당성 에서 KAERI의 품질 리

체계를 검토하고 자문함.

2.  핵심 시나리오 비 해석  실험 요건/ 차 개발

ATLAS의 설계 타당성  성능과 운  특성을 확인하고, 운  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ATLAS 핵심 시나리오( 형 냉각재상실사고, DVI  단 

사고, 주증기  단사고)에 한 비 평가가 완료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Nuclear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최기용 외, 2006]에 수록되어 있으며, 수행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TLAS 해석 기반 Data 작성

- ATLAS Design Data Summary Report 작성

- MARS 해석 Input용 Recorded Calculation Sheet 작성

○ MARS 해석

- APR1400 100% 출력 LBLOCA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PR1400 100% 출력 DVI Break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PR1400 100% 출력 MSLB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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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S 100% 출력 LBLOCA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TLAS 100% 출력 DVI Break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TLAS 100% 출력 MSLB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TLAS 8% 출력 DVI Break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 ATLAS 8% 출력 MSLB Steady-State & Transient Calculation

평가 결과는 표 3.5.2  3.5.3와 그림 3.5.3부터 3.5.14까지 비교  상세하게 나타내었

다.  이러한 주요 사고 비 해석을 통하여 ATLAS가 APR1400의 핵심 사고들을 실제

으로 모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사고 개 특성 상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 으나, 이는 축소 실험시설에서 피할 수 없는 상이거나 해석 코드 모델의 한계와 

련된 것으로 단된다.

한편 2006년 시운  최종 단계에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실험을 앞두고, 

이에 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그림 3.5.15부터 3.5.17까지는 그 결과를 보여 다.

이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문가 의견, 내부 검토를 거쳐 3가지 사고 핵심 시나리오

에 한 실험 요건과 기본 차가 개발되었다. 그림 3.5.18은 DVI  단사고에 한 기본 

실험 차이다.

3.  기술 문서 생산  리

ATLA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문서들이 생산되었다. 여기에는 설계 

요건서, 설계 계산서, 기술 보고서, 기술 도면, 구매 련 서류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포함된다.  ATLAS 구축 과정에서 직  생산된 기술 문서는 표 3.5.6에 문서 

번호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별도의 문서 리실에 보 되어 있으며, 분실 

는 훼손에 비하여 별도의 장소에 복사본들이 보 되어 있다.

한 생산된 기술 정보의 유지 리를 해 다수의 기술보고서를 발행하 다. 3단계 

2년동안 발행된 기술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KAERI/TR-3046/2005,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의 8% 정상상태 계

산용 MARS 입력자료

- KAERI/TR-3333/2007, 아틀라스(ATLAS) 유체계통 기본설계 계산서

- KAERI/TR-3334/2007, 아틀라스(ATLAS) 장치의 신호처리계통 설명

- KAERI/TR-3335/2007, ATLAS주 시나리오에 한 비해석

- KAERI/TR-3336/2007, 라스(ATLAS) 실험장치 측정 방법론

- KAERI/TR-3337/2007, ATLAS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력계

통 설명서

- KAERI/TR-3338/2007, 아틀라스(ATLAS) 장치의 제어/DAS 계통 구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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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LSTF 방문 연구

ATLAS 시운   본격 운 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하여 기술 리 담당자(2007년 

3월부터는 과제책임자)가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1개월 동안 일본원자력연

구소의 LSTF 에 견되었다.  지에서 수행한 주요 역무는 다음과 같다.

○ LSTF 운  차 의  실험 참  (SB-PV-07 Test : Pressure Vessel Head의 

CRDM Penetration 손 모의 SBLOCA )

- 계통 충수  업무

․ 모의 단계통 설치와 밸   연체 체결

․ 계측기 Transducer 충진  도압  배기작업

․ 계측기 Transducer 조정  기능 확인

․ 계측기 기능 확인  조정 (Transducer 포함)

․ Pre-Test Analysis (RELAP5/Mod3)로 실험 조건 설정

- 계통 충수 - 실험

․ 진공  증기 계통을 사용하여 일차계통 배기 

․ 충수  정 /동  배기 수행후 설시험 (최  18MPa)

․ 계측  제어계통 조정

․ 시험 시나리오 련 제어개념 설정

․ 실험장치 가열  시험 기조건 설정

․ 실험개시  데이터 취득

- 실험종료 후 업무

․ 계통배수  유지보수 작업

․ Post-Test Analysis (Relap5/Mod3)로 실험결과 분석 (Quick Look Report)

○ 상세설계/제작/설치/시운 /운  자문

- LSTF의 RCP 유량  수두 결정 배경 

- LSTF의 RCP Torque Data 취득 방법  활용 방법

- RV 진원도  직진도 허용기 과 노심히터 검사요건

- LSTF 종합 시운  항목  차 

- 운  조직 구성  운

-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견자는 이후 시운  총 로서의 역할을 성공 으로 완수하고, 2007년부터는 후속 

과제의 과책을 맡게 됨으로써, 견 연구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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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ATLAS 제작․설치시 발행된 NCR 항목

NCR 번호 품  명 부 합 내용 조치방안 발행일 종결일

NCR-050032 Steam Generator Eggcrator 변형 발생 외 수정  05.7.11 05.11.21

NCR-050034 Pressurizer 수압시험후 Flange Damage
발생 수정  05.7.11 05.10.20

NCR-050035 Reactor Vessel 수압시험후 Flange Damage
발생 수정 05.7.8 05.10.24

05-13-04-037-001 Separator Vessel 1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2 Separator Vessel 2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3 Separator Vessel 3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4 Measuring Vessel 4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5 Measuring Vessel 5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6 Measuring Vessel 6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7 Measuring Vessel 7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2.20

05-13-04-037-008 Vaccum Tank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6.30

05-13-04-037-009 Steam Tank Lock fitting 손상 교체 04.11.22 05.3.10

05-13-04-037-010 Refueling Water Tank Lock fitting 손상외 교체/ 
수정 04.11.22 05.10.21

05-13-05-025 Steam Generator Support Lug Elevation 도
면과 상이

수정/ 
도면변경 05.11.10 05.11.12

05-13-05-024 Steam Generator N7 Nozzle 수압시험  모재 
수 수정 05.11.8 05.11.9

05-13-05-023 Steam Generator LT-T2 Nozzle 치상이외 수정 05.11.7 05.11.8

05-13-05-015 제어밸 필터 치 불일치외 수정외 05.8.13 05.8.25

05-13-05-005 Steam Generator 용 후 길이 불일치 상사용 05.3.3 05.3.10

05-13-05-004 Reactor Vessel 용 후 길이 불일치 상사용 05.3.3 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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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APR1400  ATLAS 간의 주요 정상 운  변수 비교 (MARS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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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APR1400와 ATLAS간 비교 분석에서의 사고 진행

(a) LBLOCA

(b) DVI Line Break

(c) M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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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WG & Document No. 최종 제출 기술문서명

<배관계통>

1 ATLAS-400-105-001 Piping and Instrument DWG

2 ATLAS-300-186-001~013 General Arrangement DWG

3 ATLAS-030-110-001 Piping Plan DWG

4 ATLAS-030-180-001 Isometric DWG(Bill of Material 포함)

5 ATLAS-030-186-001 Support DWG

6 ATLAS-007-108-001 Insulation Specification

7 ATLAS-007-106-001 Piping and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8 ATLAS-034-109-001 Heat, Mass and Pressure Balance Diagram

9 ATLAS-040-326-001 배관응력해석 보고서

10 ATLAS-040-335-001 Design Report for RV Assembly

11 ATLAS-040-335-002 Design Report for SG Assembly

12 ATLAS-040-335-003 Design Report for PZR Assembly

13 ATLAS-040-335-004 Design Report for Main Coolant Piping

14 ATLAS-140-107-001 Line(piping) Schedule

15 ATLAS-009-019-001 Spare Parts and O&M Tool List(기계/배관)

16 ATLAS-600-228-001 기술시방서(Valve)

17 ATLAS-600-230-001 기술시방서(Piping)

18 ATLAS-600-229-001 기술시방서(Piping Special Item)

19 ATLAS-600-432-001 구매시방서(Piping)

20 ATLAS-190-232-001 배관설치공사 시방서(기기류/배관설치물포함)

21 ATLAS-310-301-001 구조물 및 토건하중계산서(구조계산서)

22 ATLAS-310-UC-202 철골설치공사 시방서

23 ATLAS-310-UC-203 콘크리트 특기시방서

24 ATLAS-310-123-001 Steel Structure DWG

25 ATLAS-190-233-001 배관 검사/시험 계획서

<기계/기기계통>

1 ATLAS-400-101-001 Equipment Engineering DWG

2 ATLAS-045-117-001 Equipment Fabrication DWG

3 ATLAS-436-117-001 Equipment Fabrication DWG(1차 배관)

4 ATLAS-436-117-002 Equipment Fabrication DWG(BS 배관)

5 ATLAS-400-201-001 Design Specification for RV Assembly

6 ATLAS-400-202-001 Design Specification for SG Assembly

7 ATLAS-400-203-001 Design Specification for PZR Assembly

8 ATLAS-400-204-001 Design Specification for Main Coolant Piping

9 ATLAS-500-217-001 기술시방서(열교환기)

10 ATLAS-400-204-001 기술시방서(냉각재펌프)

11 ATLAS-500-208-001 기술시방서(원심펌프)

표 3.5.4  ATLAS 기술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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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TLAS-500-209-001 기술시방서(용적식펌프)

13 ATLAS-600-214-001 기술시방서(냉각탑)

14 ATLAS-600-219-001 기술시방서(질소공급설비)

15 ATLAS-600-211-001 기술시방서(공기건조기)

16 ATLAS-600-215-001 기술시방서(수처리설비)

17 ATLAS-500-213-001 기술시방서(직접응축탱크)

18 ATLAS-500-231-001 기술시방서(Heater)

19 ATLAS-500-203-001 기술시방서(압력용기)

20 ATLAS-310-235-001 기술시방서(도장작업)

21 ATLAS-150-315-001 기기강도계산서

22 ATLAS-037-467-001 Equipment/Component List

23 ATLAS-037-467-002 Equipment/Component Data Sheet

24 ATLAS-700-448-001-1 Control Valve Data Sheet

25 ATLAS-410-405-001 제작절차서(R/V)

26 ATLAS-400-405-001 제작절차서(S/G)

27 ATLAS-432-432-001 구매시방서(증기발생기)

28 ATLAS-400-202-001-1 구매시방서(증기발생기 Tube)

29 ATLAS-434-432-001 구매시방서(압력용기)

30 ATLAS-534-432-001 구매시방서(열교환기)

31 ATLAS-435-432-001 구매시방서(냉각재펌프)

32 ATLAS-694-432-001 구매시방서(원심펌프)

33 ATLAS-535-432-001 구매시방서(용적식펌프)

34 ATLAS-620-432-001 구매시방서(냉각탑)

35 ATLAS-691-432-001 구매시방서(질소공급설비)

36 ATLAS-693-432-001 구매시방서(공기건조기)

37 ATLAS-692-432-001 구매시방서(수처리설비)

38 ATLAS-531-432-001 구매시방서(직접응축탱크)

시험 및 검사 계획서-하기 참조

<계장/전기계통>

1 ATLAS-700-156-001 Instrument Loop Diagram

2 ATLAS-700-158-001 Instrument Location (Layout) DWG

3 ATLAS-700-164-001 Instrument Piping Hook-up DWG

4 ATLAS-700-440-001 Instrument and Electrical Connection List

5 ATLAS-700-159-002 Instrument Installation  Detail DWG

6 ATLAS-700-164-002 Instrument Air Tubing Layout DWG

7 ATLAS-760-163-001 Cotrol Room Layout DWG

8 ATLAS-760-160-001 Control Panel Arrangement DWG(DCS)

9 ATLAS-760-160-002 Emergency Switch Panel DWG

10 ATLAS-700-168-001 Instrument Wiring Diagram

11 ATLAS-700-159-001 Instrument Duct Drawing

12 ATLAS-762-206-001 기술시방서(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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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TLAS-720-217-001 기술시방서(Temp. Instrument)

14 ATLAS-700-212-001 기술시방서(Field Gauage)

15 ATLAS-790-223-001 기술시방서(Safety Valve)

16 ATLAS-790-219-001 기술시방서(Pressure Regulating Valve)

17 ATLAS-790-220-001 기술시방서(Control Valve)

18 ATLAS-700-448-001 Instrument Data Sheet

19 ATLAS-700-438-001 Control Valve List

20 ATLAS-700-438-002 Safety Valve List

21 ATLAS-760-447-001 System In/Out List

22 ATLAS-009-019-002 Spare Parts and O&M Tool List(전기/계장)

23 ATLAS-760-161-001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24 ATLAS-700-426-001 계장설치공사 시방서

25 ATLAS-700-206-001 구매시방서(DCS)

26 ATLAS-700-225-001 구매시방서(Cable Duct)

27 ATLAS-730-215-001 구매시방서(Turbine Flowmeter)

28 ATLAS-730-215-002 구매시방서(Mass Flowmeter)

29 ATLAS-730-215-003 구매시방서(Vortex Flowmeter)

30 ATLAS-700-223-001 구매시방서(온도센서/"K" Type for SG&RV)

31 ATLAS-721-217-001 구매시방서(온도보상도선)

32 ATLAS-700-220-001 구매시방서(Signal Cable)

33 ATLAS-700-263-001 구매시방서(SUS Tube & V/V Fitting)

34 ATLAS-800-205-003 구매시방서(Digital Powermeter)

35 ATLAS-700-235-001 구매시방서(Load Cell)

36 ATLAS-710-209-001 구매시방서(Diff. Press. Trans.)

37 ATLAS-710-212-001 구매시방서(압력계)

38 ATLAS-710-212-002 구매시방서(현장지시 온도계)

39 ATLAS-800-205-004 구매시방서(Paging, CCTV & Beam Projector)

40 ATLAS-730-215-005 구매시방서(Rotameter)

41 ATLAS-730-215-004 구매시방서(Flow Switch)

42 ATLAS-700-421-002 교정/조정계획서 및 절차서(계측기)

43 ATLAS-700-421-003 공장/현장 검사시험계획서 및 절차서(계측기)

44 ATLAS-800-421-001 검사/시험계획서 및 절차서(전기/중저전력반))

45 ATLAS-700-401-001 계통설명서(계장)

46 ATLAS-833-319-001 Heater Loss Component 용량계산서(Tracing)

47 ATLAS-700-447-001 Alarm, Set Point, Interlock, Annuniciator List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계통>

1 ATLAS-762-408-003 DCS & DAS I/O Block Configuraton DWG

2 ATLAS-760-408-003 Signal Processing Chart

3 ATLAS-762-401-001 Control Logic Diagram and Description

4 ATLAS-762-431-001 CRT Ggaphic Display

5 ATLAS-750-493-001
Equipment & Component  Specification 

(S/W Design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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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TLAS-760-161-003 DCS Internal Component Layout DWG

7 ATLAS-760-431-002 Equipment and Component List and Data Sheet

8 ATLAS-760-161-002 DCS System Equipment Installatin DWG

9 ATLAS-760-448-001 DCS System Power Supply DWG

10 ATLAS-760-161-004 DCS Cabinet Internal Connection DWG

11 ATLAS-762-448-001 DCS HMI Variable Check Sheet

12 ATLAS-762-448-002 DCS System Protection Trip Test Check Sheet

13 ATLAS-762-448-003 DCS Loop Test Check Sheet

14 ATLAS-762-448-004 DCS Control Parameter Data Sheet

15 ATLAS-762-448-005 DCS Engineering Unit Conversion용 Span Table

16 ATLAS-762-448-006 DCS Data Storage Format & File

17 ATLAS-762-448-007 DCS HMI Program Structure

18 ATLAS-700-421-001 검사/시험계획서 및 절차서(DCS)

19 ATLAS-760-425-001  Loop Test Report

<전원공급계통>

1 ATLAS-800-426-002 대전력반 제작시방서

2 ATLAS-800-205-002 중저 전력반 제작시방서

3 ATLAS-820-205-002 중저 전력반 기술시방서

4 ATLAS-800-140-001 Single Line Diagram

5 ATLAS-800-426-001 전기설치공사 시방서(대전력반)

6 ATLAS-800-426-003 전기설치공사 시방서(중저전력반)

7 ATLAS-800-401-001 계통설명서(전기)

8 ATLAS-800-319-001 중저 전력반 전원공급계통 상세설계 계산서

9 ATLAS-820-177-002
Electric Equipment Arrangement 
DWG(중저전력반/MCC Panel))

10 ATLAS-800-147-001 Power Layout DWG

11 ATLAS-800-148-001 Grounding Layout DWG

12 ATLAS-800-440-001 Power Cable Schedule  

13 ATLAS-800-447-001 Electrical Load List

14 ATLAS-800-447-002 Electrical Equipment Data Sheet

15 ATLAS-730-421-002 Cable Check List

16 ATLAS-763-451-001 Inspection & Test Certificate

< 시운전 보고서>

1 ATLAS-008-421-001 종합 시운전 계획서

2 ATLAS-008-421-002 종합 시운전 절차서

3 ATLAS-008-425-001 종합시운전 보고서

<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서>

1 ATLAS-008-424-001 Operation Procedure Manual

2 ATLAS-008-424-002  Maintenance Manual

< PCS LIST>

1 PCS-033-001 Direct Condenser(CD-01)

2 PCS-033-002 Refueling Water Tank(T-RWT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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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S-033-003 Refueling Water Tank(T-RWT2-01)

4 PCS-033-004 Safety Injection Tank(T-SIT1-01)

5 PCS-033-005 Safety Injection Tank(T-SIT2-01)

6 PCS-033-006 Safety Injection Tank(T-SIT3-01)

7 PCS-033-007 Safety Injection Tank(T-SIT4-01)

8 PCS-033-008 Condenser H/EX I(HX-CD-01)

9 PCS-033-009 Condenser H/EX II(HX-CD-02)

10 PCS-033-010 Condenser H/EX III(HX-CD-03)

11 PCS-033-011 Shutdown Cooling H/EX(HX-SCS1-1)

12 PCS-033-012 Shutdown Cooling H/EX(HX-SCS2-1)

13 PCS-033-013 Separating Vessel(TK-CS-1)

14 PCS-033-014 Separating Vessel(TK-CS-2)

15 PCS-033-015 Separating Vessel(TK-CS-3)

16 PCS-033-016 Separating Vessel(TK-CS-4)

17 PCS-033-017 Measuring Vessel(TK-CS-5)

18 PCS-033-018 Measuring Vessel(TK-CS-6)

19 PCS-033-019 Measuring Vessel(TK-CS-7)

20 PCS-033-020 Pressurizer(PR-01)

21 PCS-033-021 Steam Generator(SG-01)

22 PCS-033-022 Steam Generator(SG-02)

23 PCS-033-023 Reactor Pressure Vessel(RV-01)

24 PCS-033-024 COLD LEG 파단저온관(SBLOCA)

25 PCS-033-025 INTERMEDIATE LEG(중간관)A

26 PCS-033-026 INTERMEDIATE LEG(중간관)B

27 PCS-033-027 INTERMEDIATE LEG(중간관)C

28 PCS-033-028 INTERMEDIATE LEG(중간관)D

29 PCS-033-029 HOT LEG(건전고온관)

30 PCS-033-030 HOT LEG(파단고온관)

31 PCS-033-031 COLD LEG 건전저온관A

32 PCS-033-032 COLD LEG 건전저온관B

33 PCS-033-033 COLD LEG 건전저온관C

34 PCS-033-034 COLD LEG 파단저온관 LBLOCA

35 PCS-033-035 Core Shroud(RV-01)

36 PCS-033-036 Vacuum Tank(TK-VAS-01)

37 PCS-033-037 Steam Tank(TK-SSS-01)

38 PCS-033-038 LBLOCA1

BS LINE(MSLB2)

39 PCS-033-039 BS LINE(MSLB1)

40 PCS-033-040 BS LINE(LBLOCA2)

BS LINE(MSLB2)

41 PCS-033-041 BS LINE(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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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CS-033-042 BS LINE(DV1)

43 PCS-033-043 BS LINE(SGTR1)

44 PCS-033-044 BS LINE(SGTR2)

45 PCS-033-045 BS LINE(FLB1)

46 PCS-033-046 BS LINE(FLB2)

47 RV-FR-A00-PCS-001 FLANGE GASKET면 수정작업절차 적용(RV-01)

48 RV-FR-A01-PCS-01 FLANGE FACE 보강링 끼워맞춤 절차 적용(RV-01)

< ITP LIST>

1 ATLAS-410-425-001-01 Shutdown Cooling H/EX(HX-SCS1-1)

2 Shutdown Cooling H/EX(HX-SCS2-1)

3 Condenser H/EX Ⅰ(HX-CD-01)

4 Condenser H/EX Ⅱ(HX-CD-02)

5 Condenser H/EX Ⅲ(HX-CD-03)

6 ATLAS-410-425-001-02 Direct Condenser(CD-01)

7 Refueling Water Tank(T-RWT1,2-01)

8 Measuring Vessel(TK-CS-3,4,5,6)

9 ATLAS-410-425-001-03 Separating Vessel(TK-CS-1,2)

10 ATLAS-410-425-001-04 Measuring Vessel(TK-CS-7)

11 ATLAS-410-425-001-05 Pressurizer(PR-01)

12 ATLAS-410-425-001-06 Reactor Pressure Vessel(RV-01)

13 ATLAS-410-425-001-07 Steam Generator(SG-01,02)

14 ATLAS-410-425-001-08 Cold Leg 파단 저온관

15 Intermediate Leg 중간관

16 Hot Leg 건전 고온관

17 Hot Leg 파단 고온관

18 Cold Leg 건전 고온관

19 Cold Leg 파단 고온관

20 ATLAS-410-425-001-09 Safety Injection Tank(T-SIT1~4-01)

21 ATLAS-410-425-002 Vacuum Tank(TK-VAS-01)

Steam Tank(TK-SSS-01)

22 ATLAS-410-425-003 ATLAS 철골

23 ATLAS-410-425-004 Blind Flange(RV-01)

24 ATLAS-410-425-005 Core Shroud(RV-01)

25 ATLAS-410-425-006 Cooling Tower(CT-CWS-01)

26 ATLAS-410-425-007 Fill Pump( PP-MWS-01)

Cooling Pump(PP-CWS-01,02)

27 ATLAS-410-425-008 Reactor Coolant Pump(PP-RCP-1/2/3/4-1)

28 Main Feed Water Pump(PP-MF-01)

29 Low Pressure Pump(PP-SCS-01)

30 Spray Recirculation Pump(P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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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TLAS-410-425-009 Pressurizer Spray Pump(PP-PZR-01)

32 Auxilary Feed Water Pump(PP-AF1,2-01)

33 Charging Pump(PP-CHG-01)

34 High Pressure Injection Pump(PP-HPSI1-01)

35 ATLAS-410-425-010 CONTROL V/V

36 ATLAS-410-425-011 ION EXCHANGER(IX-MWS-01)

37 AIR DRYER PACKAGE(AD-CAS-0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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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ATLAS 제작/설치 단계의 QA Program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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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ATLAS 실험 단계의 QA Program 이행 체계

원   장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열수력안전연구센터장

ATLAS 과제책임자

품질보증팀장

품질보증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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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ATLAS 비 계산을 한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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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e Decay Power (LBLOCA)

(b) Pressure Variation (LBLOCA)

그림 3.5.4  LBLOCA 평가 결과(1)



- 128 -

   

(a) Break Flow (LBLOCA)

(b) Maximum Cladding Temperature (LBLOCA)

그림 3.5.5  LBLOCA 평가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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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fety Injection Flow (LBLOCA)

(b) Coolant Subcooling in the Lower Plenum (LBLOCA)

그림 3.5.6  LBLOCA 평가 결과(3)



- 130 -

   

그림 3.5.7  LBLOCA 평가 결과(4) - 노심 내 기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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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Collapsed Water Level in the Core (LBLOCA)

(b) Normalized Collapsed Water Level in the Downcomer (LBLOCA) 

그림 3.5.8  LBLOCA 평가 결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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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 Pressure (DVI Line Break)

  

(b) Break Flow (DVI Line Break) 

그림 3.5.9  DVI  단사고 평가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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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DVI  단사고 평가 결과(2) - Safety Injec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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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Core Water Level (DVI Line Break) 

(b) Normalized Downcomer Water Level (DVI Line Break) 

그림 3.5.11  DVI  단사고 평가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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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 Pressure (MSLB) 

(b) RCS Flow (MSLB) 

그림 3.5.12  주증기  단사고(MSLB) 평가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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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in Feedwater Flow (MSLB) 

(b) Core Upper head Void (MSLB) 

그림 3.5.13  주증기  단사고(MSLB) 평가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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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ondary Pressure (MSLB) 

(b) Break Flow (MSLB) 

그림 3.5.14  주증기  단사고(MSLB) 평가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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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SBLOCA 예비 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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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SBLOCA 예비 해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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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SBLOCA 예비 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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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reak 
Begins

가압기 저압
(LPP)기준치 

도달

LPP Trip: 
0.8sec 
delay

FCV-MSCV-01 Close: 
0.1s delay

RCP Trip: 
0.35s delay

MFIV Close: 
7.1s delay

SIP-2물공급: 
28.3s delay

실험종료

시스템압력
<4MPa

SIT-1,2,3기동
: No delay

-10 0 ~15.5 ~170

그림 3.5.18  DVI 관 파단사고 모의 실험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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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ATLAS 활용 체계 확립

1. 아틀라스 표  문제(ATLAS Standard Problem; ASP) 평가 추진

  가. 개

국내에서는 최 로 구축된 형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ATLAS의 성능과 실험 기

술  체계를 효과 으로 검증하고, 국내외 활용 기반을 최단 시일 내에 구축하기 해 아틀

라스 표  문제 평가(ATLAS Standard Problem; ASP) 로그램을 추진하 다. ASP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추진될 정이다.

- 1단계: 시운  완료 시 부터 국내 기 에 의한 표 문제평가 수행

- 2단계: OECD 국제표 문제(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ISP) 평가 로그

램 추진

3단계 연구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5년 기본 방향 수립

- 2005년 6-8월: 기본 방향 발표(원자력 안 해석 심포지엄)  련기  회

의

- 2005년 9월: 국제표 문제 평가 사업을 한 비 제안 (OECD Working 

Group 회의)

- 2005년 11월 - 2006년 1월: 약서 작성  련 기  문가 검토

- 2006년 1월 KOSEF 사  검토 의뢰

- 2006년 7월 과기부/KOSEF 승인 요청

- 2006년 12월 각 기 에 약체결 요청서 송부

- 2007년 1-2월 국내기 과의 약 체결 

- 2007년 9월 국제표 문제 평가 공식 제안 정

  나.  국내 표  문제 평가

국내 기 이 참여하는 1단계 표  문제 평가는 2005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  

2005년 말이나 2006년 반에 본격 인 활동에 착수할 정으로 참여 상 기  문가들

과 활발하게 논의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 으나, ATLAS 구축이 일부 늦어지고 한 행정 

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2007년 1월에 약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국내 표 문제 평가 로그램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한국원자력안 기술

원(KINS)이 공동으로 주 할 정이며, 국내 련 기 ( 학 포함) 부분이 극 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내 ASP의 경우 매년 1개 정도의 ATLAS 실험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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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선정하여 Pre-Test  Post-Test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워크샵에서 논의할 

정이다. KAERI는 실험계획 수립  수행, 장치 설계 자료  실험 결과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KINS는 실험 해석을 직  수행할 뿐만 아니라 ASP  워크샵을 공동으

로 주 하고, 실험 계획  QA 련 자문도 극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 각 참여기

은 실험 해석을 수행하여 워크샵에서 발표하고, 실험 계획에 해서도 자문할 정

이다. 

이를 통해 기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ATLAS 성능, 실험 차, 결과 등에 한 검증  신뢰 확보

- ATLAS에 한 국내 기 / 문가의 친 화  극  활용기반 조성

- 기 실험 결과의 신속 제공을 통한 효과  활용

- 국제 로그램(ISP) 추진을 한 기반 확보

2006년 12월 약안이 최종 확정되어 200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서명된 약서는 

부록 B에 수록하 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연구원과 참여기 간의 약을 통해 “아틀라스 표 문제 의체” 구성

- ATLAS 표  문제 선정  실험조건 설정

- 선정된 ATLAS 표  문제에 한 실험 후 평가 비교 계산

- 약기간: 3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원자력연구소의 의무사항

- ATLAS 표 문제 의체의 리  운

- ATLAS 설계 자료의 제공

- 실험 수행  결과의 제공

- 약기 의 실험 참여 기회 제공

○ 약기 의 의무사항

- 표 문제 실험   실험 후 계산의 수행과 결과 발표

- 자체 수행 업무에 한 비용 부담

- 국제표 문제(ISP) 이행 지원

국내 표  문제 평가 참여 기 은 상기 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연구기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연구원, 기 력공동연구소

- 산업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 력기술(주), 한 원자력연료(주), (주)FNC, 

(주)필로소피아, (주)에네시스, (주)액트

- 학: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학교, 한양 학교, 포항공과 학교, 제주 학교, 

한동 학교, 경희 학교, 조선 학교, 한국해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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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 표  문제 평가

ATLAS를 이용한 국제 표  문제(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Exercise; ISP) 평가 

로그램 추진은 ATLAS 시설의 국제 상 확보  향후 국제 공동 연구 로그램 추진을 

해 필수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9월 개최된 OECD Working Group GAMA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정기회의에서 비 제안을 한 바 

있으며, 2007년 9월 정기회의에서 더 구체 인 제안을 할 계획이다.

ATLAS에 한 국제  심이 높기 때문에 2008년도 반 이후에는 국제 표 문제 평가

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아틀라스 이용 로젝트 확보

3단계(2005.3-2007.2) 연구를 수행하면서 ATLAS 장치의 효과 인 활용을 해 극

으로 노력하 다. 그 결과 2007년 6월 재 다음과 같은 이용 로젝트를 확보하 거나 확

정 단계에 있다.

- 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APR1400/OPR1000 핵심 사고 열수력종합

효과실험”(2007.3-2012.2): APR1400 안 심사 규명  기술자립형 규제검증

코드 평가를 한 실험 수행

- 산업자원부 NuTech-2015의 “원  안 해석코드개발”(2006.10-2010.9): 산업체 

핵심 설계코드 평가를 한 실험을 수행하며, 실제 아틀라스 실험은 2008년 10

월 이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산업자원부 NuTech-2015의 “APR+ 설계 개발”: 2007년 반 착수 정으로 기

획되고 있으며, 피동형 안 계통 개발 등에서 아틀라스 장치가 활용될 계획임.

그림 3.6.1은 ATLAS의 단기 활용 계획을 도식화하여 보여 다.

3. 국내외 홍보를 통한 상 강화

ATLAS의 구축  시운 의 진행과 더불어, ATLAS 로그램  실험장치 설계 특성에 

한 국내외 인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련 기   문들의 인지도가 확보

되어야만 활발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 홍보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 미국원자력학회에서 발행하는 권 있는 학술지인 Nuclear Technology에 

ATLAS 사업 개요  설계 특성(2005년)과 APR1400의 주요 사고 모의 성능

(2006년) 련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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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 회에서의 소개: ICAPP2005(서울, 2005년 5월), NURETH-11( 랑스 

아비뇽, 2005년 10월), NTHAS-5(제주, 2006년 11월), 한-  워크샵(2005년 5

월) 등에서 논문 발표

- OECD/NEA의 열수력/ 사고 Working Group인 GAMA 정기 회의(2005년 9

월, 2006년 9월)에서 구축 상황을 지속 으로 소개하고, 특히 2005년에는 국제표

문제 평가 로그램에 해 비 제안

- GAMA 의장을 비롯하여 련분야 핵심 문가들에게 개별 으로 정보 제공하

고, 실험 장치  운  기술에 한 신뢰 확보

그 결과 국제 열수력 안  분야에서 ATLAS는 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세계의 핵심 열

수력 안 연구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OECD에서 2007년  발행한 보고서, “Nuclear 

Safety Research in OECD Countries: Support Facilities for Existing and Advanced 

Reactors (SFEAR) (NEA# 06158)"에서 다른 형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과 동일한 비

으로 소개됨으로써,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6.2와 3.6.3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시하여 보여 다.

한편, ATLAS에 한 국내 홍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주 하여 매년 개최되는 원자력 안 해석 심포지

엄(원자력 안  문가 200-300명 참가)에서 ATLAS 사업 진행 황과 활

용 계획 발표(2005년 6월, 2006년 6월)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과 함께 주 하여 연 2회 개최하는 CAMP/MUG 워크

샵에서 ATLAS 진행 내용을 지속 으로 발표 (2005년 6월, 11월, 2006년 6

월, 12월)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주 한 APR1400 워크샵에서 ATLAS 사업, 설계 특

성  활용 방안 상세 소개

- 국내 원자력 산업  기술 동향을 다루는 “원자력 산업”지에 열수력 실험  

평가기술 련 논문 2차례 기고

- 열수력 안 연구 련 팜 렛 제작, 배포

한 련 인사들이 희망할 경우 시설 방문을 극 으로 수용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착수된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 NuTech-2015 사

업의 기획 과정에서 ATLAS 시설의 활용이 극 반 될 수 있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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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ATLAS의 중단기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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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NEA(2007) 보고서에서의 Critical Facility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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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NEA(2007) 보고서의 열수력 분야 핵심시설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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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OECD-ROSA 국제 공동연구 참여 

OECD-ROSA 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연구기간: 2005. 4. 1 - 2009. 3. 31 (4년)

- 총 연 구 비: US $4,200,000/4년 

- 참여국(기 ): 총 13개국( 벨기에(AVN), 체코(NRI), 핀란드(VTT), 랑

스(IRSN, EdF),독일(GRS), 헝가리(KFKI), 일본(JAERI), 스페인(CSN), 

스웨덴(SK), 스 스(PSI), 국(HSE), 미국(USNRC))

- 한국측 분담 : US$90,000/4년 (총연구비의 약 2.1%)

- 2005년도 분담 : US$23,000

이 로젝트가 OECD/NEA에 의해 착수된 배경과 목 은 다음과 같다.

- 재의 일차원 열수력 안 해석 코드는 계통 내부에 비응축성 가스가 존

재하거나 단상  다상유동 조건에서의 복잡한 다차원 열수력 상을 모

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가 인 실험

과 코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최근 인허가의 용도로 최  안 해석 방법론이 보수  안 해석 방법론

을 차로 체하고 있으며, 완 한 체를 해서는 최  안 해석코드

에 사용된 열수력 해석 모델  방법론의 검증과 정량화가 필요하다.

- 지 까지 세계 으로 많은 열수력 실험장치들이 건설되어 열수력 실험데

이터를 생산했으나, 다차원 해석 모델과 방법론을 검증하기에는 실험데

이터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 OECD/NEA는 이와 같이 경수로의 열수력 안 안을 해결하기 하여, 

일본 JAERI에서 보유하고 있는 ROST/LSTF 실험장치를 이용한 연구를 

OECD-ROSA 과제로 명명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 다.

- OECD-ROSA 과제는 가압경수로의 설계기 사고(DBEs)나 설계기

과사고(bDBEs)시에 발생할 복잡한 다차원 열수력 상의 모델 개발과 해

석모델의 검증에 을 두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OECD-ROSA 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열수력 실증실험  코드 검증 분야의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OECD-ROSA 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진기술을 효과 으로 획득하고, 가

압경수로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의 연구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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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A/LSTF의 운  체계를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ATLAS의 효율  

운 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이 로그램을 주 하는 OECD/NEA는 그동안 수많은 국제 력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수행기 인 일본 JAERI( 재는 JAEA)는 출력 10MW, 높이 1/1, 체 비 1/48인 

세계 최  규모의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인 LSTF(Large Scale Test Facility)를 보

유하고 있으며, SB-LOCA  다양한 과도 상에 하여 약 180여회의 다양한 종합효

과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한 ATLAS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  과정에서도 극

인 지원을 보내옴으로써, 결정 인 도움이 되었다.

OECD-ROSA 로젝트를 통한 연도별 실험 계획은 그림 2.2.1에 요약하여 제시한 

바 있다. 표 3.7.1은 연구 내용에 따른 연도별 산액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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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산 분배액

주요연구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 안 주입시의 열성층 상 370 330 180 0 0 880

- Water hammer와 같은 불안정 열

수력 상
  0 270 90 0 0 360

- 고출력 자연순환 상  50 50 180 180 0 460

- 과열증기의 자연순환 상   0 50 390 180 180 800

- 이차계통 감압시의 일차계통 냉각   0 310 180 0 0 490

- 안 안(원자로용기 단 LOCA, 

  LBLOCA시의 증기응축 상)
440 0 0 660 0 1,100

- 운   실험결과 보고서 작성  20  20 20 20 30 110

계 880 1,030 1,040 1,040 210 4,200

(단위 :U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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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표 4.1.1은 본 과제의 3단계 목표 달성도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ATLAS 실험장치 공

- 기기  계통 성능, 계측성능, 제어시스템 등의 목표 성능을 충분히 확보한 

세계 인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을 성공 으로 구축하고 시운 을 완료

하 다. 

- 장치의 성능은 시운 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시운  단계에서 확인된 미비

은 동계 검기간('06.12-'07.02)에 종합 으로 보완하 다. 

- 단, ATLAS 제작 설치 완료가 단계 착수시 계획보다 지연되었는데, 핵심

인 원인은 2005년 5월 주기기 제작완료 후 수압시험 단계에서 랜지 결함

이 발견되어 해결 방안 수립  이행에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 ATLAS 이용 1단계 실험

- ATLAS 제작,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1단계 실험은 자연순환  소형 냉각재 상

실사고에 해서만 이루어졌다.

- 자연순환 실험: 2차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심 출력을 0.5 MW  

1 MW, 1.5 MW로 변화시키며 유동변수 측정하여 압력 손실 특성, 냉각재 

회로간 칭성, 계측  제어 성능 등을 확인하 다.

-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실험: APR1400의 3" 온  단에 상응하는 실험

(ATLAS 단노즐 내경: 5 mm)을 수행하여, 사고 모의 성능, 계측 성능, 

MARS 해석과의 유사성 등을 확인하 다.

○ ATLAS 운 기술  체계 확립

- 품질 리체계 개발  용: 연구과제로서는 최 로 본격 인 품질보증체

계를 용하 다.

- 핵심 시나리오 비해석  실험요건 설정: 형냉각재상실, DVI  단, 

주증기  단 사고에 한 비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가지 핵

심 시나리오에 한 실험 요건  차 개발, 3" 온  단사고 비해석 

 시험 요건/ 차 개발 등을 수행하 다. 한, APR1400 표 설계인가 조

건사항 련 LBLOCA 실험 요건  차(Parametric Test + Integral Test)

를 구체화하 다.

- ATLAS 운  조직 구성  운 : 2006년  "장치 구축 조직"에서 "장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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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으로 변경하여 장치 운 이 효과 으로 수행되도록 하 다.

- 기술 문서 생산: 다수의 장치 련 기술보고서  설계 문서 생산하 으며,  

일부 기술문서  설계 자료는 요청하는 련 기 에 이미 제공하 다.

○ ATLAS 활용체계 확보

- 아틀라스 표 문제 평가(ASP) 추진: 국내기 이 참여하는 표  문제 평가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OECD 국제표 문제 평가 로그램을 비 이다.

- 아틀라스 이용 로젝트 확보: 향후 약 5년간 수행될 다음 실험 로젝트를 

확보했거나 확정 단계이다.

․ 과기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APR1400/OPR1000 핵심사고 열수력종합

효과실험": APR1400 인허가 조건사항 종결  규제코드 종합평가실험

․ 산자부 NuTech-2015 "원  설계 핵심코드 개발": 코드 종합 평가실험

․ 산자부 NuTech-2015 "APR+ 기술 개발": 피동계통 검증실험 등

- 국제 홍보를 통한 상 강화: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국제학술 회

(NURETH, ICAPP, NTHAS, KAIF/KNS, 한 워크샵 등), OECD/NEA의 

열수력/ 사고 Working Group GAMA, GAMA 의장 등 다수의 문가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 으며, 그 결과 최근 OECD 발행 문서에 ATLAS가 

핵심 시설로 소개되었다.

- 국내 홍보: 학술 회, 워크샵, 원자력산업지 게재, 문가 방문 등을 활용하

여 극 으로 홍보하 으며, 그 결과 련 기   문가들에게 잘 알려

지게 되었으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련 산업체  규제기 의 연구계

획 수립시 극 으로 반 되고 있다. 

  종합 으로 단할 때 주기기 제작 과정의 문제  발견으로 공 일정이 당  정

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당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세계  성능의 실험장치가 성공

으로 구축되었고, 운 체계가 합리 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향후 5년간의 활용 계획

이 이미 확보됨으로써, 실험장치 활용성에 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구축 기간 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 인 산  사업 리를 통해 당

의 산 범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본 과제의 가장 큰 기여는 ATLAS 실험 시설의 성공 인 구축을 통해 선진국 수 의 열

수력 안 성 검증 체계를 확보한 이다.  이를 통해 독자 인 안  해석 코드 개발  신형 

원자로 개발을 한 실증 실험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ATLAS가 구축되자마자 활발한 이용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이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신고리 3,4호기로 건설 추진 

인 APR1400의 인허가 안을 실증 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원 에

서 새로운 안  안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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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 국내 완  기술 체계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원자력 기술  랜크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과제를 통해 본격 으로 추진된 실험 QA는 향후 수행될 열수력 안  연구 

 타 연구과제로의 QA 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장치 구축 과정에서 개발된 계측 기술도 다른 연구 분야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으

며, 특히 새롭게 개발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 유량계는 여러 연구 과제에서 활용되

는 한편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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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제3단계 세부 연구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공

- ATLAS 실험장치 제작  설치 완료

- ATLAS 실험장치 시운  완료: 단

기기 작동시험, 단 계통 성능 시험, 

장치 가열/냉각시험, 정상운 시 특성

시험 등

40 100

ATLAS 이용 제1단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 자연순환 실험 2회 수행

- 3“ 냉각재상실사고실험 1회 수행

- 형 냉각재상실사고 재 수 실험 착수

30 80

ATLAS 운  기술  

체계 확립

- 품질 리체계 구축

- 핵심 시나리오 비해석  시험요건 설정

- 운  조직 구성  운

- ATLAS 련 기술문서 생산

15 100

ATLAS 활용체계 

확보

- 아틀라스 표 문제 평가 추진( 의체 

구성)

- 아틀라스 활용 로젝트 확보

- 국내외 홍보를 통한 상 강화

15 120

총계
5)

100 97



- 156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구축된 ATLAS 실험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축하고 있는 원자력발 소 안

성 종합 검증체계의 핵심을 이루며 기본 으로 다음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 APR1400의 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안 주입수 거동에 한 실증  

평가 자료 확보를 통해 안  안 해소에 기여

- LBLOCA 재 수시 강수 과 노심의 상호 작용

- 강수  비등 상이 재 수에 미치는 향 

○ APR1400  KSNP 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해석코드 평가/검증에 기여

- MARS 코드 검증  개선

- 산업체 설계/해석코드 국산화  지원 

- 규제검증 코드 평가  개선

○ 원  설계 개선  신형원  개발, 운   사고 리 최 화 지원

- APR1400와 KSNP 설계 개선  운 조건 변경시 검증실험 수행

- 신형 가압경수로 개발을 한 검증 실험 

- 운 차서 개발  사고 리계획 수립/검증을 한 실험 수행

- 가동  원  열수력 안 안 발생시 모의실험을 통한 거동 규명  코드 

측 성능 평가

○ 세계  열수력 실험시설로서 국제 력 로그램 수행

  단기 활용 계획은 그림 3.6.1에 시하 듯이, 신고리 3,4호기 건설과 운영 인허가

를 위한 현안 해소,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의 규제검증코드화 지원, 산

업체의 원전설계 핵심 코드 개발 지원, 그리고 APR1400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을 책임질 후속 원전 개발 지원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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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ATLAS 실험장치의 기본 실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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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본 연구 과정에서는 열수력 실험  원자력 안 과 련한 다수의 해외 과학기술 정

보가 수집되었다.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OECD/NEA의 Working Group GAMA 회의 자료

- 2006년 9월  2006년 9월 개최된 정기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련 자료를 확보

하 으며, 목록은 부록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수된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 연구센터에 보 되어 있으며, 일부

는 출장보고서 형태로 도서 에도 제출되었다.

○ OECD-ROSA 로젝트 회의 자료

- 매년 두 차례씩 로젝트 Program Review Group Meeting (PRG)  

Management Board (MB)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실험 계획, 비 평가, 결과 분

석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 한 실험 데이터가 Quick Look Report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어 보

하고 있다.

○ LSTF 방문 연구 자료 

- 일본 JAERI/LSTF PV Upper Head SBLOCA 실험 방문연구 수행(2005.05.25～

06.23)

       - 방문연구 결과는 출장보고서(KAERI/OT-1462/2005)로 작성되어 도서 에 제출

되었음. 

○ 국외 문가 방문자료

    (1) M. Ishii : 

      - 미국 Purdue 학 Mamoru Ishii 교수 빙하여 2가지 주제에 해 세미나

를 개최하고 IAT 기술 황  ATLAS 운  방법에 한 기술 자문 수행 

(2006. 2.6 ～ 2006. 2.9) 

      - 세미나 주제 1 : “Three Level Scaling Method for PUMA and 

Application to SBWR200 Safety Study” 

      - 세미나 주제 2 :  “Characterization of Two-phase Flow Interfacial 

Structures by New Approaches” 

      - 세미나 발표 자료  자문 자료는 별도의 메모로 정리하여 보

    (2) Yassin Hassan :

      - 미국 Univ. Texas A&M의 Yassin HASSAN 교수를 빙하여 세미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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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술 자문 수행함. (2006. 12.6)

      - 세미나 주제 : Drag Reduction via Microbubble Injection into            

Boundary Layer of Channel Flows 

      - 세미나 발표 자료  자문 자료는 메모형태로 정리하여 보    

    (3) Ivan Toth : 

      - OECD/NEA의 열수력/ 사고분야 Working Group인 GAMA(Working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의 의장인 헝가리 

KFKI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Mr. Ivan TOTH 을 모시고 세

미나 개최  기술 자문 수행 (2007. 1. 17 ～ 2007. 1.19)

      - 세미나 주제 1 : 헝가리 원자력 황  열수력 연구

      - 세미나 주제 2 : Overview of OECD GAMA Work

      - 세미나 발표 자료  자문 자료는 메모형태로 정리하여 보   

○ 국제 학술 회 참가 자료

    (1) ICAPP 2005 : (2005.5.15～5.19)

      - 한민국 서울(Seoul)에서 개최된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ICAPP)에 참석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서 이루어진 성과를 발표하고, 원자력연구동향을 악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2) ICONE-13 : (2005.5.16～5.20)

      - 국 북경(Beijing)에서 개최된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ICONE-14)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원자력연구동향

을  기술수 을 악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3) NURETH-11 : (2005.10.2～10.6)

      - 랑스 아비뇽(Avignon)에서 개최된 제 11회 원자력 열수력 국제학술 회

인 NURETH에 참석하여 열수력 연구 황을 악하고, ATLAS실험, 

사고, 노심 열수력, MARS 코드 개발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원자력 열

수력 연구개발 동향 자료를 수집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4) ICAPP 2006 : (2006.6.4～6.8)

      - 미국 리노(Reno)에서 개최된 2006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ICAPP)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원자력연

구동향을  기술수 을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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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5) ICONE-14 : (2006.7.17～7.20)

      - 미국 마이애미(Miami)에서 개최된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ICONE-14)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원자력

연구동향을  기술수 을 악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6) ASME PVP : (2006.7.23～7.27)

      -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서 개최된 Thermal Hydaulic Interactions 

with Vessels, Piping, & Components (PVP) 참석하여 FIV 련 연구논문

을 발표하고, 유체와 구조물간의 상호 작용 연구 동향을 악하고 련 자

료를 수집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7) IHTC-13 : (2006.8.13～8.18)

      - 호주 시드니(Sydney)에서 개최된 13th International Heat Transfer 

Conference (IHTC-13)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열 달 국제 연구

개발 동향을 악하고 자료를 수집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8) NTHAS-5 : (2006.11.26～11.29)

      - 한민국 제주에서 개최된 제 5회 한-일 열수력 안  심포지움에 

(NTHAS-5)에 참석하여 국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연구동향을 악하고 자료를 수집함. 

      - 학술회의 논문집을 CD형태로 수집하여 도서 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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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TLAS 실험장치 측정 방법론

ATLAS 실험장치에 용된 측정 방법론은 기술보고서 KAERI/TR-3336/2007[윤

병조 외, 2007년]에 상세하게 기술하 다.  측정 방법은 실험 결과의 신뢰성 에

서 매우 요하므로 본 부록에 핵심 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개

 

ATLAS 실험 장치에는 계통에서 나타나는 주요 열수력 상을 측정하고 분석하

기 해 총 1,300여개의 계측기기가 설비되었다. 계측기기의 설계와 배치는 기 도출

된 계측 요건에 근거하 으며, 외국의 유사 실험장치들의 측정계통을 참고하고, 오

늘날 이용 가능한 상용, 비상용 계측기기에 한 기술 , 경제  검토를 거처 선정

하 다. 

계측변수는 계측기에서 직  측정되어 공학  단 로 변환되는 1차 측정변수, 1

차 측정변수와 증기표 등 비교  단순한 수학 , 물리  방정식을 사용하여 간

으로 공학 인 변수로 변환하는 2차 측정변수, 그리고 2개 이상의 1차 측정변수를 

조합하여 도출되는 3차 측정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계측계통에서 측정되거나 

계산될 변수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측정변수 (Direct Measurements)

- Absolute Pressure

- Differential Pressure 

- Temperature

- Volumetric Flow Rate

- Void Fraction

- Mass Flow Rate : Coriollis meter

2차 측정변수 (Simple Computed Parameters)

- Collapsed Water Level

- Pressure Drop

- Mass Flow Rates 

- Degree of Inlet Sub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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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 Heat Loss Rates

3차 측정변수 (Complex Computed Parameters)

- Break Flow Rates 

- Flow and Thermodynamic Quality of Break Flow

- Steam Condensation Rates

실험장치에 사용되는 계측기기  정립된 측정 방법론은 오차 분석을 통해 합

성을 확인할 수 있다. ATLAS 실험장치의 오차 분석은 root-mean-square(RMS)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때 random 오차율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ATLAS 실험장치에서 수행될 실험이 과도상태 유동 조건에서 이루어져 반복 실험

데이터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 오차분석에 사용된 실험조건 등은 실험장치 설계변수 값을 사용하 으나, 

필요시 한 가정을 도입하여 수행하 다. 오차분석에 용된 일반 인 오차분석 

식은 오차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종속 측정 변수 P에 하여 독립 계측 변수 v i  

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4,5]. 

Up =  ∑
n

i=1
(

∂P
∂v i

∂v i )
2  (A1.1)

비 오차 분석에 사용된 주요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Span: 계측기기에서 측정 가능한 최  최소 범

- FS(Full Scale): 실제 실험에 해 용되는 교정이 이루어진 계측기기의 최  

측정 범

- Reading: 계측 값

2. 정압(Absolute Pressure) 측정

계통의 압력 는 압력 분포를 얻기 해 정압계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계측기는 

SMART 타입의 계측기로 40:1(KDG 4301 Series) 는 100:1-200:1(Rosemount 

3051 series)의 가변 측정 역을 가지며, 사용이 상되는 최  범 를 입력한 후 

압력 교정계를 이용하여 교정한 후 사용한다.  

압력 보정은 정교한 압력 교정기에 장착된 가압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압하며, 압

력 범 의 0%, 25%, 50%, 75%, 100%에서 교정을 수행하고, 교정이 완료되면 동일

한 범 에서 감압하며 교정을 수행한다. 가압과 감압 과정에서 기록된 교정 값이 

계측기기의 오차 범 를 벗어나면 원인을 규명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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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교환한다. 압력계의 교정은 1년 주기로 수행될 정이다. 본 계측기의 최소 시

간 시상수는 50 msec이며, 압력 범 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임의의 값으로 입력될 

수 있다. ATLAS 실험에서는 시상수는 450 msec로 입력되었다.

계통에 설치된 압력 탭의 직경은 3 mm이고, 후단부에 도압  연결 노즐을 설치

하여 압력 도 을 연결한다. 일반 으로 압력 도 의 직경은 설치하고자 하는 유체

의 도  도압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ATLAS 장치와 같이 물/증기의 단상  

2상 유동이 상되고 배 의 길이가 40m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압력 도 의 최소 

직경은 1/4“이다. 본 실험에서는 압력도 이 2상유동에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압  직경을 3/8“로 결정하 다. 

압력 도 은 계통에서 2상유동이 발생할 경우 도압  내부로의 기포 유입을 방지

하기 해 계통으로부터 1 in/ft의 하향 경사도를 갖게 설치한다(그림 A2.1 참조). 

그러나 도압 이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의 환형 을 통하여 일차계통 유체에 

노출되는 경우 계통에 인 한 압력 도  외벽을 냉각시킬 목 으로 별도의 냉각 장

치가 설치되었다. 

그림 A2.1 정압계(PT) 설치 개념도

ATLAS 데이터 취득(DAS)장치의 입출력 단자 에는 계측기에 송되는 류 

신호를 압으로 변환하는 고정  항이 장착되었다. 따라서, 압력계에서 DAS로 

입력되는 신호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4-20mA 류 형태로 직  입력되며, 이때 

측정된 류신호는 다음의 1차식에 의해 공학  압력단 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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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1)

여기서 

p  :  측정된 압력값

pH  :   에서의 압력 값

p L  :   에서의 압력 값

  : 측정된 류 값

  :  최  류 출력값(20 mA)

  :  최소 류 출력값(4 mA)

그림 A2.2 정압계(PT) 신호 획득 구성도

식 (A2.1)의 압력 계측 값은 계측기에서 계측된 값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유로 

는 계통에서의 압력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압력 도 의 높이를 보정해야 한다.

     p o= p-ρ
cgh c  (A2.2)

여기서

p o  :   측정단면에서의 압력 계측 값

ρ
c
 :   압력 도  내 유체의 도

h c  :   압력계 감지부와 압력 탭 사이의 거리

계측기에서 계측된 압력/차압 값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A2.3)

여기서

UT  : 압력 transmitter 오차

            KDG - 0.1% of FS

            Rosemount - 0.025%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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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void   : 압력라인으로의 기포유입에 의한 오차( hc오차 포함) 

  : ADC의 류 압 변환 항 오차(0.025% of Span)

U I/O    : I/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A2.3)을 이용하여 정압계의 오차를 계산할 때 압력라인 내 기포 유입에 의한  

오차는 무시될 수 있다. 이는 정압계의 압력 측정 범 가 통상 압력 라인의 기포 

유입에 의한 오차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식 (A2.3)에 의한 정압계의 상 측정오

차는 KDG사의 압력계는 0.1% FS, Rosemount 압력계는 0.037% FS.이다.

3. 차압(Differential Pressure)

실험장치 내의 계통 압력분포, 압력강하 분포, 기포율, 계통 내의 수   냉각수 

부피 정보를 얻기 해 차압계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계측기는 정압계와 동일하게 

40:1의 가변 측정 역을 가지는 KDG 4301, 그리고 100:1-200:1의 가변 측정 역을 

가지는 Rosemount 3051 series 차압계로 정압계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차압계의 교정, 유지 보수 그리고 압력도 의 설치는 정압계와 동일한 차와 설

계에 의해 수행된다. 그림 A3.1은 차압계의 압력도  설치개념을, 그림 A3.2는 신호

처리 계통이 도시되었다. 그림 A3.2에서와 같이 DAS로 입력되는 류 신호는 다음

의 1차식에 의해 공학  압력 단 로 변환된다.

  

  
⋅                (A3.1)

여기서 

p  :  측정된 압력값

pH  :   에서의 압력 값

p L  :   에서의 압력 값

  : 측정된 류 값

  :  최  류 출력 값(20 mA)

  :  최소 류 출력 값(4 mA)

식 (A3.1)에서 얻어진 차압 계측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압력 도 의 높이를 보정하

여야 계통의 압력 탭이 설치된 두 지 간의 차압 값으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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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1 차압계(DP) 설치 개념도

그림 A3.2 차압계(DP) 신호 획득 구성도

     Δpo=Δp-ρ
cgΔhc  (A3.2)

여기서

Δp o (=p 1-p 2)  :   측정단면에서의 압력 계측 값

ρ
c
 :   압력 도  내 유체의 도

Δhc (=hc,1-hc,2)  :  압력 탭간의 거리

계측기에서 계측된 압력/차압 값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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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3.3)

여기서

UT  : 차압 transmitter 오차

         KDG - 0.1% of FS

         Rosemount - 0.025% of FS

U void   : 압력라인 기포유입에 의한 추정 오차(2cm)

   : ADC의 류 압 변환 항 오차(0.025% of Span)

U I/O   : I/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A3.3)을 이용하여 측정된 차압의 오차를 계산할 때 압력 배  내 기포 유입

에 의한 측정 오차는 도압  직경  도압 의 설치 구배를 고려하여 2 cm로 가정

하 다. 압력 배  내 기포 유입이 없을 경우 차압 측정값의 오차는 정압계와 동일

하게 KDG사의 차압계는 0.1% FS, Rosemount 차압계는 0.037% FS이다. 그러나 

기포 유입 고려시 오차가 커지며, 그림 A3.3은 압력도 에 기포 유입에 의해 2 cm

의 수두 오차가 발생한 경우의 측정 오차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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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3 차압 측정값 예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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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 측정

ATLAS 장치 내의 온도는 K타입 비 지(un-ground)형 열 에 의해 측정된다. 

부분의 열 는 유로 내 유체의 온도계측을 해 설치되었으나, 일부의 열

는 노심 열기, 증기 발생기 U-tube 표면 온도 그리고 계통 벽면의 표면 온도를 

계측하는데 사용된다. 계통에 설치된 열 의 직경은 다음과 같다.

- 유체 온도 측정용 : 직경 1.6 mm

- 일차계통 원자로 노심내 유체 온도 측정 : 직경 1.0 mm

- Wall 표면 온도 측정용 : 직경 1.6 mm

- U-tube 표면 온도 측정용 : 직경 1.6 mm

- 노심 열기 표면 온도 측정용 : 직경 0.5 mm

사용된 열 가 물 온도 측정에 사용될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열 의 시간 

시상수는 100 msec 이하이다. 열 는 구매시 제작자에 의해 0oC, 100oC, 200oC, 

300oC에서 교정이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교정지와 함께 공 되었다. 매 실험 에 

기 온도 값의 계측을 통하여 열 의 건 성 유무를 단하게 된다. 

기본 으로 배 에 설치된 열 는 감지부를 배  심에 치시킨다. 그러나 

용기에 설치되는 경우 용기 직경이 250 mm 이하인 경우 용기 심에, 그보다 큰 

직경의 용기는 벽면에서 30 mm 깊이에 설치하 다. 고속의 2상유동이 발생되는 일

차계통 온  내에서 증기  물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열 는 열 의 건 성

을 해 내벽면에서 10 mm 깊이에 설치하 다. 각 열 는 지지용 튜 에 의해 

지지되어 유동으로 부터 기계  건 성이 보장되도록 하 다.

열 에서 온도에 따라 발생된 mV 크기를 갖는 기 력은 DAS로 직  입력된

다. ATLAS에 사용된 DAS의 입력 단에는 반도체로 제작된 CJC(Cold Junction 

Compensation)용 온도계가 장착되어 온도 환산시 기의  온도 값 보정에 사

용된다.  신호처리 구성도는 그림 A4.1에 도시되었다. 이러한 온도 측정 계통의 측

정 오차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      (A4.1)

여기서

UTC    : 열  오차( ±0.4% of Reading)

UCW    : 온도 보상도선 오차 (±1.5K)

U RT
   : 기  온도 오차 (±0.5K)

U I/O    : I/O interface 오차(0.04% of FS)

UADC    : ADC 변환 오차(0.015%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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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에는 열 의 계측 오차가 도시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DAS로 직  

입력되는 열  최  측정 범 가 400
0
C인 열 의  최  측정 오차는 ±2.26 

K이다. 노심 가열  표면에 설치된 열 는 측정 범 가 -20～1300 
o
C로 최  측

정 오차는 ±5.47 K이다.

 열 의 계측오차는  상당 부분은 온도 보상 도선의 오차에서 기인하며, 이러

한 오차는 열  온도 보상도선  신호처리계통에 한 정교한 교정 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그림 A4.1 열  신호 획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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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상 체 유량  질량유량 측정

ATLAS 주요 계통에서 유량을 측정하기 해 Vortex Meter, Turbine Meter, 

Coriollis Meter  자체 개발된 평균 양방향 유동튜 (Averaging Bidirectional 

Flow Tube) 유량계 등이 설치되었다. 각 계측기는 계측기 구매 시 제작자에 의해 

요구된 사용 범 에서 보정되어 교정지와 함께 공 되었다. 각 계측기별 계측법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Vortex Meter

Vortex Meter는 증기  N2 개스의 유량 측정에 사용된다. Vortex Meter에서 측

정되는 값은 체 유량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5.1)

여기서 

 Qg  : 측정된 증기/개스의 체 속도(m
3
/s)

QgH   : 에서의 증기/개스의 체 유량

QgL   : 에서의 증기/개스의 체 유량

   : 측정된 압 값

    :  최  류 출력 값

   :  최소 류 출력 값

이때, 체 유량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 
 

 
   (A5.2)

여기서

UT  :  vortex meter 오차(1.0% of Reading)

  :  ADC의 류 압 변환 항 오차(0.025% of FS)

U I/O    : I/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A5.2)에 의해 계산된 체 유량의 추정 오차는 측정된 값의 1.0%이다.

질량유량은 체 유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g =  ρ
g⋅Qg  (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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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g =  

p
RT

 (A5.4)

최종 으로 계측기에서 계측된 증기/개스의 질량유량 오차는 다음과 같다.

  
Uwg
wg

 =  ± (
UQg
Qg

) 2+(
Up
p

) 2+(
UT
T

) 2  (A5.5)

식 (A5.5)를 이용하여 증기/개스 질량유량의 오차를 계산하면 최  오차는 Full 

scale 값의 1.16%가 발생된다.

나. Turbine Meter

Turbine Meter는 물이 주입되는 배 에 설치되었으며, Vortex meter와 같이 체

유량의 측정에 사용된다. 측정된 값을 공학  단 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A5.6)

여기서 

 Qf  : 측정된 유체의 체 속도(m
3
/s)

QfH   : 에서의 유체의 체 유량

QfL   : 에서의 유체의 체 유량

    : 측정된 압 값

   : 최  류 출력 값

   :  최소 류 출력 값

이때, 체 유량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U ΔQ f= ± U 2
turbine+U

2
Isolator+U

2
I/O+U

2
ADC

  (A5.7)

여기서

UT  : turbine meter 오차(0.25% of Reading)

     :  ADC의 류 압 변환 항 오차(0.025% of FS)

U I/O   : I/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A5.7)에 의하면 Turbine meter의 체 유량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0.37 %로 

상된다.

질량유량은 측정된 체 유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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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 = ρ
f⋅Qf  (A5.8)

   최종 으로 계측기에서 계측된 질량유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Uwf
w f

 =  ± (
UQf
Q f

) 2+(
U ρ

f

ρ
f

) 2  (A5.9)

이때, 물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U ρ

f

ρ
f

 = ± { (
∂ρ
f

∂T
ΔT)

2
p+(

∂ρ
f

∂p
Δp)2T}/ρ2

f
 (A5.10)

물의 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나 압력에 의한 도 변화가 작아 온도만의 함수

로 표시된 다음의 Goldhammer 상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다음 식은 1-2%의 

오차범 에서 물의 도를 측할 수 있다.

ρ
f= ρ

b(
Tc-Tf
T c-270.93

) 1/4  (A5.11)

ρ
b
 : density at 15.6

o
C, 101.325 kPa 

Tc  : critical temperature(374
o
C)

식 (A5.11)을 식 (A5.10)에 용하면 (A5.9)는 최종 으로 다음과 같아진다.

      
Uwf
w f

 =  ± (
UQf
Q f

) 2+(
-U Tf

4(Tc-Tf)
) 2  (A5.12)

유체온도를 포화 온도로 가정하고 압력에 따른 질량유량의 최 오차를 계산하면 그

림 A5.1과 같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U
nc

er
ta

in
ty

 o
f  

W
f-T

ur
bi

ne
 M

et
er

(%
)

System Pressure(bars)

그림 A5.1 Turbine 유량계  질량 유량 예상 최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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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riolis Meter

Coriolis meter는 질량유량을 직  측정하는 계측기기로 200oC 이하의 , 온에

서 사용되며, 범 한 계측 역에서 정확한 질량유량을 계측할 수 있다. ATLAS

에서는 단 계통의 격납 용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응축을 목 으로 설치된 살수 계

통에 Micro Motion사에서 공 하는 CMF200 Coriolis 유량계가 장착되었다. 측정된 

값을 공학  질량유량 단 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A5.13)

여기서 

wf  : 측정된 유체의 질량유량(kg/s)

wfH   : 에서의 유체의 질량유량

wfL   : 에서의 유체의 질량유량

  : 측정된 압 값

  :  최  압 출력 값

  :  최소 압 출력 값

이때, 질량유량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 
 

 
  (A5.14)

여기서

U Coriollis  : Coriolis meter 오차(공 업체 제공)

 0.11 % of reading(1:1 of total flow rate) 

 0.15 % of reading(up to 10:1 of total flow rate)

 0.2 % of reading(up to 20:1 of total flow rate)

 0.6  % of reading(up to 100:1 of total flow rate)

 2.6  % of reading(up to 500:1 of total flow rate)

     :  ADC의 류 압 변환 항 오차(0.025% of FS)

U I/O  : I/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신호처리기 등의 계측오차가 포함된 Coriolis 질량유량계의 측정오차는 다음과 같

으며, 그림 A5.2에 도시되었다.

±0.11 % of reading(1:1 of total flow rate) 

±0.3 % of reading(up to 10:1 of total flow rate)

±0.58 % of reading(up to 20:1 of total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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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of reading(up to 100:1 of total flow rate)

±13.8  % of reading(up to 500:1 of total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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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2 Coriolis 질량유량계 상오차

그림 A5.3 유량계 신호 획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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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각재 수 (Collapsed Water Level)

ATLAS 장치의 1, 2차 계통  각종 탱크에서의 수 는 차압계로 측정된다. 측

정된 차압으로부터 냉각재 수 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h = 
Δp/g-H(ρ g-ρ

c)

(ρ f-ρ
g)

 (A6.1)

여기서 

h  : 수 (m)

Δp(=p 1-p 2)  : 압력 측정값(Pa)

H(= h 1-h 2)  : 압  고압 압력 탭의 높이 차(m)

ρ
g
 : 증기 도(kg/m3)

ρ
f
 : 물 도(kg/m3)

ρ
c
 : 압력라인의 물의 도(kg/m3)

이때, 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Uh =  ±( (
U Δp

g(ρ f-ρ
g)

) 2+(
(ρ g-ρ

c)UH
(ρ f-ρ

g)
) 2

       +(
Δp/g-H(ρ g-ρ

c)

(ρ f-ρ
g)

2 U ρ
f
)
2
+(

Δp/g-H(ρ g-ρ
c)

(ρ f-ρ
g)

2 U ρ
g
)
2)

0.5

 (A6.2)

식 (A6.2)에서와 같이 수  계측오차는 압력 측정값의 오차, 압력 탭 간 높이 측정

오차 그리고 물  증기의 도 계측 오차에 의해 발생된다. 오차 분석을 해서 

압력 탭 간의 높이 측정오차는 1%, 도압  내의 기포유입에 의한 오차는 2 cm로 

가정하 으며, 차압계 압력 배 의 물의 도 계산을 해 물의 온도는 40
ㅇ
C로 가

정하 다. 오차분석 결과는 그림 A6.1에 도시하 다.

수  측정을 해 설치된 차압계의 압력 도 이 계통 내에 삽입되어 1차 계통 유

체와 하는 경우, 감압이 발생되는 사고 모의 시에 계통의 감압에 따라 도압  

내의 유체 온도가 포화 온도에 도달되어 기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포 발생

은 수  계측기의 계측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기포 발생에 따른 오차 증가를 정량 으로 고찰하고 ATLAS 도압 에 용한 

기포 생성 방지용 냉각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최  해석 계산 코드인 

MARS를 이용하여 압력 도 에 한 수치 모의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압력 

도 이 공기 자연 류에 의해서만 냉각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생기지만, 압

력도  수평부에 수냉각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비교  정확한 차압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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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ATLAS 실험 장치의 원자로 노심부 및 증기 발생기 U-tube등과 

같이 차압 도관이 계통 내로 관통하여 삽입된 도압관에 냉각 장치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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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1 냉각재 수위 예상 계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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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1 수평관에서 

각도에 따른 수위 관계

7. 차압계에 의한 기공률(Void Fraction) 계측

가. 수직  기공률

원자로 용기  가압기 등 ATLAS 실험장치 1차 계통에 설치된 부분의 차압

계는 기공률 측정에 사용된다.  수직 에 설치된 차압계에서 얻어진 수 를 기공률

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α=1-
h
H

 (A7.1)

여기서 

h  : 수 (m)

H  : 압  고압 압력 탭의 높이 차(m)

이때, 기공률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U α = ± (
h

H
2

ΔH) 2+(-
1
H

Δh) 2  (A7.2)

식 (2.25)에 의한 기공률 계측 오차는 그림 A6.1의 수  측정 오차와 동일하다.

나. 수평 배  기공률

ATLAS의 고온   온  등 원자로 1차 계통 

배 은 수평배 이다. 수평 에서는 수 에 따른 배

 단면 의 변화로 인해 측정된 수 로부터 수평배

의 기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수평

배 에서의 기공률은 수평배 의 기하학  형상  

수  정보로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θ는 

그림 A7.1에 정의되었다.

     α π = θ-sinθcosθ   (A7.3)

식(A7.3)을 이용하여 기공률을 배  직경 비 수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α =  
1
π [ cos

-1
(
2Hl
D

-1)-(
2Hl
D

-1) sin (cos
-1

(
2Hl
D

-1))]  (A7.4)

이때, 기공률의 오차는 다음 식들에 의해 얻어진다.

U α= (
dα

d (Hl/D )
U (Hl /D))

2  (A7.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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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α

d (Hl/D )
=

-2
π [2

Hl
D

(1-
Hl
D

)+ sin cos -1(2
Hl
D

-1)]  (A7.6)

 U (Hl /D)
= (

1
D

ΔHl)
2+(

-Hl

D 2
ΔD) 2  (A7.7)

그림 A7.2에는 내경이 15cm인 수평배 에서 측정된 차압 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되

는 기공률의 상 오차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공률이 낮아지면 오차의 

값이 작아진다. 그림 A7.2(a)는 압력도  내에 기포가 유입되거나 생성되어 압

력 도  내에 2cm의 수  오차가 유발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이고, 그림 A7.2(b)는 

기포 유입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기공률의 오차는 부분 압력 도 의 기포 

유입/생성에 의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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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압력도관내 기포유입을 무시한 경우

그림 A7.2 수평 에서 수  계측법에 의한 기포율 환산 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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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격납용기 계통 단 유량 계측

가. 기본 개념

ATLAS 실험장치의 단부에서 방출되는 단 유량은 기본 으로 격납용기에 

설치된 증기 유량계, Coriolis 유량계  자 울에 의해 계측된다. 그림 A8.1은 

단 유량 측정을 해 격납용기 계통에 설치된 계측기기 배치도이다. 

격납용기 계통의 물/증기 분리기에서 분리된 증기 유량은 3개로 구성된 Vortex 

유량계에 의해 계측된다. 분리된 물은 물/증기 분리기 하부에 연결된 자 울에 의

해 물의 무게 변화가 측정되어 유량으로 환산된다. 각 자 울이 설치된 탱크 입

구에는 3-way 밸 가 설치되어 물 유량을 계측용 탱크에 분배하게 된다. 단부와 

물/증기 분리기의 연결 배 에 설치된 살수 계통은 주증기  단사고(MSLB)와 같

이 단부를 통해 방출되는 증기의 유량이 Vortex 유량계의 유량 측정 범 를 과

하는 경우 일부의 증기를 응축시키기 해 설치되었다. 이때, 주입된 물과 물로 변

환된 증기는 자 울에서 계측된다. 

ATLAS 장치에서  단 유량  순시 단 유량은 격납 용기  연결 배

에 설치된 단  계측기들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다. 

나.  단 질량(Integrated Break Flow)

총  단 질량은 다음과 같이 증기유량의  값과 자 울에서 측정된 물

의 질량을 합하여 구한다.

   M Integrated(t)=
⌠
⌡

t= t

t=0
wstm(t)dt+MLC(t)≃ ∑

i=N

i=1
wstm , i

 Δt+MLC(t)   (A8.1)

여기서 Δt= t i+1/2- t i-1/2
이다.

식 (A8.1)에서 얻어진  단 질량을 시간에 해서 순간 미분하면 순간 단 

질량 유량이 얻어진다. 자 울은 각 울에 설치된 복수 개의 load cell로부터 분

산 계측된 무게 값을 지시계(indicator)에 설치된 microprocessor에서 연산하여 무게 

값으로 표시한다. 측정된 값은 그림 A8.2에서와 같이 RS485를 통하여 DAS로 입력

된다. 식 (A8.1)에 의해 계측된  단 질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M Integrated
= ± ∑

i=N

i=1
(Δ t Uwstm, i

) 2+ ∑
i=N

i=1
(wstm , i

 U ΔΔt
) 2+U2

MLC

      ≃ ± ∑
i=N

i=1
(Δ t Uwstm, i

) 2+U2
MLC

  (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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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1 격납용기 파단 유량 계측용 계측기기 구성도

그림 A8.2  전자 저울 신호 획득 구성도 

 

Vortex 유량계의 질량 계측 오차는 Full scale값의 1.16%이며, 자 울  코리

올리스 유량계의 계측 오차는 표 A8.1에 정리되었다. 격납용기 계통이 2기압에서 

운 되면 3"  8"의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 가능한 질량 유량의 최  계측 범

는 각각 0.432 kg/s, 2.85kg/s이다. 이때 증기 질량 유량의 최  계측 오차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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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kg/s, 0.033kg/s 이다. 그림 A8.3은 0.2 의 시간 간격으로 분된 증기의 

 질량 오차를 보여 다.

Instrumentation Measurement Range Uncertainty
Load Cell 1 1500kg 0.2kg(0.013% of FS)

Load Cell 2 600kg
0.08kg(0.013% of 

FS)

Load Cell 3 600kg
0.08kg(0.013% of 

FS)

Load Cell 4 600kg
0.08kg(0.013% of 

FS)

Load Cell 5 150kg
0.02kg(0.013% of 

FS)
Vortex 1(3")(DPTC) 100-1380m3/hr 1.16% of FS
Vortex 2(3")(DP,TC) 100-1380m3/hr 1.16% of FS
Vortex 3(8")(DP,TC) 520-9100m3/hr 1.16% of FS

Coriolis(2") 12.1kg/s
2.8% of Reading 

up to 1/100 of FS

표 A8.1  격납 용기 계통에 설치된 단위 계측기기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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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3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된 누적 증기 질량 유

량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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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시 단 질량 유량(Break Flow Rate)

단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증기 단 유량과 자 울에서 계측된 질량 값의 

시간당 변화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wbreak=wstm+
dMLC(t)

dt
≃wstm+

MLC(t+Δt)-MLC(t )
Δt

 (A8.3)

이때,  순간 단 유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아진다.

  Uwbreak =  ± (U wstm
) 2+2(

UMCL
Δt

) 2+(
MLC(t+Δt)-MLC(t )

Δt 2
U Δt)

2

       ≃± (U wstm
) 2+2(

UMCL
Δt

) 2    (A8.4)

식 (A8.4)에 의하면 순간 단 질량 유량의 오차는 자 울의 계측 시간 차 Δt

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그림 A8.4는 격납용기 계통을 2기압 조건에서 운 할 경우 

계측 시간차 Δt에 따른 순간 단 유량의 오차율 변화를 보여 다.  ATLAS 실험에

서는 사고 시나리오 별로 Δt를 달리하여 단 질량 유량률 계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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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4 계측 시간차에 따른 순간 파단 질량 

          유량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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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살수에 의한 증기 단 유량 계측

증기 응축을 해 단부와 물/증기 분리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 에 설치된 살수 

계통을 작동시키는 경우 단 증기 유량은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wbreak=wstm+
dMLC(t)

dt
-wspray ≃ wstm+

MLC(t+Δt)-MLC(t )
Δt

-wspray  (A8.5)

이때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아진다.

 Uwbreak =  ± (U wstm
) 2+2(

UMCL
Δt

) 2+(
MLC(t+Δt)-MLC(t )

Δt 2
U Δt)

2+(U wspray
) 2

       ≃ ± (U wstm
) 2+2(

UMCL
Δt

) 2+(U wspray
) 2  (A8.6)

식 (A8.6)에서와 같이 오차는 식 (A8.4)의 순간 단 질량유량 계측 오차에 살수

계통에 통해 주입되는 냉각수의 계측 오차가 더해진다. ATLAS에서는 살수계통 작

동에 따른 단 유량 계측 오차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해 살수계통 주입 유량은 

정교한 유량 계측이 가능한 Coriolis 유량계에 의해 계측된다. 그림 A8.5는 격납용

기 계통을 2기압 조건에서 운 하고 살수 계통을 통하여 차가운 냉각수가 12.1kg/s

로 주입될 경우 계측 시간차 Δt에 따른 순간 단 유량의 오차율 변화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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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5 살수 계통 작동시 계측 시간차에 따른 순간 

          파단 질량 유량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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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 울 유량측정 실험

제시된 단 물 유량 계측 개념의 확인을 해 ATLAS 실험장치에 용될 격납

용기 계통 모의하는 소형 탱크를 이용하여 축소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자 울 에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flexible tube로 물 주입구를 연결하 다. 실험에

서 정확한 주입 유량을 알기 해 Rosemount Coriolis 유량계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자 울은 ATLAS에 사용되는 Sartorius 자 울로 출력되는 출력 값은 RS232C

를 통해 컴퓨터로 장된다. 이는 ATLAS 실험장치와 동일한 입출력 방식으로, 데

이터 변환  송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

다. 실험에서 자 울은 무게 값을 10Hz로 출력한다. 그림 A8.6은 탱크 입구로 주

입된 유량과 자 울에서 측정된 유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측정 

시간차에 따라 측정 오차가 달라지며, 측정시간이 1 인 경우 정확한 유량 측정아 

가늠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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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6 축소모의 장치를 이용한 자 울 성능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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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냉각도(Degree of Subcooling)

강수부 하단부 는 노심 입구의 과냉각도는 입구에서 측정된 압력, 증기 표, 

그리고 온도 계측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ΔT =  Tsat - T in =  Tsat(P) - T in
 (A9.1)

이때, 과냉각도 측정오차는 다음과 같다.

U△T

Tsat-T in
 =  ± (

UTsat
T sat-T in

)
2
+(

UT in

T sat-T in
)
2  (A9.2)

식 (A9.2)에 의해 계산된 입구 온도 과포화도의 측정 오차는 그림 A9.1에 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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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9.1 입구 과냉각도 예상 측정오차

10. 열손실(Heat Loss)

계통 벽면에서의 열 손실률은 벽면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 차이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계통의 내벽과 외벽 표면에는 열 손실  벽면 장에 지를 측정하기 해 

열 가 설치되었다. 벽면에서 계측된 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열 달률은 다음 방

정식에 의해 계산된다.

q''= k
∂T
∂x

≃k
ΔT
Δx

 (A10.1)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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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  면 당 열 달률

k  : 벽면 열 도도

ΔT  : 온도차 (K)

Δx  : 열  측정  사이의  거리(m) 

이때 열 달률 오차는 다음 식에서 계산된다. 

  
Uq''
q''

 =  ± (
Uk
k

) 2+(
U Δx
Δx

) 2+(
U ΔT

ΔT
) 2  (A10.2)

그림 A10.1은 식 (A10.2)에 의해 계산된 상 계측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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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2  구조물 열유속에 대한 예상 측정오차

11. 1차계통 배  유량 계측

ATLAS 실험장치의 온   고온  등 일차계통 배 은 수평 으로 구성되며, 

사고 모의실험에서 단상의 물  증기 유동과 2상유동 조건의 발생이 상된다. 일

차계통 배 에서 상되는 유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사고 모의 실험에서 물 는 증기의 단상 유동과 물-증기 2상유동이 번갈아 

가며 나타날 수 있다.

- 실험 기 고압에서 운 되다가 실험이 진행되면서 감압이 발생된다. 이에 따

라 배  내 1차계통 냉각수가 포화온도에 도달하어 격한 상변화를 겪는다.



- 188 -

- 수평 으로 구성된 온 , 고온 에서 2상유동이 발생하면 성층류 발생이 

상된다.

- 유동조건에 따라 양방향 유동이 발생된다.

ATLAS의 일차계통 배 에서 발생이 상되는 이러한 다양한 유동조건에서 유량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 은 평균 양방향 유동튜 (Averaging BDFT-Bidirectional 

Flow Tube) 유량계를 개발하 다. 그림 A11.1과 A11.2는 개발된 Averaging BDFT

의 개념도와 신호처리 계통을 각각 보여 다.

그림 A11.1 Averaging Bidirectional Flow Tube 개념도

그림 A11.2  BDFT 신호 획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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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 원리

평균 양방향 유동 튜 의 유량 계측 원리는 기존의 피토 과 유사하다. 유동이 

있는 배  내에 양방향 유동 튜 가 설치되는 경우 유동 튜  단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유체 유동에 의한 동압이 포함된 총 압력과 동일하다. 반면 튜  후단에서 

측정되는 배압(back pressure)은 튜  후방에서 유동에 의해 발생된 흡입 효과로

(suction effect) 유동장 내에서 형성되는 정압(static pressure)보다 작아진다. 따라

서 양방향 유동 튜 의 , 후단에서 측정된 압력의 차이는 유동의 동압(dynamic 

pressure)보다 약간 커지게 되며 이를 압력 증배 계수(amplification factor), K로 정

의하여 속도와의 계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A11.1)

여기에서 

    : 유동튜 에서 계측된 차압 값

     : 유체의 도

    : 유체의 속도

식 (A11.1)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 튜 의 , 후단에서의 차압을 측정함으로써 

배  내 유동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압력 증배 계수 K는 유체 유속에 

향을 받는 교정 상수로 사 에 알려져야 한다. 교정 상수 K가 알려지고, 유동 튜  

양단에서 발생되는 차압이 계측되면 식(A11.1)을 이용하여 배 에서의 속도를 역으

로 계산할 수 있다.

나. 이상유동 유량 계산 모델 

성층류 조건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로부터 얻어진 차압 값을 이용하여 각 상

의 질량 유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차압 값을 속도로 변환하는 물리  모델링이 필

요하다. 평균 양방향 유동튜 의 단 센서부에서는 성층류  물의 속도 성분이 

단 센서 내부에서 수두로 변환되어 차압계를 통해 압력 값으로 계측된다. 반면 

후방 센서에서는 물 유동의 흡입 효과로 유동장 내의 정압보다 낮아져 센서에 형성

되는 수두가 다소 낮아진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성층류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내의  후단 센서에서 형성되는 압력 분포는 그림 A11.3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ATLAS에 용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에는 유동튜  상,하부

에 차압계가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 튜  상단

에 설치된 차압계로부터 얻어지는 차압 값 는 증기 유동에 의해 양방향 유동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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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발생되는 차압이고, 하부에서 계측되는 차압 값 는 물과 증기에 의해 

형성되는 차압이다. 이때, 양방향 유동 튜 의 단에서 물의 속도에 의해 형성된 

물기둥은 물기둥을 향해 입사해오는 공기 유동에 의해 향을 받는다. 즉, 증기의 

유동이 물기둥을 유동튜 의 상부로 어 올려(Liquid holdup 상) 하부에서 계측되

는 압력 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물-증기 상간의 모멘텀 교환은 liquid holdup 인

자 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양방향 유동튜 에서 계측되는 차압 값과 

각 상의 속도 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A11.2) 

       








  (A11.3)

에서 증폭 계수 ,   그리고 liquid holdup 인자 가 알려지면 유동 튜  상, 하

부에서의 차압 계측 값으로부터 각 상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ATLAS에서 용되

는 증폭 계수는 , 는 단상유동의 교정 실험에서 얻어졌다. 

그림 A11.3 수평관 성층류 유동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내의 압력 분포

그림 A11.4는 ATLAS의 온 과 고온 에 장착된 평균 양방향 유동튜  유량

계의 교정실험에서 얻어진 증폭계수이다. 교정은 국가 공인기 인 한국오발(주)의 

교정기기를 이용하여 기체 유동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교정에 사용된 교정기기의 

측정 불확실도는 측정값의 0.5%이다. Liquid hold up factor는 80mm 유량계를 이용

하여 물-공기 실험에서 얻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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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온

그림 A11.4 온   고온 에 용된 평균 양방향 유동튜 의 증폭계수

그림 A11.5는 물-공기 실험에서 얻어진 liquid hold up factor를 보여 다. 그림에서

와 같이 liquid hold up factor는 반류 유동에 사용되는 Wallis 무차원수의 비인 

에 의해 나타내었다. 그림 A11.5에 도시된 liquid hold up factor는 ATLAS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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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산에 사용하기 해 다음의 상 식 형태로 제시되었다.

    
          (A11.4)

   여기에서 

      

 
 

  제시된 상 식은 압력  유체속도의 다양한 경계조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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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5  성층류 유동에서의 Liquid hold up 인자

      

다. 직  계측법에 의한 성층류 유량 계측

단상유동의 물과 공기 교정실험에서 얻어진 증폭 계수 , liquid holdup 인자 

  그리고 양방향 유동튜  상, 하부에서 측정된 차압 값 ,를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성층류 조건에서 각상의 유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A11.6은 

물-공기 2상유동 조건에서 수행된 성층류 유동의 측정 결과 를 보여 다. 그림에

서와 같이 측정된 각 상의 질량유량은 참값과 비교하면 15%의 오차 범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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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6  성층류 2상유동 유량 계측 결과 비교 

라. 상 식을 이용한 성층류 유량 간  측정

평균 양방향 유동 튜  상, 하에 설치된 2개의 차압계  하부에 설치된 차압계

와 보조 상 식을 사용하여 각 상의 질량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식(A1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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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7 일차계통 배관 내 유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기 구성도

(A11.3)에서 총 압력차 가 계측되면, 각상의 속도 의 계식이 얻어지고 이

때 성층류 유동 측에 용 가능한 상의 속도와 련된 보조 상 식을 이용하면 

각상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보조 상 식으로 drift-flux 모

델, 기포율과 건도(quality)의 계식 그리고 2상유동 압력 강하 상 식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측정 방법론은 양방향 유동 튜  상단에 설치되어 증기 유동에 노출되

는 차압계에서 얻어진 차압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윤병조 외,“평균 양방향 유동튜  개념을 이용한 국산 고유 유량계 개발” 한국

원자력연구소, KAERI/RR-2621/2005 (2005).

- B.J. Yun et al., Measurement of the Single and Two Phase Flow using a 

Newly Developed Average Bidirectional Flow Tube,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37, No.6, pp.595-604, (2005)

마.  ATLAS에 용된 계통 설계안

ATLAS 일차계통 배관에는 

총 6개의 평균 양방향 유동 튜

브 유량계가 설치되었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유량계로 배

관에서의 질량 유량을 계측하

기 위해서는 유체의 체적 유량 

외에도 기포율 정보가 필요하

다. ATLAS에서는 비용의 절

감을 위해 일반적으로 종합효

과 실험장치의 기포율 측정에 

사용되는 고가의 감마선 밀도

계 대신 차압계가 설치되었다. 

그림 A11.7은 일차계통 배관

의 질량 유량 측정에 사용된 

측정기기 계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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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력 측정

ATLAS에서는 노심 계통 및 1차 계통 펌프의 전력을 측정한다. 그림 A12.1은 3

상 4선식의 Y 결선으로 연결된 원자로 모의노심 전력계통의 전력 측정 계측기기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교류 전원 입력시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의 전압 및 전류가 측정되어야 한다. 전류는 CT(Current Transformer)에 의해 

계측된다. 측정된 전압 및 전력 값은 전력계(Power Meter)에 입력되어 다음 식에 

의해 전력 값으로 연산된다.

P= ∑
3

1= 0
I iV i (A12.1)

현장에서 계측된 전압 전류 값이 전력계에서 전력으로 변환되어 DAS또는 DCS로 

전달되는 경우 총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   (A12.2)

여기에서

UV : 전압 계측 오차(전력계 오차에 포함)

  UI : 전류 계측 오차(0.2% of FS)

UPM : Power Meter 연산 오차(0.1% Reading+0.1%of FS)

DAS를 통해 얻게 되는 전력의 최대 측정 오차는 0.35% of FS이다.

그림 A12.1  3상 4선식 Y 결선인 경우 전력 측정을 위한 계측기기 구성도

 



- 196 -

부록 B.  아틀라스 표 문제 의체 약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간의

아틀라스(ATLAS) 표 문제 연구 력 약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원(연)"으로 표기)와                        (이하 “ 약기 ”으

로 표기)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을 통해 구축된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

효과실험시설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하여 원자력 기술의 향상, 원 의 안 성 검증  증

진, 경제성 향상, 원  수출기반 강화 등의 추진 기반을 효과 으로 확보하기 한 ATLAS 

표 문제 평가에 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한다.

제1조 약의 목

  한원(연)에서 정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는 ATLAS 열수력종합효과실험과 련하

여 국내 원자력 련기 이 범 하게 참여하는 ATLAS 표 문제 의체를 구성․운 하여, 

(1) ATLAS 표  문제 선정  실험조건 설정

(2) 선정된 ATLAS 표  문제에 한 실험 후 평가 비교 계산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ATLAS 실험 체계에 한 검증과 활용체계 구축을 효과 으로 

달성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의 발 에 이바지하기 한 것이다.

제2조 ATLAS 표 문제 의체

1. 의체 구성

ATLAS 표 문제 의체는 한원(연), 본 약서에 서명한 약기 , ATLAS 구축  운

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로 구성된다.

2. 약기 의 자격

한민국 소재 원자력 이용  개발을 한 법인, 한민국 소재 학  그 부설 기 , 

한민국 소재 기타 연구기   그 부설 기 은 본 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의체에 가

입된다.  

3. 의체 표자 회의 구성

가) 의체 표자 회의는 한원(연), 정부부처  약기 에서 지명하는 표자들로 구성

되며, ATLAS 표 문제에 한 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약서에 서명하는 

약기 별로 각각 1인의 표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자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 표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

나) 표자 회의에는 1명의 의장을 두며, 표자 회의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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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원(연)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회의 개최를 한 연락, 자료배포, 안건 상정, 회의

비 제반 사항, 회의록 기록  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4. 의체 표자 회의 개최  의사 결정

가) ATLAS 표 문제 의체의 표자 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의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표자 회의에서의 의사 결정은 재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

성에 의한다.

다) 각 기 에 의해 지명된 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 임장

을 제출하거나 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한원(연)의 의무사항

1. ATLAS 표 문제 의체의 리  운

한원(연)은 ATLAS 표 문제 의체를 구성하고 운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책

임이 있다. 

2. ATLAS 설계 자료의 제공

가) 한원(연)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ATLAS 련 다음 

자료를 약기 에 제공한다.

- ATLAS Design Data Summary

- Recorded Calculation Sheet for MARS Code

- MARS Input Deck

- 기타 ATLAS 설계와 련된 기술 의 자료

나) ATLAS 설계 련 질의에 한 응답

3. 실험 수행  결과의 제공

가) 실험의 수행

의체 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실험 차, 기 조건  경계 조건을 반 하여  

ATLAS 표  문제 실험을 수행한다.

나) 실험 결과의 제공

ATLAS 표  문제 실험의 결과를 약기 에 Quick Look Report나 기타 Data File 

형태로 제공한다.

4. 약기 의 실험 참여 기회 제공

한원(연)은 약기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반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약기  소

속 문가가 ATLAS 실험 과정에 참  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력한다.

제4조  약기 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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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기 은 기  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표자는 의체 표자 회의

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표 문제 실험   실험 후 계산의 수행과 결과 발표

가) 의체 표자 회의에서 결정한 아틀라스 표 문제에 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  

 시험 후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나) 해석 결과는 ATLAS 표 문제 의체에서 개최하는 워크  등에서 공개 으로 발표하

고, 해석 결과를 한원(연)에 제공해야 한다.

다) 해석 코드  방법론은 각 약기 이 선택한다.

3. 비용 부담

ATLAS 표 문제 의체에 가입하기 하여 약기 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가입비와 

연회비 등은 없다. 단, 약기  내부에서 본 약의 이행을 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자체 으로 부담해야 한다.

4. 국제표 문제(ISP) 이행 지원

약기 은 한원(연)에서 ATLAS 시설을 이용한 OECD 국제표 문제(ISP)를 추진할 경우, 

가능한 범  내에서 극 으로 지원한다.

제 5 조  지 재산권  자료 리

1. ATLAS 표 문제 의체 내에서 한원(연)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자료에 한 지 재산권 

 실시권은 정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 

2. 본 약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원칙 으로 약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러나 제3자에게 직  는 재가공하여 제공하기 해서는 한원(연) 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3. 본 약에 의해 한원(연)에서 제공된 자료를 공개 으로 활용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과학

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자료임과 자료의 출처가 한원(연)임을 명시하여야 한

다.  

4. 지 재산권  자료 리와 련하여 련 규정이나 본 약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세부

인 사항은 의체 표자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약 기간

1. 본 약은 한원(연)과 약기  간의 상호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최 의 약 기간은 3

년이며,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단, 표 문제 의체 표자 회의에서 기간 연

장을 의결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약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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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약에 서명하는 기 은 ATLAS 표 문제 의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의체는 서명

기 이 한원(연)을 포함하여 5개 기 에 도달하는 시 부터 공식 으로 운 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가) 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경우

나) 한원(연)의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서 ATLAS 련 과제가 종료되어 의체 운 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의체 표자 회의에서 2/3 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체 해체를 결의한 

경우

라) 한원(연) 는 약기 이 6개월 에 약 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제7조  기타 사항

1. 약기 은 본 약을 통하여 배포되는 ATLAS 설계  실험 자료가 정부의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에 의해 생산된 연구 결과물임을 인지하여 련 규정을 수해야 한다.  한, 이 

약을 통해 제공된 자료의 사용과 련하여 한원(연)은 어떠한 법  보증이나 책임도 지

지 않는다.

2. 약기간 종료 는 기 이후의 결과 이용 등을 포함하여 본 약에 언 되지 않은 사항

은 정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용하며, 요한 사항은 상호 동의에 따르되 

이견 사항은 한원(연)의 해석에 따른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약기 :                      

성 명 :                           성 명 :                           

직  :                           직  :                           

일 자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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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OECD-ROSA 로젝트 약서

AGREEMENT
ON THE OECD-NEA ROSA PROJECT

TO RESOLVE THERMAL-HYDRAULIC SAFETY ISSUES RELEVANT 
FOR WATER REACTORS, THROUGH EXPERIMENTS 

IN THE ROSA LARGE SCALE TEST FACILITY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The Association Vinçotte Nuclear for Belgium; The 
Nuclear Research Institute of the Czech Republic; The Valtion Teknillinen 
Tutkimuskeskus for Finland; The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the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Framatome-ANP and 
Electricite de France; The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GRS) 
for Germany; The KFKI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for Hungar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Consejo de Seguridad Nuclear for 
Spain; The Statens Kärnkraftinspektion for Sweden; The Paul Scherrer Institute 
for Switzerland;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for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natories");

CONSIDERING that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as JAERI) has set up working plans to conduct assessments 
of accidental conditions that can arise in water reactors by means of experiments 
in its large scale thermal-hydraulic facility (ROSA), constituting an international 
programme called "the ROSA Project"

CONSIDERING that JAERI has for a number of years conducted 
valuable experiments on reactor thermal-hydraulics in the ROSA facility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that the technical 
expertise and equipment available at JAERI are of high quality;

CONSIDERING that safety assessments entail the use of computer codes 
having multi-dimensional simulation capabilities, and that the ROSA experiments 
are devised to provide a well-validated data base in relevant accident conditions 
and in a large-scale tes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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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 proposed ROSAexperiments cover design-base 
accident scenarios that are highly relevant for the safety analyses of water 
reactors, and that maintaining competence and expertise in thisfield is an 
important goal for the OECD/NEA Memb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OECD/NEA) is 
entrusted with promoting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its Member countries in the field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CONSIDERING that the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CSNI) of the OECD/NEA ha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programme 
centred on the ROSA experimental capabilities be set up in order to cover 
Member countries’ needs in the area of thermal-hydraulics, thereby helping to 
retain basic technical infrastructure for safety assessments in Memb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JAERI has proposed to OECD/NEA Member 
countries that they participate in a series of primary circuit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to be conducted at its ROSA facility;

CONSIDERING that this proposal is of interest to the Signatories and 
that they are willing to provide financial and other support to such a joint 
project for a period of four years;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modification and operation of the 
necessary experimental facilities will be carried ou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JAERI and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laws and agreements;

AGREE to participate in an OECD Consortium Programme to resolve 
thermal-hydraulics safety issues that constitutes the ROSA Experimental 
Program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herein:

Article 1 OBJECTIVES

The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define an 
experimental test matrix, experimental conditions, and parameters to be 
investigated in the ROSA Experimental Programme, and JAERI shall carry out a 
series of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Programme described in Appendix A 
hereto. The ROSA tests will investigate safety issues and specifically:

- Thermal stratification during emergency core cooling injection;
- Unstable phenomena such as water hammer;
- High power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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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 Primary cooling through secondary depressurisation.

A series of additional tests open to be def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Project 
development is also contemplated. The experimental programme is to provide an 
integral and separate-effectexperimental database, which will be used to validate 
code predictive capability and accuracy of models. Phenomena coupled with 
multi-dimensional mixing, stratification, parallel flows, oscillatory flows and 
non-condensable gas flows are to be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programme 
and associated analytical activities will help to create a group among 
OECD/NEA Member countries which share the need to maintain or improve the 
technical competence in thermal-hydraulics for nuclear reactor safety evaluations.

Article 2   MANAGEMENT BOARD

(a) Control of the Project shall be vested in a Management Board constituted 
under this Article.

(b) The Management Board shall consist of one member designated by each 
Signatory,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ignatoriesparticipating jointly in the 
Project,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designated by them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member for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ignatories shall also designate alternate members to represent them 
inthe event of members being unable to do so. Signatories shall notify to the 
NEA the members designated to represent them on the Management Board.

(c) The Management Board shall:
(1) Approve each year the annual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including 

theallocation of tasks amongst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outline 
of the Programme set down in Appendix A hereto;

(2) Approve each year the financial report covering the previous year;

(3) Make such rules of procedure, directives and regulation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may be required for 
the sound management of the Project;

(4) Consider any matters brought before it by the Programme Review Group, 
the Operating Agent or any Signatory;

(5) Carry out the other functions conferred upon it by this Agreement.

(d) The Management Board shall elect each year a Chairperson and a 
Vice-Chairperson from amongst its members. It shall meet at least on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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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nd shall be convened by its Chairperson. A special meeting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members of the Board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voting strength or from JAERI acting as the Operating Agent. A 
representative of the OECD/NEA may attend the meetings of the Management 
Board in an advisory capacity.

(e) The Management Board shall operate and reach its decisio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on a mutually agreed basis. However, when formal voting is 
requested, decisions of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taken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votes cast, unless unanimity is expressly required by this 
Agreement. Unanimity requires the agreement of each member voting.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contributing more than 5% of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shall have two votes. All other members shall have one 
vote except Japanese signatories which shall have three votes.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agreement of JAERI shall be required for decisions which 
might affect the safety of tests, operations and personnel, or concerning 
insurance. The quorum for transaction of business in meetings of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two-thirds of the voting strength.

(f) If necessary, decisions of the Management Board may also be reached by 
mail, telefax or electronic mail communication in which case unanimity shall 
be required. The Chairperson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all 
members are informed of each decision made pursuant to this paragraph.

(g) At least thirty days before each regular meeting, notice of th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shall be given by the Chairperson to each 
member and to other persons entitled to attend the meeting.

(h) The Management Board Chairperson shall, no later than sixty days after each 
meeting,send to all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Operating 
Agent a letter that contains the Minutes of the meeting including any 
decisions of the Management Board.

(i) The Management Board shall conduct its business in the English language. 
Reports and other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Management Board under 
this Agreement shall also be in English.

Article 3 PROGRAMME REVIEW GROUP

(b) There shall be a Programme Review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Group"), which shall act as a technical adviser to the Manage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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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Review Group shall consist of one member designated by each 
Signatory. Signatories shall notify to the NEA the members designated to 
represent them on the Programme Review Group. Members may be 
accompanied by advisors provided the NEA and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Group are notified at least two weeks in advance.

(c) The Review Group shall:
(1) Advise the Management Board concerning the annual programme of 

work; 
(2) Provide technical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JAERI acting as 

Operating Agent concerning the carrying out of the programme of work;
(3) Review the technical reports of the Project, assess the results of 

experiments performed and provide guidance for future work.

(d) The Review Group shall elect each year a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It shall meet as it deems necessary, and shall be convened by its 
Chairperson. A representative of the OECD/NEA may attend the meetings of 
the Review Group in an advisory capacity. Notice of the time, place and 
agenda of each meeting shall be given by the Chairperson to each member 
and to other persons entitled to attend,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meeting. Special meetings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members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Management Board voting strength or from the Operating Agent.

(e) If necessary,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Group may be reached by mail, 
telefax or electronic mail communication. The Chairperson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all members are informed of each recommendation made 
pursuant to this paragraph.

(f) The Review Group Chairperson shall, no later than sixty days after each 
meeting, send to all the members of the Review Group,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Operating Agent a letter that contains the Minutes of the 
meeting, including any advice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Group.

(g) The Review Group shall conduct its business in the English language. 
Reports and other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Review Group under this 
Agreement shall also be in English.

Article 4  OPERATING AGENT

(a) The Project shall be operated by JAERI, as the Operating Agent. The 
Operating Ag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aking all steps and performi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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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cts required to operate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he laws of Japan and the decisions of the Management Board.

(b) The Operating Agent shall in particular:
(1) Ensure that the Project i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outlineof 

the Programme and within the limits of funds as set forth in Appendices 
A and B hereto;

(2) Secure the maximum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and related staff and ensure that the programme of work is carried out 
according to acceptable standards of quality, budget and schedule;

(3) Ensure that the scientific and administrative staff necessary to perform the 
Programme as outlined in Appendix A hereto is made available to the 
Project;

(4) Prepare, in accordance with a format agreed by the Management Board, 
the draft annual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not lat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in question as defined 
in Article 5;

(5) Submit reports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to the Management Board 
twice a year or at such other intervals as the Management Board shall 
determine.

(c) The Operating Agent shall have the power to enter into contracts for the 
procurement of equipment and materials in the interest of the Project 
provided that such contracts are allowed for in an approved budget,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by authorisation of the Management Board.

(d) A JAERI employ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Operating Agent as 
Programme Manager with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Board.  He/she 
shall attend meetings of the Management Board in an advisory capacity and 
shall also take part in meetings of the Review Group. He/she shall supply all 
information that is requested of them concerning the carrying out of their 
programme of work.

Article 5 FINANCE

(a) Each Signatory hereby agrees to commit to the Project the amount set forth 
in Appendix B hereto. The schedule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nagement Board on the basis of a proposal by the 
Operating Agent. 

(b) It is agreed that monetary contributions from Signatories other than JAERI 
shall be paid in full in United Statesdollars into an account designated by the 
OECD/NEA. Payments shall be made on the dates specified in the 



- 207 -

corresponding invoices issued to the Signatories by the OECD/NEA. The 
OECD/NEA shall administer these contributions and shall, from time to time 
and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schedule approved by the Management 
Board, pay all or a portion of such contributions to the Operating Agent in 
consideration of the work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c) The Management Board shall approve the annual budget not later than thirty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in question. The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1 April to 31 March. The Management Board shall 
approve the first budget at its first meeting.

(d) Financial reports covering the previous year shall be submitted by the 
Operating Agent to the Management Board in a format agreed by the latter, 
not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e) The system of accounts employed by the Operating Ag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principles generally accepted in Japan and 
consistently applied. The financial records maintained by the Operating Agent 
shall clearly account for all funds of the Project. These records shall be kept 
by the Operating Agent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Project.

(f) Each Signatory shall bear all costs of it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other 
than common costs funded by the budget of the Project.

(g) The Operating Agent shall pay all taxes and similar obligations imposed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incurred by it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as expenditure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within the 
budget. The Operating Agent shall endeavour to obtain all possible 
exemptions from such taxes.

(h) Each Signatory shall have the right, at its sole cost, to request the Operating 
Agent to furnish copies of all original records relative to the accounts of the 
Project. The requested copies shall be provided to the Signatory.

Article 6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 This Article sets forth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handling, protection and ownership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evant to and arising from the Project.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related thereto, where necessary, shall be adopted by the 
Management Board acting by unanimity and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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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ject to prior approval by the Management Board and to restrictions 
applying to patents and copyrights, the Signatories shall have the right to 
publish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Project and information provided to the 
Project, except proprietary information. The Management Board will review 
technical reports of individual participants prior to their publication.

(c)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prietary information shall mean 
information acquired prior to or outside the Project of a confidential nature 
such as trade secrets and know-how (for example, computer programs, design 
procedures and techniques,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or manufacturing 
methods, processes or treatments) which is appropriately marked, provided 
such information:
(1) Is not generally known or publicly available from other sources;
(2) Has not previously been made available by the owner to others without 

obligation concerning its confidentiality; and
(3) Is not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the recipient Signatory without 

obligation concerning its confidentiality.

The Operating Agent and the other Signatori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law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proprietar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Project.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ignatory supplying 
proprietary information to identify the information as such and to ensure that 
it is appropriately marked.

(d) The Signatories shall notify the Operating Agent of, and contribute to the 
Project, all preexist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developed independently of 
the Project which is or may potentially be relevant to the Project and the 
transfer of which is not subject to any contractual or legallimitation.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entails costs of any significance, 
the Management Board acting by unanimity shall determine whether and on 
what terms to acquire the information.

(e) The Management Board will be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and 
publication of periodic reports and a final report on this Project. All reports 
of work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results thereof, including 
studies, assessments, analyses, evaluations, and other documentation shall be 
produced and compiled in the manner and format decided by the Management 
Board. Such reports shall be provided by the Operating Agent to the other 
Signatories.

(f) The Signatories agree that all the results of this Project, including any 
patents filed, shall be the unrestricted property of the Signator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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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those result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ults" 
shall mean al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ignatories, whether patented 
or not, ensuing from the Project. Each Signatory hereby grants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licence for the other 
Signatories to use the results, including any related patents. The granting of 
sub-licenses requires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ignatory involved 
in each individual case.

(g) Each Signatory shall,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f authors and inventors 
under its national law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ecure such co-operation 
or assignment of rights a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Signatory shall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pay awards or 
compensation required to be paid to its employees according to the laws of 
its country.

 Article 7  ASSIGNMENTS OF PERSONNEL AND VISITS

(a) Any Signatory ma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Operating Agent 
concerned, send technical expert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he person 
to be delegated and the purpose and term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greed 
in writing by the Operating Agent and the Signatory sending the expert, in 
advance of each delegation of personnel. In addition, these parties shall sign 
a separate personnel assignment agreement. The personnel shall be integrated 
in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work of the Project. In this contex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such separate personnel assignment agreements, the 
assigned personnel shall have appropriate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ject and to participation in technical discussions. A Signatory sending an 
expert is responsible for all associated salary, transportation, living, 
communication, insurance and other costs. The Operating Agent shall provide 
suitable office space and computer access for approved tasks. 

(b) Similar arrangements may also be made between Signatories in relation to 
any work under the Project carried out by the Signatories themselves. 

(c) It is further agreed that, to the extent reasonable, visits of a Signatory's 
experts to the facilities where work is being performed for the Project shall 
be facilitated. Such visits shall be arranged with the consent of the Operating 
Agent or relevant Signatory, as the case may be, following receipt of 
adequate notice given by the Signatory requesting the visit.

Article 8   OECD NUCLEAR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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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the OECD/NEA shall encourage the broad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by Governmental bodies or public or 
private entities in its Member countries, and shall endeavour to cothe Project's 
work with its other activities in this field.

(b) The Management Board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c) The OECD/NEA is invited to provide secretarial services to the Management 
Board and to the Programme Review Group.

(d) The Secretariat of the OECD/NEA or, as appropriate, of the OECD, may be 
invited by the Management Board to take on some administrative or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ticle 9  LEGAL RESPONSIBILITY AND INSURANCE

(a) TheOperating Agent shall use all reasonable skill and care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its 
work under the Project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b) The Operating Agent shall propose to the Management Board all necessary 
liability, fire and other insurance for its work under the Project and, subject 
to availability, shall procure such insurance as the Management Board may 
direct. The cost of obtaining and maintaining such insurance shall be charged 
to the budget of the Project.

(c) The Operating Agent shall be liable in respect of all actions, claims, costs 
and expenses whatsoever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their respective 
facilities, and shall indemnify the other Signatories in respect of any such 
actions, claims, costs and expenses, which may involve the other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However, the 
Operating Agent will not be liable for the risks or consequences of any use 
or application to which any information communicated under this Agreement 
may be put.

(d) In so far as any work under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a Signatory other 
than the Operating Agent, all legal liabilities and any related costs for that 
work rest with that Signatory.

Article 10  LEGISLAT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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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Signatories. Such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those of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activities in question are carried out.

(b)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each Signatory concerned to facilitate the 
accomplishment of the formalities involved in the movement of persons, the 
importation of materials and equipment and the transfer of currency which 
shall be required to operate the Project.

Article 11  SETTLEMENT OF DISPUTES

(a) Any dispute among the Signator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at is not settled amicably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The Chairperson shall be of legal education and the arbitral procedures 
shall be conducted in the English language. The arbitrators shall decide any 
such dispute by referenc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n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ir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Signatories concerned.

(b)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Japan and arbitral proceedings initiated to settle any 
dispute shall take place in Tokyo.

Article 12 ACCESSION AND WITHDRAWAL OF SIGNATORIES

(a)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Governmental bodies orpublic 
or private entities in OECD Member countries with the unanimous assent of 
the Management Board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that it might determine.

(b) With the consent of the Management Board, a Signatory may be replaced by 
another party. The latter shall sign this Agreement and assu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Signatory.

(c) A Signator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six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The withdrawal of a 
Signatory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ther Signatories, including the amount which each of the other 
Signatories is required to commit to the Project, unless otherwise unanimously 
agreed by the Manage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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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ny Signatory that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in 
sixty days after its receipt of notice invoking this paragraph and specifying 
the nature of those oblig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e) The Operating Agent, with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Board,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nonSignatory entities for collaboration in 
furtherance of the Project. Such entities shall be Associate Members. Such 
agreements may, in particular, cover exchange of information, patent rights, 
assignment of personnel and association with the work of the Project. The 
provisions of such agreement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FINAL PROVISIONS

(a)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Operating Agent and the 
Management Board, all assets acquired by the Operating Agent under the 
Project shall remain their property at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signatur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31 March 2009and may be continued in force thereafter on the written 
unanimous agreement of the Signatories that desire to continue this 
Agreement.

(c)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the agreement in writing of 
all the Signatories.

(d)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ECD/NEA and a certified copy thereof shall be furnished to each 
Sig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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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HE OECD-NEA ROSA PROJECT
PROGRAMME BACKGROUND AND EXPERIMENT OUTLINE

A.1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use of computer codes is required in safety evaluation of light water 
reactors (LWRs) in order to simulate plant behavior during design basis events 
(DBEs) and beyond-DBE transients. This involves complex multi-dimensional 
single-phase and two-phase flow conditions, which can include non-condensable 
gas in many cases. Although current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is codes have 
very high predictive capability especially for one-dimensional phenomena such as 
flows in piping at rather high flow rate, there is a need for experimental work 
and code development and validation for these complex flow conditions. Further, 
the increased use of best-estimate analysis methods in licensing, which is 
replacing traditional conservative approaches, requires the validation and 
quantification of uncertainties in the simulation models and methods.

Many experimental facilities have contributed to the thermal-hydraulic 
databases available today. However, most of current data are insufficient for 
future codes that are to incorporate multi-dimensional simulation capabilities, 
mainly because the spatial resolution of measurement is not enough to assess the 
simulation models and methods.

The OECD ROSA Project is to resolve issues in thermal-hydraulics 
analyses relevant to LWR safety using the ROSA/LSTF facility of JAERI 
described in Section A5 - Experimental Facility. In particular, it intends to focus 
on the validation of simulation models and methods for complex phenomena that 
may occur during DBEs and beyond-DBE transients. The key objectives of the 
OECD ROSA Project are to:
(1) Provide integral and separate-effect experimental database to validate code 

predictive capability and accuracy of models. Especially, phenomena 
coupled with multi-dimensional mixing, stratification, parallel flows, 
oscillatory flows and non-condensable gas flows are to be studied. 

(2) Clarify the predictability of codes currently used for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es as well as of advanced codes presently under development, 
thus creating a group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ho share the 
need to maintain or improve the technical competence in thermal-hydraulics 
for nuclear reactor safety (NRS) evaluations.

The experimental program is defined to provide a valuable and broadly usable 
database to achieve the objectives. Twelve experiments are to be conducted in 
six types that are discussed in Section A2 - Scop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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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SCOPE OF WORK

The OECD ROSA Project consists of the following six types of 
ROSA/LSTF experiments, which are either integral or separate-effect tests. 
Twelve experiments are to be performed. These experiments are intended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computer code models and 
correlations, aiming to increase the level of details and accuracy in the analyses 
of the key phenomena during transients and accidents. To meet this objective, 
some minor system modifications are to be performed. They include additional 
measurement instruments such as thermocouples and non-condensable gas 
detectors. Additional upgrading relates to maintenance of video probes for visual 
observation of flows, nuclear data for preparatory analyses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LSTF control computer system for the simulation of LOCA 
without scram. The modification of break unit to simulate a double-ended break 
is also contemplated, as described below.

A.2.1 Temperature stratification and coolant mixing during ECCS coolant 
injection

Background
During a small-break loss-of-coolant accident (LOCA), cold ECCS water 

is injected into cold legs. Injected water mixes with hot primary coolant. 
However, in some cases, a large portion of injected water may flow at the 
bottom of cold leg forming a cool layer less mixed with the upper hot layer. 
Insufficient mixing of coolant layer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results in the 
temperature stratification. In case that high-pressure ECCS is totally unavailable, 
liquid level may form in the cold legs when low-pressure ECCS or 
accumulators are actuated. Steam condensation on cold water may cause unstable 
flow oscillation, which in turn promotes coolant mixing. Such multi-dimensional 
and non-equilibrium flow mixing under both single and two-phase flow 
conditions continues from the horizontal leg to annulus downcomer. Under 
certain conditions, transient temperature variation would be of concern for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in view of the aging and plant life extension. 

Some sophisticated codes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ay be necessary for the correct prediction of such complex flow mixing in 
both single and two-phase flows, being coupled with one-dimensional 
thermal-hydraulic codes such as RELAP5, TRAC (TRACE), CATHARE and 
ATHLET for system transient analyses with high accuracy.

Objectives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fluid temperature distribution data 

concerning temperature stratification and mixing in horizontal legs and vessel 
downcomer during ECCS injection, through two LSTF experiments. Obtained 
data are sui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detailed 
analyses of local multi-dimensional non-equilibrium phenomena such as mixing 
and condensation in the cold legs and the downcomer.

Description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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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experiments will be performed under the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defined by pre-test analyses. One of the experiments is an integral 
test simulating a small break LOCA, where the transient system response is 
obtained as well as the cold leg phenomena. The other is a separate effect test, 
whe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measured in each of cold legs during 
ECCS injection under various flow conditions including two-phase flows. 

Detail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each of cold legs is measured with 
thermo-couple matricesfurnished newly for the Project for a good evaluation of 
multi-dimensional phenomena. The thermo-couple matrices would be placed at 
two to three locations. Water level is measured simultaneously using three-beam 
gamma-ray densitometers. Visual observation of the two-phase flows in the cold 
legs would be performed using periscope called as ‘video probe’designed for the 
LSTF experiments.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downcomer is also measured 
in detail below the cold leg nozzles. 

A.2.2 Unstable and destructive phenomena such as water hammer
Background

Condensation-induced water hammer (CIWH) may happen when highly 
subcooled water meets saturated steam directly in horizontal pipes under rather 
low pressure conditions.  Such a situation may appear in the course of an 
accident management (AM) measure which performs core cooling through the 
rapid depressurization of SG secondary side. It may also occur in some passive 
reactors in which a significant primary depressurization is performed to enable 
gravity injection from the in-containment water tank outside the primary loop. 
CIWH may cause multiple failure in the reactor components and branch pipe 
break. The data to describe the onset of CIWH have been much obtained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facility. However, little 
data has been obtained under high pressure conditions that may pose large 
subcooling for the injected coolant. Prediction of CIWH is one of the issues for 
sophisticated codes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Objectives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transient thermal-hydraulic data 

concerning condensation-induced water hammer (CIWH) in a horizontal branch 
pipe connected to the LSTF vessel downcomer, through separate-effect 
experiments, to clarify onset criteria of CIWH. Obtained data are sui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the prediction of CIWH under 
wide range of system pressure.

Description of Experiments
A series of separate-effect experiments that corresponds to one integral 

experiment is to be performed under well-defined boundary conditions, 
designating system pressure, water subcooling and liquid level (local void 
fraction) as the primary parameters to define the onset condition of water 
hammer in a horizontal branch pipe connected to vessel dowmcomer of LSTF. 
The planned maximum system pressure is about 7 MPa. The detailed 
experimental condition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discussion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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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articipants and the preliminary analyses.

A.2.3 Natural circulation under high core power conditions
Background

The high reliability of control rods results in relatively low risk for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 Failure of scram following a 
small-break loss-of-coolant accident (SBLOCA), however, would lead to 
relatively high-core power for a long time, and significant thermal-hydraulic 
response adverse to core cooling. Such phenomena include single-phase and 
two-phase natural circulation with high core power, counter-current flow limiting 
(CCFL) at the inlet of SG U-tubes that may hold large amount of coolant in 
SG U-tubes, fast boil-off and rapid core temperature excursion. Significant and 
continuous steam generation in the core may enhance core uncovery due to 
manometric pressure balance when ECCS coolant injection in horizontal legs 
starts steam condensation. Experimental data have been insufficient for system 
transients with local phenomena peculiar to such natural circulation under high 
core power conditions that would appear during SBLOCA without scram because 
of difficulty in simulating the events. 

Objectives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thermal-hydraulic data peculiar to 

natural circulation under high core power conditions that may appear during 
SBLOCA without scram through two LSTF experiments. Obtained data are 
sui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system integral 
analyses coupled with detailed analyses of local phenomena.

Description of Experiments
Two SBLOCA experiments are to be conducted with different break sizes 

and locations that control residual coolant inventory and its distribution. The 
break size and location are defined through the discussion among the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pre-test analyses.

Preparatory experiments would be performed to define boundary 
conditions for the simulation of SBLOCA without scram, being coupled with 
pre-test analyses using thermal-hydraulics and nuclear coupling code such as 
TRAC/SKETCH developed in JAERI. The SBLOCA experiments are then 
performed with adjusted boundary conditions and specific core power control. 
The LSTF control computer system would be improved to perform experiments 
smoothly and safely.

A.2.4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Background

The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mayoccur during 
beyond-DBA transients such as station blackout where the primary pressure is 
kept high, and a large core uncovery may be accompanied by hydrogen 
generation when oxidation of fuel cladding occurs. Many complex phenomena 



- 217 -

should be involved suchas multi-dimensional counter-current flow between hot 
and cold gas flows in hot legs, mixing of hot and cold gases in SG inlet 
plenum, and forward and reverse flows in SG tube bundle. A large part of heat 
generated in the core would be deposited onto the piping where the superheated 
steam flows. In case of significant degradation of the SG secondary side 
cooling, the SG U-tubes are heated-up by the superheated steam, depending on 
the flow rate and temperature of the superheated steam through the U-tubes and 
cooling conditions in the SG secondary side. This might result in the rupture of 
the U-tubes prior to the failure of hot leg or pressurizer surge line, leading to 
the containment bypass of radioactive materials.

Correct prediction of the natural circulation behavior of the superheated 
steam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 SG tube rupture during a 
severe accident. However, the experimental database is insufficient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sophisticated codes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d to develop models or correlations for one-dimensional thermal-hydraulic 
codes such as RELAP5, TRAC (TRACE), CATHARE and ATHLET partly 
because of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 experiments.

Objective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thermal-hydraulic data peculiar to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in the primary loop and associated 
phenomena through two LSTF experiments. Obtained experimental data are 
suitable for the assessment of predictive capability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system integral analyses coupled with detailed analyses of local 
multi-dimensional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 natural circulation.

Description of Experiments
Two separate effect experiments are to be performed under quasi-steady 

conditions. One experiment may be performed only with non-condensable gas 
such as Argon under relatively low pressure conditions to simulate the behavior 
of super-heated steam in the primary loop with high superheating. The other 
experiment would then be performed with super-heated steam mixed with some 
non-condensable gas such as Helium at rather high pressure to clarify the 
influence of non-condensable gas on the natural circulation and the condensation 
heat transfer in SGs. Influences of cooling conditions in the SG secondary side 
are investigated in the experiments, covering secondary conditions with and 
without coolant, related respectively to the secondary side cooling as an AM 
measure and a long term severe accident situation. In the latter case, it would 
be possible to simulate SG U-tube rupture due to temperature excursion in the 
late phase of transient. Such experimental conditions would be defined through 
the discussion among the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pre-test calculations with 
one-dimensional system thermal-hydraulic codes and multi-dimensional CFD 
codes. Detail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each of hot legs is measured with 
thermo-couple matrices furnished newly for the Project for a good evaluation of 
multi-dimensional phenomena. Som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SG inlet plenum 
will be measured further. Gas velocity would be measured simultaneously in the 
hot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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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Primary cooling through SG secondary depressurization
Background

SG secondary depressurization is one of major AM measures to cool 
and depressurize the primary loop through natural circulation during transients or 
SBLOCAs for the existing PWRs. The use of SG for the emergency core 
cooling is more enhanced in the design of some future reactors under 
development in Japan, where the SG secondary depressurization system is 
automatically actuated upon pre-determined trip conditions. The SG secondary 
depressurization should then have a capability to depressurize the primary loop, 
especially in the latter case to enable gravity-driveninjection from the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tank in case that all the safety-injection pumps 
are unavailable. The establishment of the prediction methods for the natural 
circulation cooling at near atmospheric pressure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ch SG depressurization and gravity injection. 

The primary depressurization induced by the SG secondary side cooling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mass inventories, 
break flow, ECCS injection, the presence of non-condensable gas and so on.  
Previous LSTF tests have revealed that the non-uniform flow occurs among SG 
U-tubes and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essure as well as the mass 
inventory. Accumulation of non-condensable gas was observed further in pressure 
vessel upper head and SG U-tubes, being affected by non-uniform flow among 
U-tubes. RELAP5 code calculation failed to predict such behavior well when SG 
U-tubes were modeled with one lumped flow channel, giving overprediction of 
heat transfer rate, thus depressurization rate and excessive flow oscillation with 
large amplitude during natural circulation cooling phase at low pressure.

Objective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thermal-hydraulic data peculiar to the 

primary cooling through SGsecondary depressurization via natural circulation in 
the primary loop through two LSTF experiments. Obtained experimental data are 
suitable for the assessment of predictive capability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system integral analyses coupled with detailed analyses of local 
multi-dimensional and non-homogeneous parallel flow phenomena.

Description of Experiments
Two experiments are to be performed focusing on integral system 

responses to SBLOCA transients either in the existing reactors or future reactors 
with the SG secondary side depressurization system. Capacities of SG relief 
valves are to be defined. One experiment will then be performed without 
non-condensable gas in the primary loop, while the other experiment may 
include the influence of Nitrogen gas from accumulators. Natural circulation 
behaviors under low pressure conditions are featured in both experiments. 
Effectiveness of gravity-driven injection would be investigated further. The 
thermal hydraulic response in SGs is measured primarilywith six instrumented 
U-tubes out of 141 tubes in each of SGs. Flow meter at the break flow catch 
tank and gas concentration sensors at vessel upper head would be furnish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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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ndensable gas measurement. Calculations using a coupled-code between 
such codes as RELAP5 one-dimensional code for the primary loop and SG 
U-tube primary side behavior and JAERI-developed three-dimensional code 
ACE-3D for the SG secondary side behavior would be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ree-dimensional flow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in detail with 
only the LSTF instruments.

A.2.6 Open subjects
Background

The subjects for three experiments are open to be defined through the 
discussion among the project participants. The followings are the candidates 
obtained through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to OECD member countries and 
industries.

1. Pressure vessel upper-head break LOCA
2. Pressure vessel bottom break LOCA
3. Large-break LOCA focusing on the direct-contact condensation in the 

cold leg and its effects on the containment pressure
4. SBLOCA focusing on AM measures with symptom-oriented operator 

actions

Objective
The objective is to obtain detailed thermal-hydraulic data suitable for the 

assessment of predictive capability of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the system 
integral analyses.

Description of Experiments
The first two experiments deal with the phenomena relevant to the issues 

raised by the recent events such as the upper head wall thinning at Davis Besse 
in U.S.A. Circumferential crack at instrument tube nozzles of reactor vessel 
lower head raised safety issues concerning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eactor 
vessel lower head. The former has a steam-phase break and liquid level 
measurement in reactor pressure vessel may be influenced by the break flow and 
affect operator actions based on the level data.  The latter has a liquid-phase 
break characterized by early loss of coolant mass with low primary 
depressurization. Non-condensable gas from accumulators may remain in the 
primary loop and cause degradation in the primary depressurization by AM 
measures. The size of break of these experiments would be defined based on 
the discussion among the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pre-test analyses using one 
of typical LOCA analysis codes such as RELAP5, TRAC (TRACE), CATHARE 
and ATHLET.  

The third is a separate-effect experiment to obtain data on steam 
direct-contact condensation on ECCS water, related to the request by the 
Japanese industry seeking more realistic evaluation of the containment pressure 
response to a large-break LOCA for the optimization of safety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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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n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analyses, such a steam condensation 
is ignored, which causes overestimation of containment peak pressure during 
reflood phase. The experiment is performed at near-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s in a four-inch straight pipe newly furnished in the downstream of the 
LSTF break unit to simulate direct-contact condensation on ECCS coolant in the 
cold legs under well-defined boundary conditions. Measurement parameters 
include temperatures, pressure and coolant density by gamma-ray densitometer. 
Test parameters include ECCS flow rate. 

The fourth is an integral experi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core outlet in case of core uncovery during reflux 
cooling as one of important plant condition monitoring parameters to start AM 
measures. Symptoms of severe accident can be detected by elevated core exit 
temperatures. Core exit temperatures may then be affected by condensate falling 
from hot legnozzle during SG secondary depressurization. This experiment can 
be performed being combined with the first two experiments under the 
assumptions of total failure of high pressure injection systems and the inflow of 
non-condensable gas from accumulators. Symptom-oriented AM actions to 
prevent or to mitigate severe accidents are simul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M actions can be assessed through experiment and code analyses. Data 
associated to condensate falling in upper plenum onto core exit are good to 
verify three-dimensional code simulation capability.

A.3 SCHEDULE

Project start date: April 1, 2005
Project end date: March 31, 2009

A.4 DELIVERABLES

The main deliverables are Quick-look Data Reports providing preliminary 
experimental data, Final Data Reports as well as experimental data in electronic 
form providing qualified results, and a Project Integration Report. The 
Quick-look Data Report will be deliver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completion 
of each test, and the Final Data Report and theexperimental data in electronic 
form will be delivered within one year of the completion of each individual 
test. The Project Integration Report will be delivered on or before completion of 
the Project. All reports will be written in English. A report describing the test 
facility in detail, including test instrumentation, will be delivered to the 
signator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analyses.

A.5 EXPERIMENTAL FACILITY

The LSTF (Large Scale Test Facility) of ROSA (Rig-of-Safety 
Assessment) Program of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s an 
integral test facility designed to investigate thermal-hydraulic response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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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transients and accidents. The facility simulates a 1100 MWe four-loop 
Westinghouse-type PWR, namely Tsuruga Unit-2 inJapan, by two-loop facility at 
full-height and 1/48 volumetric scaling. Experiments can be performed under 
wide ranges of primary pressure from reactor nominal operating pressure to 
atmospheric pressure. 

Summary of Major Characteristics:
- Elevation Full Height
- Volume 1/48  (1/21 for two-loop PWR)
- Leg Diameter 207 mm (inner diameter of horizontal legs)
- Max. Pressure 18 and 8.3 MPa for primary loop and SG secondary side 

respectively
- Max. Core Power 10 MW (14% of scaled nominal core power)

Unique Design Features
The ROSA/LSTF is the world largest integral test facility with two 

symmetrical loops.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response during reactor 
transient is simulated using a 10 MW electrically heated core rod bundle with 
more than 1000 simulated fuel rods, annulus downcomer in the pressure vessel, 
207 mm inner diameter hot and cold legs, 141 full size U-tubes in each steam 
generator.

The ROSA/LSTF is equipped with all the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with additional new features such as ECCS coolant temperature control, 
temperature stratification in accumulator coolant tank to inject coolant by 
flashing of high temperature coolant portion without N2 gas pressurization.

Instrumentations around 1900 channels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rmal-hydraulic conditions through the measurement of such parameters as 
temperature, liquid level, pressure loss, flow rate, density. Visual observation of 
flow is possible using "video-probe" a periscope that withstands high-temperature 
steam/water conditions employing glass-fiber cables or bore scopes. 
Non-condensable gas detectors and detailed temperature measurement will be 
furnished to the facility further in the OECD Project to extend the capability of 
the measurement for the thermal-hydraulic response of interest.

Since the shakedown test in 1985, the ROSA/LSTF has provided 
experimental data including the 5% cold-leg LOCA simulation for OECD/NEA 
ISP-26, the Mihama Unit-2 SGTR simulation for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of Japanand the AP600 reactorsimulation for the USNRC. Throughout its 
operational history, the facility has demonstrated excellent experimental 
capabilities and has provided unique data for non-equilibrium, non-homogeneous 
and multi-dimensional phenomena.



- 222 -

Calendar Year
Item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Thermal stratification 
during emergency core 
cooling injection

370 330 180 0 0 880
Unstable phenomena 
such as water hammer 0 270 90 0 0 360
High power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50 50 180 180 0 460
Natural circulation with 
superheated steam 0 50 390 180 180 800
Primary cooling through 
secondary 
depressurisation

0 310 180 0 0 490
Open subjects (Vessel 
break LOCAs and steam 
condensation during 
LBLOCA)

440 0 0 660 0 1100
Administrative and 
reporting 20 20 20 20 30 110
Total  880 1030 1040 1040 210 4200

Appendix B

TENTATIVE BREAKDOWN OF TOTAL EXPENDITURE AND
OF CONTRIBUTIONS TO THE ROSA PROJECT

B.1. FUNDS REQUIRED TO EXECUTE THE PROJECT All amounts in 
thousands of United States dollars.

This Appendix sets the tentative breakdown of total expenditure for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of the Project, as shown in the table below 

Project performance period: Start  01 April  2005
End 31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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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from Signatories (per calendar 
year)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The Association Vinçotte Nuclear, Belgium 60 10 15 15 15 5

The Nuclear Research Institute of the Czech 
Republic 50 9 12 12 12 5

The Valtion Teknillinen Tutkimuskeskus, 
Finland 60 10 15 15 15 5

The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the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Framatome-ANP and Electricite de 
France

405 70 100 100 100 35

The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GRS), Germany 405 70 100 100 100 35

The KFKI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ungary 50 9 12 12 12 5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680 415 415 425 425 ------

Japan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420 105 105 105 105 ------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90 23 23 22 23 ------

The Consejo de Seguridad Nuclear, Spain 130 27 30 31 33 8

The Statens Kärnkraftinspektion, Sweden 70 12 18 18 15 7

The Paul Scherrer Institute, Switzerland 60 10 15 15 15 5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nited 
Kingdom 170 30 40 40 40 20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550 80 130 130 130 80

Total 4,200 880 1,030 1,040 1,040 210

B.2. CONTRIBUTIONS FROM SIGNATORIES
         
    The Signatories agree to assign funds to the Project apportioned as follows 
(all amounts in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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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OECD/NEA GAMA 회의 의제  회의록

1. 제8차 회의(2005.9.26-28) Agenda  련 자료

Eighth Meeting of the CSNI Working Group on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GAMA)

I. The eighth meeting of the CSNI Working Group on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GAMA) was held on 26-28 September 2005 at 
the Ottawa Conference Centre, Ottawa, Canada. 

Part 1: General

1. General – Welcome and Opening Remarks 
Presentation: Welcome and an Overview of AECL's Reactor Safety Research 
Program (Powerpoint format, 11,169 kb) 

2. Election of Chairman and Vice-Chairman 

3. Adoption of the Agenda NEA/SEN/SIN/AMA(2005)11 (pdf, 29 kb) 

4.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Seventh Meeting 
NEA/SEN/SIN/AMA(2004)19 (pdf, 116 kb) 

5. Brief Report on the Last Meetings of the CSNI (Secretary)
- Agenda (word, 189 kb) and Highlights (word, 287 kb) of December 2004 

CSNI Meeting
- Agenda (word, 176 kb) and Highlights (word, 374 kb) of June 2005 

CSNI Meeting 

6. Update on GAMA Integrated Plan (Chairman)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461 kb) 

7. Overall Status of GAMA Work and Reporting (Secretary)

Part 2: Programme of work 

A. Thermal-Hydraulics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Related Safety and 
Auxiliary Systems

8. Introductory presentation by the co-ordinator for Experimental 
Thermal-Hydraulic Work (F. D'Auria)
- Presentation ( (PowerPoint format, 4,759 kb) 

9. Best Estimate Methods, Including Uncertainty Methods and Evaluation 
(BEMUSE Programme): Status on Phase 2 (F. D'Auria) and Phase 3 ( D. 
Bestion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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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Programmme Committe Meeting held in 
April 2005 NEA/SEN/SIN/AMA(2005)9 (pdf 49 kb) 

- Draft Phase 2 Final Report (zip 51.9 Mb) 
- Presentation: BEMUSE Programme Phase 3, Status and Activities 

(Powerpoint format, 152 kb)
- Presentation: BEMUSE Phase 2 (PowerPoint format, 358 kb) 

10. CFD Code Guidelines, Assessment and Extension to Two-Phase Safety 
Problems: Status on Step 2 activities of Writing Group 1, Guidelines (J. 
Mahaffy) and Writing Group 2, Assessment (B. Smith), Final Report on 
Writing Group 3 Extension to Two-Phase Flow (D. Bestion) 
- Summary Record of the Sixth Meeting held in March 2005 

NEA/SEN/SIN/AMA(2005)10 (pdf, 179 kb) 
- Writing Group 2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76 kb) 
- Writing Group 3 Final Report (word 1528 kb) 
- Writing Group 3 Presentation (ppt 309 kb) 
- CAPS of Writing Group 3, Step 2 : Application of CFD codes to some 

selected two-phase flow safety problems (word 35 kb) 

11. Seminar on Transfer of Competenc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CSNI Activities in the Field of Thermal Hydraulics – Ideas and 
suggestions for future action (Chairman)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382 kb) 

12. Concise Update on the status of OECD/NEA Projects on System TH: SETH, 
PKL and ROSA (F. D'Auria) and Extended Presentation on PSB Project (J. 
Macek)
- List of ongoing OECD/NEA Joint Projects (ppt 122 kb) 
- Status Report on Current OECD/NEA Joint Projects (word 267 kb) 
- New Joint Projects: ROSA (word 162 kb), COMPSIS (word 153 kb) 

13. PACTEL (PArallel Channel TEst Loop) Presentation on Test Capability (H. 
Purhonen)
- Project Proposal (word 148 kb)
- Presentation (ppt 1433 kb) 

14. 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 Presentation: Introduction of the ATLAS Program and Preliminary 

Proposal for an ISP Exercise (W. P. Baek) (Powerpoint format, 397 kb) 

B. In-Vessel Behaviour of Degraded Cores and In-vessel Protection 

15. Status of TMI 2 Benchmark Exercise - Ability of Current Advanced Codes 
to Predict Core Degradation, (F. Fichot)
- Presentation (ppt 53 kb) 

16.Update on the status of OECD/NEA projects on Severe Accident: MASCA 
and MCCI (C. Vitanza)
- Presentation (ppt 78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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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on In-vessel / Ex-vessel Phenomena 

17. SERENA (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 Programme 
overview and provisional conclusions, Discussion (D. Magallon)
- Summary Record of the Task 4 Meeting in October 2004 (pdf 32 kb)
- Summary Record of the Final Meeting in June 2005 (word, 268 kb)
- Presentation: Phase 1 Results (pdf 1.94 Mb), TROI (pdf 2.4 Mb), 

KROTOS (pdf 405 kb)
- Proposal for a Phase 2 programme ( Word format, 130 kb) 

C. Containment Behaviour 

18. ISP-47 Exercise (TOSQAN/MISTRA and ThAI Experiments): Final report 
(H.-J. Allelein)
- Draft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Meeting held in April 2005 (word 

382 kb)
- Conclusions (pdf 147 kb), Presentation (ppt 115 kb)
- Reports produced: Step 1/Phase A: MISTRA + TOSQAN (pdf 4954 kb), 

Step1/Phase B: MISTRA (pdf 1583 kb), Step 1/Phase B: TOSQAN (pdf 
1185 kb), Step 2 ThAI: Blind (pdf 3412 kb), Step2 ThAI: Open and 
Blind (pdf 3233 kb) 

19. Phenomena Based Validation Matrix for Ex Vessel (Containment) Models and 
Codes: Final Report (H.-J. Allelein), a Proposed ISP on Hydrogen 
Combustion (H.-J. Allelein) 
- Summary Record of the Fifth Meeting held in November 2004 

NEA/SEN/SIN/AMA(2005)7 (pdf, 106 kb) 
- CCVM Table (word 78 kb)  Presentation: Phenomena-Based Validation 

Matrix for  Ex-Vessel (Containment) Models and Codes (CCVM Table) 
(Powerpoint, 98 kb) 

20. ThAI (Thermal hydraulics, Hydrogen, Aerosols and Iodine) Presentation: Draft 
Proposal for an OECD Project (H.-J. Allelein)
- Presentation (5918 kb) 

D. Fission Product Release, Transport, Deposition and Retention 

21. State of the Art Report on Nuclear Aerosols in Reactor Safety: Status report 
(H.-J. Allelein) 
- Summary Record of the Third Meeting held in January 2005 

NEA/SEN/SIN/AMA(2005)8 (pdf 110 kb) 
- Presentation: State-of-the-Art-Report on Nuclear Aerosols in Reactor 

Safety: Status Report (Powerpoint, 53 kb) 

22.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Final Report (B. Clement)
- Paper (word 611 kb)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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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tatus of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entre of Excellence 
on Containment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Update (B. 
Clement, B. Sanderson) 

Status of Nuclear Safety Research Facilities and Programmes 

24. Overview on Severe Accident Activities and State of Facilities (W. 
Scholtyssek) (Wednesday, 28 September 2005) 
- Draft Report (word 300 kb) 
- Presentation (ppt 44 kb) 

Part 3: Cross-Cutting Issues 

25. Debris Impact on Emergency Coolant Recirculation: Update on the CSNI 
Discussion (C. Vitanza)
- Summary of CSNI Discussion (ppt 128 kb) 
- Presentation Material at the CSNI Meeting - USNRC (ppt 10692 kb) 

IRSN (ppt 2623 kb), STUK (ppt 2095) 

26.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PSA 
(WGRisk/GAMA): Status of preparations (C. Vitanza)
- Preliminary Programme (word 1057 kb) 

27. GAMA Action Plan in the Area of Accident Management: Status (Secretary's 
remark)
- CAPS (CSNI ACTIVITY PROPOSAL SHEET) of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Action Plan (word 37 kb) 

28. Safety Margins Action Plan: Status (PSI contribution)
- Presentation Material at the CSNI Meeting (ppt 591kb) 

29. Advanced Reactor Safety Research Work 
- State of development of accident analysis codes at USNRC (R. Hogan)
- Ideas on a workshop on safety of advanced reactors (Chairman)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2,524 kb) 

30. Fire Safety: Update on the PRISME Project (C. Vitanza)
- Summary Record of the May 2005 Experts Meeting (162 kb)
- Presentation (ppt kb) 

31. Progress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SARNET – Links with CSNI 
Activities (B. Clement)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196 kb) 

Part 4: Procedure 

32. If time permits: Reports on a few selected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of 
particular interest to GAMA (delegates wishing to present such repor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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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ed to make them available to the Secretary before 10 September 
2005). Brief written (electronic) reports on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in 
areas of interest to the Working Group are requested from all participants.
- Austria (word 37 kb) Slovenia (word 24 kb) 

33. Other Matters 

34. Next Meeting 

35. Close of the Meeting

2. 제8차 회의(2005.9.26-28) Summary Record

Highlights and Actions

Agenda-2 Election of Chairman and Vice-Chairman: The GAMA members 
elected Ivan Toth as Chairman and Salih Güntay as Vice-Chairman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vious chairmanship until 31 December 2006.

Agenda-6 GAMA Integrated Plan: The Secretariat should, in coordination with 
the Chairs, update the GAMA Integrated Plan reflecting the decision of 
CSNI on GAMA work (by end of January 2006).

Agenda-9a BestMethods, Including Uncertainty Methods and Evaluation (BEMUSE 
Programme): The Phase 2 report was approved in principle. Comments by 
GAMA members should be communicated before 15 October 2005 (to 
theSecretariat). The report will be sent to the PRG thereafter for review 
requesting to issue it as CSNI report. 

Agenda-9b BestMethods, Including Uncertainty Methods and Evaluation 
(BEMUSE Programme): The CAPS for Step 2 BEMUSE activities will be 
finalised after the October BEMUSE meeting. The candidate host 
organization for BEMUSE step 2 is Technical University of Catalonia, to 
be confirmed by the Spanish GAMA representative. It will be circulated to 
GAMA and PRG for review, aiming to get CSNI approval at the 
December 2005 meeting.

Agenda-10a CFD Code Issues: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benchmarking of 
CFD codes will be held in Munich, Germany on September 5-7 September 
2006. It will be an OECD meeting hosted by GRS and organized in 
coordination with the IAEA.

Agenda-10b CFD Code Issues: The Writing Group (WG) 3 Report on Extension 
to Two-Phase Flow was approved. Additional comments by G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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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should be communicated before 15 October 2005 (to the 
Secretariat). The report will be sent to the PRG thereafter for review 
requesting to issue it as CSNI report. 

Agenda-10c CFD Code Issues: The CAPS for the Step 2 activities of WG 3 
(Extension to Two-Phase Flow) have to be rewritten taking into account 
GAMA comments (by D. Bestion). Itwill be circulated to GAMA and PRG 
for review, aiming to get CSNI approval at the December 2005 meeting. 

Agenda-11 Seminar on Transfer of Competenc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CSNI Activities in the Field of Thermal: the GAMA group 
decided to have a periodic re-edition of the THICKET. The next seminar 
is foreseen for 2008, with the same format as the 2004 edition. 
Meanwhile, the Vice-Chairman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organising a 
similar seminar in the Severe Accident Area, including identification of 
resources and hosting proposals. 

Agenda-12/13/14 Pactel presentation etc.: The GAMA took note of the 
presentation of integrated activities on PACTEL and ATLAS possibility, as 
well as of the ongoing OECD projects.

Agenda-15 Status of TMIBenchmark Exercise: More progress needs to be made 
on this topic. A status on progress should be reported at the next meeting

Agenda-17 SERENA (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 The 
GAMA took note of the SERENA phase 1 results. Reporting will be 
completed in 2005 as scheduled. A proposal for a Phase 2 activity 
consisting of experimental programs in KROTOS and TROI was outlined. 
The aim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void effect and energetics of 
various realistic corium compositions. Several members expressed interest 
for a possible OECD project on this subject. At the same time, members 
strongly recommended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the spread 
of phase 1 results should be pursued in support of the phase 2 
experimental program. There will be a SERENA presentation at the next 
CSNI meeting.

Agenda-18 ISP-47 Exercise (TOSQAN/MISTRA and ThAI Experiments): The 
ISP-47 report will be finalized after the final meeting that will be held in 
October 2005 (NRG, Petten). The secretariat will send it for GAMA 
review and therefore to PRG and CSNI, aiming to get CSNI approval in 
June 2006.

Agenda-19a PhenomenaValidation Matrix for Ex(Containment) Models and Codes: 
The GAMA agreed on the selected experiments set forth by CCVM group 
and on the structure of the report. The first report includes tests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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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available; start immediately - completion in 2006. In parallel, data 
gathering procedure for these tests will be initiated. Upon completion of 
the above, the reporting and data gathering will be gradually extended to 
include other tests as they become available.

Agenda-19b PhenomenaValidation Matrix for Ex(Containment) Models and Codes: 
The secretariat should initiate the data gathering process by requesting the 
identified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data owner. (Secretary Note: 
CAPS?)

Agenda-19c ISP on Hydrogen Combustion: The CAPS was approved. It will be 
circulated to GAMA and PRG for review, aiming to get CSNI approval at 
the December 2005 meeting.

Agenda-20 ThAI (Thermal hydraulics, Hydrogen, Aerosols and Iodine) 
Presentation: The GAMA took note of the intention to set up an OECD 
project on containment issues such as hydrogen and iodine behaviours. It 
also took note that in addition to the ThAI facility, also the MISTRA and 
PANDA facilities can be used for complementary work. An expert meeting 
is to be held in Eschborn, Germany on 3-4 November. The secretariat has 
received and circulated preliminary project proposal. Any changes to the 
proposal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iat in time for further 
distribution to participants in the experts meeting (i.e. before 24 October to 
susan.elie@oecd.org)

Agenda-21 State of the Art Report on Nuclear Aerosols: The GAMA took note 
of the status of writing the report. Final report will be presented at the 
2006 GAMA meeting.

Agenda-22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The final report was approved. 
Additional comments by GAMA members should be communicated by end 
of November 2005 (to the Secretariat). The report will be sent to PRG 
thereafter for review requesting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Agenda-23 Status of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entre of 
Excellence on Containment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The GAMA took note of the intention to set up a proposal (or 
OECD project) focused on iodine issues and on technical capabilities 
available in Canada which are at risk. Pending further discussions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next step will be to bring the matter to PRG and 
CSNI attention.

Agenda-27 GAMA Action Plan in the Area of Accident Management: The 
output of the specialist meeting will be input to the SESAM revision. 
Participations from industry side are encouraged. Addition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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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sent to the secretariat within two months (by the end of 
November 2005). The Spanish representative voluntarily expressed intention 
of leading this task. The CAPS was approved. It will be sent to PRG and 
CSNI for review.

Agenda-29 Advanced Reactor Safety Research Work: The GAMA took note of 
the priorities and ongoing research activities at the USNRC mainly in the 
severe accident area. The GAMA Chairman was requested to seek the 
CSNI guidance on concrete subjects and/or area of work. Follow-up to the 
2002 workshop is an option still considered.

Agenda-32 Reports on a few selected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The 
Chairman encouraged members to submit written reports on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in areas of interest to the Group. 

Agenda-34 The next meeting will take place in Paris during the week of 25th 
September, 2006. Exact dates will be confirmed later. The GAMA agreed 
to hold a special session on the outcome of the MCCI project and related 
CANDU activities.

SUMMARY RECORD

1. General

Ms. Beverly Ecroyd,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Division at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welcomed the participant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Mr. Sanderson of AECL, 
presented the main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afety, which are carried out at 
various AECL establishments. The main focus is on CANDU reactors aiming to:

· Improve plant operation and margins
· Development of simpler, less costly and more reliable safety systems
· Support to safety licensing and design basis
· Maintain core competencies

AECL has the capabilities and facilities required to respond to emerging issues 
in the area of reactor safety for CANDU plants.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gained through AECL’s safety research programs is used for directly supporting 
operation and licensing and to assess and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offround 
operation and releases.
At this point and later during the meeting, the wish was expressed to present 
the Canadian severe accident work, in combination with a report on the MCCI 
project work at the next GAM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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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ion of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Upon a proposal from Professor D’Auria and with support from Messrs. 
Nokamura and Clément, Mr. Ivan Toth of AEKI/KFKI, Hungary, was elected 
Chairman for the previously forseen Chair’s period (until end of 2006). Mr. 
Salih Güntay of PSI, Switzerland, was elected Vice-Chairman. 
Mr. Toth has a strong background in system thermal-hydraulics, while Mr. 
Guntay’s expertise is primarily in the area of severe accidents. They both 
thanked the GAMA members for their trust.

3. Adoption of the Agenda
The agenda [NEA/SEN/SIN/AMA(2005)11] was adopted.

4.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previous meeting.
The Summary Record [NEA/SEN/SIN/AMA(2004)19] was approved.

5. Brief report of the last two meetings of the CSNI
Mr. Vitanza provided this report mainly by going through the highlights of the 
two meetings, which took place in December 2004 and June 2005 respectively.
In the December 2004 meeting the Joint CSNI/CNRA Strategic Plan was 
presented and approved. This plan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SNI-CNRA 
interaction. The composition of the CSNI PRG was changed, with Mr. 
Teschendorff of the GRS starting as the new Chairman. It was also decided to 
start the CSNI assessment, for which an ad-hoc group was created. At that 
meeting, Mr. Durin gave an in-depth update of the GAMA programme and 
results, while providing the basis for the proposed new activities. As to 
proposals, the activities on CFD Guidelines and Assessment, including the 
Workshop on Benchmarking, were endorsed by the CSNI. With regard to the 
results, the reports on BEMUSE Phase I - Recommendations on CFD Guidelines 
and Assessment of CFD Codes for NRS - were approved. An update of the 
SESAR/SFAR group on facilities and programmes was provided. The 
experimental activities conducted in the OECD projects were reviewed. In 
particular, the SUMP clogging issue, the ROSA/LSTF on thermal-hydraulics and 
the PRISME presentation on fire safety were addressed.
There was no detailed reporting of the GAMA activities in the June 2005 CSNI 
meeting. On that occasion, the status of the CSNI Assessment Group was 
presented. It was agreed to further review it, aiming to complete it before the 
December 2005 CSNI meeting.
It was also agreed to provisionally move the WGOE from CSNI to CNRA, but 
with continued reporting in both committees. The progress made in the Safety 
Margin Action Plan was also discussed.

6. GAMA integrated plan
The Chairman highlighted the new points in the GAMA Strategic Plan, mainly 
based on actions from the last GAMA meeting and decisions from the CSNI. 
The points mentioned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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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tests? Final Workshop H-combustion ISP Centre of excellence?

· New activities in CFD area
· THICKET Seminar and Follow-up
· Accident Management Plan
· Safety of Advanced Reactors

All these points are included in the agenda of this meeting.

7. Overall status of the GAMA work and reporting
Mr. Vitanza presented the summary of the GAMA activities, as shown in the 
figure on the next page. In addition, he provided the status of the SERENA 
programme and of cross-cutting issues, in particular the workshop on 
uncertainties in Level 2 PSA.

GAMA THERMAL-HYDRAULICS

GAMA CONTAINMENT AND SEVER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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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05

8. Introductory Presentation of Thermal-Hydraulic Work
Professor D’Auria addressed this point, mainly by reviewing ongoing and 
recently comple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and open issues and needs. 
He made the point that out of several hundreds of tests performed, only a 
relatively small part has been analysed. He returned on the concept of the ideal 
test matrix.
Several of the ongoing projects presented by Professor D’Auria are included in 
the Agenda of this meeting.

9. BEMUSE Programme
Step 1 Phase II
Professor D’Auria outlined the BEMUSE Phase II work and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results. The Phase II was part of the Step 1 
work related to the re-analysis of the LOFT L2-5 test. The Phase II was at this 
point completed and the report had been finalised. The main findings were that:

· All calculations (by 14 members) appear qualified against the agreed 
criteria. However, a few mismatches between results and acceptability 
thresholds have been identified and characterised.

· Dispersion bonds of results are substantially narrower than in ISP 13. 
This indicates that an appreciable improvement in code capabilities has 
taken place in the last several years.

After Professor d’Auria’s review, the GAMA group approved the BEMUSE 
phase II report in principle. Comments by GAMA members were to be sent 
before 15th October 2005. The reportwas then to be sent to the PRG requesting 
them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Step 1, Phase III
Mr. Bestion presented the status of BEMUSE Phase III activities, which address 
the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of the LOFT L2.5 case. A total of 11 
organisations participate in this exercise. The main results were to be discussed 
at the end of October 2005 (Grenoble meeting). The status and progress can be 
synthesised as follows:

· There were still a few technical contributions missing.
· All the participants had a clear understanding of specifications and 

input/output parameters
· The synthesis of the results is in progress

The final report is planned for completion in March 2006.

Step 2, Phase IV, V
Professor D’Auria also gave a concise update on the status of the preparation 
for the BEMUSE Step 2 activity. The candidate host organisation is the 
Technical University of Catalonia, although this needs to be confirmed by the 
Spanish GAM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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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p 2 consists of studying uncertainties for a nuclear power plant core, by 
first preparing a best-estimate calculation and then performing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same case.
Currently,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ZION NPP as a reference plant is being 
considered. This will need to be decided upon before the start at the step 2 
work, which will be after completion of the Step 1 –Phase III work (mid-2006). 
Preparatory work is ongoing. The CAPS for the BEMUSE Step 2 activity were 
to be prepared before the end of October 2005 for presentation to the PRG and 
approved by the CSNI.

10. CFD Code issues
CFD Workshop on Benchmarking
Mr. Bestion introduced the preparations made for the workshop planned on CFD 
benchmarking. A meeting was convened at the NEA Headquarters to set up the 
organisation frame of the workshop (13September 2005).It was agreed to hold 
the Workshop at the GRS premises in Garching from 57September 2006.

CFD Extension to two-phase
Mr. Bestion presented the final report on the (writing group 3 regarding) CFD 
extension to twoase safety analyses. The work contained the following items:

· A classification of NRS problems requiring two-phase CFD use
· A classification of different modelling approaches.
· The specification and analysis of needs in terms of physical assessment.
· The specification and analysis of needs in terms of numerical assessment.

The maturity of present CFD tools was assessed for each NRS problem 
considered. The degree of maturity was generally ranging between "very low" to 
"acceptable". For all problems considered, more R& D work is needed. To start 
with, a limited number of high priority issues should be considered (Phase2).
Mr. Bestion made a recommendation to hold a workshop on CFD-relevant 
instrumentation. He also suggested starting to consider a first selection of 
benchmarking exercises. The GAMA group approved the report, which was to be 
sent for PRG review and CSNI approval. Further comments by GAMA members 
were due before 15th October 2005.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intended 
activities in the follow-up of the two-phase studies.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that the suggested workshop on instrumentation might address very 
specific items, which may not fit with the September 2006 workshop on 
benchmarking. The Chairman underlined the need to focus the future work on a 
limited number of safety issues and related phenomena. The group concluded 
that the CAPS for the new activity on CFD use in two-phase phenomena were 
to be adjusted and sent to the PRG and members for comments, prior to 
submission to the CSNI.

11. THICKET, future actions
The Chairman revisited the main outcome of the 2004 THICKET seminar, which 
aimed at transferring the main outcome of the CSNI Thermal-hydraulic wor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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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member countries. In light of the 
outcome, which was very positive, the GAMA group decided to have a periodic 
re-edition of the THICKET. The next seminar is foreseen for 2008, with the 
same format as the 2004 edition. Meanwhile, the Vice-Chairman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organising a similar seminar in the Severe Accident Area, 
including identification of resources and hosting proposals.

12. Update on OECD Projects in Thermal-Hydraulics
The OECD projects in the area of thermal-hydraulics are reviewed by Professor 
D’Auria. They are:

· PKL-2 on PWR system (boron dilution issue)
· ROSA on various phenomena/scenarios in system T-H
· PSB on safety studies for VVER-1000 reactors
· SETH on containment thermal-hydraulics.

The ROSAproject has just started, whereas the other projects have already been 
in operation for the last two or three years.

13. Presentation of the Pactel Project
Mr. Karppinen informed about the status and plans regarding the Finnish 
PACTEL facility. This has so far been used for studies on VVER 440 T-H, but 
is being modified in order to support the Finnish EPR steam generator (SG) 
studies. The modification entails changing the SG configuration from horizontal 
to vertical and is planned for 2006. The idea is to use PACTEL as a 
complement of PKL and ROSA in order to study scale effects.

14. Presentation of the ATLAS programme
Mr. Baek explain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ATLAS facility at KAERI, 
as well as his ideas about using the facility for an ISP exercise. ATLAS is a 
full pressure, ½ height, 1/288 volume of an Advanced PWR (APR 1400). It is 
the only T-H integral effects testing (IET) facility with 2x 4 coolant loops, with 
integrated RV downcomer and with direct vessel and cold leg injection. KAERI 
wishes to make it available internationally and will eventually seek support for 
it. The intended ISP exercise will be presented at the next GAMA meeting. 
Relevant material including analyses of candidate scenario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GAMA before the next meeting.

15. TMI-2 Benchmark exercises
The aim of the current programme is to carry out code calculations on accident 
scenarios as an alternative to the TMI-2 sequence that was reported about in the 
previous phase of the TMI-related work in GAMA. The group performing this 
study consists of eight organisations. This group decided to calculate an 
alternative scenario with simplified boundary conditions in order to minimise the 
impact of the T-H initial transient and focus on the severe Accident process. A 
first meeting is planned for November 2005. The GAMA group expres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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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hat more progress should be made in this particular field and requested 
that the status on progress be reported upon at the next GAMA meeting.

16. Reporting on MCCI and MASCA projects
Mr. Vitanza presented the status of these projects. The MCCI project addresses 
ex-vessel phenomena such as coolability of the melt and core-concrete interaction 
(CCI). The MASCA project focuses on in-vessel phenomena such as stratification 
of various liquid phases (e.g. metal and oxide). The MCCI data have shown that 
separate cooling effect by water ingress diminishes with increasing concrete 
content. On the other hand, combined effects during CCI lead to much higher 
heat transfer. The measurements show that crust strength is relatively weak, 
which implies that the crust would break, enabling water penetration and melt 
erup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limestone and silicide 
concrete. A follow-on programme is being considered.
The MASCA programme has yielded important materials property data and 
provided considerable insights on thermochemical processes occurring in the 
molten mixture. This programme will be finished in mid-2006.A new project, 
possibly dealing with progression to molten conditions in a debris bed,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17. SERENA Project
Mr. Magallon reported on the main findings of the SERENA project. The project 
has lasted for three years and has produced valuable results in terms of 
assessing current model capabilities in predicting phenomena relevant for 
fuel-coolant interaction and steam explosion. The project gathered a group of 12 
experts from nine organisations world-wide. It had 5 Tasks which addressed the 
following topics:

· Task 1: Identification of relevant conditions for FCI in NPPs and 
selection of experiments

· Task 2:Code applications to pre-mixing experiments
· Task 3:Code applications to explosion experiments
· Task 4:Code application to NPP case
· Task 5: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The main outcome was that:
· A clarification about the impact of void on explosion strength is 

necessary. Void appears to be a key factor in understanding the 
explosion strength. Thus, there is a need to better characterise the void 
generated during the FCI.

· An assessment of the energetics associated to different melt compositions 
is needed. While it is recognised that the limited melt compositions 
studied until now exhibit considerably less energetics than e.g., 
aluminium, it also appears that a broader range of compositions need to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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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 two points are considered in an experimental programme that the 
CEA and KAERI are envisaging as a follow up of the SERENA work (in 
KROTOS and TROI facilities).
Mr. Song of KAERI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KAERI TROI facility and its 
past use in connection with Korean FCI studies. During 2005 and 2006 
investigations will include melt composition effects (including metal) and methods 
for reducing the strength of the steam explosion. In general, a reduction of 
explosion energy is observed at increasing UO2 content in the Zirconia/Urania 
mixture. For instance a composition of 80/20 % of UO2/ZRO2 gives very modest 
explosion. Compositions of 70/30% led to stronger explosions, but still much 
weaker than for e.g. aluminium. As it emerged from the MASCA experiments, 
there is a potential for metal being present in the molten mass. The effect of 
molten metal presence on steam explosion will b e investigated in future TROI 
tests. Mr. Magallon explained the progress made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KROTOS facility in Cadarache. This facility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in 
2006, including an X-ray monitoring system and other measuring devices, which 
are expected to considerab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experimental data 
generated during the tests. In particular, void measurements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improved by the X-ray imaging system.
The above forms the basis for a proposed Phase 2 programme, consisting of 
combined KROTOS and TROI experiments. As said, void will be a critical 
parameter to be measured as related to steam explosion. Compositions of 70/30% 
and 80/20 % UUO2/ZeO2will be tested, also including metallic components.
The GAMA took note of the SERENA Phase 1 results. Reporting will be 
completed in 2005 as scheduled. A proposal for a Phase 2 activity consisting of 
experimental programs in KROTOS and TROI was outlined. The aim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void effect and energetics of various realistic 
corium compositions. Several members expressed interest for a possible OECD 
project on this subject. At the same time, members strongly recommended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the spread of phase 1 results should be 
pursued in support of the phase 2 experimental program and phase 2 should also 
include analytical activities. There will be a SERENA presentation at the next 
CSNI meeting,

18. ISP-47 Exercise
Mr. Allelein gave a summary of this ISP, which involves calculations of 
TOSQAN and MISTRA (Step 1) and THAI (Step 2) experiments. A total of 12 
organisations from 10 countries take part in this work. The objective is to cover 
containment T-H phenomena, which are still uncertain, such as:

· wall condensation
· atmospheric stratification
· natural circulation
· turbulent diffusion

There had been a meeting in April 2005 (in Cologne, Germany), which was 
intended to bethe last one. However, some more calculations were reques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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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post-test THAI cases. A final meeting was to be held in October 2005 
[Note: this has been done]. As to reporting, the past reports regarding the two 
steps are ready, whereas the final report for the entire ISP 47 is still in a 
provisional form [Note: at the October meeting it was agreed to complete the 
final report by the end of 2005]. Once completed, it will be distributed to 
GAMA for comments to get CSNI approval of the final report inJune 2006.
Mr. Allelein also mentioned that the experts recommend an activity to prepare 
something like guidelines for the use of lumped parameter models.

19. Phenomena-based Validation Matrix (CCVM)
Mr. Allelein presented the status of this activity, which aims to construct a 
validation matrix on containment T-H and Hydrogen combustion. An extensive 
list has been prepared on containment thermal-hydraulics, including persons 
responsible to get the data from the respective laboratories. A similar list, 
although more limited, has been prepared for hydrogen combustion experiments. 
At the same time, the final report for this activity is being prepared. The 
structure has been defin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completed in April 
2006. 
The actual gathering of data has not started yet. It will make use of the 
STRESA database developed by the JRC-Ispra, which can be operated through 
the NEA Data Bank System. The NEA Secretariat will initiate the data gathering 
process by requesting the identified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data owners.
Mr. Allelein also circulated a preliminary proposal for a similar activity on 
aerosol experiments. [Note: This particular activity is not included in the current 
CAPS and is not foreseen to be part of the final report].
The GAMA agreed on the selected experiments set forth by CCVM group and 
on the structure of the report. The first report includes tests that are already 
available; start immediately - completion in 2006. In parallel, data gathering 
procedure for these tests will be initiated. Upon completion of the above, the 
reporting and data gathering will be gradually extended to include other tests as 
they become available.
Mr. Allelein completed his presentation by outlining the proposal for an ISP 
exercise on Hydrogen combustion. The work is intended to start after completion 
of the CCVM final report. The CAPS was approved by the group, it is to be 
circulated to the PRG and CSNI for approval.

20. Presentation of the THAI project proposal
Mr. Allelein gave the background for a proposed OECD project on the German 
THAI facility. The project addressed containment in T-H, Hydrogen, Aerosols 
and Iodine issues and in particular on the following issues:

· Thermal Hydraulics
- improved stratification modelling (need evident from ISP-47 results) 

should be validated by blind calculations for accompanying 
experiments

- general basis for aerosol, hydrogen and iodin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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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
- recombiner operation under adverse conditions
- low-concentration H2 burns

· Aerosols
- resuspension from walls and sumps
- non-nuclear aerosols (fibrous-, fire particles)

· Iodine
- deposition on and resuspension from surfaces (steel, paint, sump)
- transition from gaseous to particulate iodine
- coupling of thermal hydraulics and iodine behaviour in 

multi-compartment geometries
The GAMA took note of the intention to set up an OECD project on 
containment issues such as hydrogen and iodine behaviours. It also took note 
that in addition to the ThAI facility, the MISTRA and PANDA facilities can be 
used for complementary work. An expert meeting was to be held in Eschborn, 
Germany, on 3-4 November. The secretariat had received and circulated a 
preliminary project proposal based only on ThAI. Any changes to this proposal 
were to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iat in time for further distribution to 
participants in the experts meeting (i.e., before 24 October, to 
susan.elie@oecd.org)

21. SOAR on Nuclear Aerosols
Mr. Allelein said that most of the material has been prepared and is available 
for reporting. The work assigned to different participants in the SOAR writing 
was defined long ago and it involves 14 members from eight countries. The 
SOAR completion is expected for mid-2006. The GAMA took note of the 
SOAR status and plan for completion.

22.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The coordinator for this work, Mr. Clément, gave a presentation on the status of 
the report and main content. Eight participants from seven organisations 
contributed to this report, which is now completed. The status of knowledge was 
reviewed including the following aspects:

· Iodine release from fuel
· Transport in RCS
· Containment T-H and physics
· Liquid phase chemistry
· Gas phase chemistry
· Exchange between sump and atmosphere
· Source term to the environment

After providing an overview of current knowledge,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cus on:

· Validation effort, especially on organic iodine formation
· Boundary conditions for Iodine chemistry, such as PH evolution and 

silver release and oxid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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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on of input parameters for Iodine chemistry
The final report was approved. Additional comments by GAMA members should 
be communicated before 15th October 2005 (to the Secretariat) (extended to end 
of November). The report will be sent to PRG thereafter for review requesting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23. Centre of excellence on Iodine Behaviour
Mr. Sanderson gave an introduction on the main goals behind the proposed 
centre of excellence in Iodine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These were to:

· Identify and resolve scientific gaps
· Optimisation of the use of existing information
· Convergence on common understanding of fission product behaviour

The host organisation is intended to be the AECL of Canada, where extensive 
experience and infrastructure relevant for these objectives is available. The centre 
is to carry out work on research programmes, code development and evaluation 
and personnel development. The recommended R & D prospects would cover:

· Organic iodide formation and decomposition on surfaces
· Mechanisms and rate constants for Iodine adsorption on metal 

containment surfaces.
The programme would span over a time period of three years for a total cost of 
500 KCAD. Professor D’Auria commented that Iodine is a very specific issue 
covering only a part of the severe accident field. Mr. Sanderson commented that 
the issue is such that it requires specific expertise and laboratory infrastructure. 
He added that the SESAR-FAP report identified Iodine chemistry as an area 
where joint actions were needed, and actually the only one of the SESAR-FAP 
recommendations that has not yet been completed. The GAMA took note of the 
intention to set up a proposal (or OECD project) focused on iodine issues and 
on technical capabilities available in Canada, which are at risk. Pending further 
discussions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next step will be to bring the matter to 
PRG and CSNI attention.

24. Overview of Severe Accident Activities
Mr. Scholtyssek had sent an updated list of severe accident facilities, which was 
distributed to members. He also reviewed the result of a SARLIST inquiry 
(2005), which was sent to 50 organisations worldwide. In summary, the number 
of FAPs decreased significantly, as indicated below:
- Hydrogen: Fairly stable
- FP behaviour: Strong decrease(40%)
- Ex- V coolability: Moderate decrease (13%)
- In- V phenomena: Moderate decrease (20 %)
- FCI Moderate decrease (15%) 
- Containment behaviour:Strong decrease(50 %)
Additional observations were presented as follows:

· In-vessel phenomena and melt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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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PHEBUS test cancelled, future PHEBUS program under 
discussion,

- IRSN proposal for ST-SET program
- LIVE program at FZK to be started early 2006
- QUENCH program at FZK until 2007

· FCI
- ECO facility (FZK), program completed, facility closed
- KROTOS (CEA), TROI (KAERI) →SERENA Phase 2?

· Melt release, spreading, catching device
- KAJET, KAPOOL, KATS (FZK) programs completed, facilities 

closed,
- COMET facility to be closed in 2006

· FP release
- RUSET facility new (AEKI, HU), studies Ru oxidation and release

· Aerosols
- PECA facility (CIEMAT), upgraded for aerosol transport studies, also 

within SG (e.g. ARTIST)
· Hydrogen

- RUT without program since 2002, further availability uncertain
- New hydrogen technicum at FZK

25. CSNI discussion on SUMP clogging
The objective of the discussion was to provide the CSNI with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trainer clogging, review selected cases of current 
national research in the area and consider options for possible CSNI activities in 
this area. 
Mr. Paperiello had provided a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strainer 
clogging issues in the USA. The presentation focused on the US NRC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the strainer clogging issue and on the resolution schedule. 
All modifications are to b e completed and the issue closed by the end of 2007.
Mr. Armand inform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trainer clogging issues in 
France. He briefly summarised the history of the issue and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He also mentioned ongoing research activity, in particular chemical 
and head loss research programs. All NPP modifications are to be completed by 
2011.
Mr. Valtonen provided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strainer clogging 
issues in Finland. Based on tests new sump screens and back flushing 
capabilities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in 1993 for both the OLKILUOTO and 
LOVIISA NPPs. No additional tests have been needed after 1993 for existing 
plants. Based on the preliminary assessment and first tests OLKILUOTO Unit 3 
sump design is acceptable.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 There is no bro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ngoing research.
· The research and the proposed measures are mostly plant specific. Hence 

there is no broad co-ordination of plant modifications in NEA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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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many plant-specific aspects, it has been difficult to start a 
joint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 Co-operation may occur on a bilateral basis. No follow-up CSNI action 
is considered at this time.

26.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Level 2 PSA
A brief update on the preparation was provided by Mr. Vitanza. Approximately 
25 papers will be present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large (~70 – 80 
people). The Organising Committee has decided on the technical programme, 
including the final panel session. The Workshop will be hosted by the IRSN and 
will be held at Aix-en-Provence, in Southern France

27. GAMA action plan on Accident Management
The CAPS for this activity was reviewed by Mr. Vitanza. The objectives and 
product are:

· To define the current status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implementation in member countries.

· To review the knowledge base, which has been developed over recent 
years.

The scope is to:
· Organise a "Specialist Meeting on the Current Status in OECD Member 

Countries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extension of AM/SAM to shutdown conditions in LWR plants, the basis 
for decision-making and national requirements, criteria,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AM/SAM in existing plants.

· Update the 1996 SESAM report "Implementing Severe Accident 
Management in Nuclear Power Plants" on the basis of recent specialist 
meetings and a questionnaire on the regulatory status of severe accident 
mitigation.

The product will be the Proceedings and the updated SESAM (Senior Experts o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report. Participation from the industry side is 
encouraged. Additional participation should be sent to the Secretariat within two 
months (by the end of November 2005). The Spanish representative voluntarily 
expressed his intention of leading this task.
The GAMA approved the proposed CAPS, which will be sent to the PRG and 
CSNI.

28. Safety Margins Action Plan
Mr. Güntay revisited the presentation made at the June 2005 CSNI meeting by 
Mr. Zimmermann. The point is to clarify how possible margin degradation can 
be measured after a significant plant change (e.g. power up-rate), when licensing 
assured that all deterministic criteria are observed.
Two technical notes have been produced to date, one addressing the definition of 
safety margins, the other one dealing with acceptance criteria and related safety 
margins. The final product will be a CSNI Guidance document deal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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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evaluation and quantification, which is expected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2006.

29. Advanced Reactor Safety Work
Ms. Hogan presented this item.
The USNRC Program Purpose in this area is to 

· Develop technical bases to support regulatory decision-making
· Independent evaluation and assessment
· Maintain core competency and staff expertise
· Maintain and access to co-operative experimental programs

The SA activities support the NRC strategic plan by providing the technical 
basis for resolving safety issues, new reactor licensing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aim is to:

· Create a severe accident code consolidation plan to MELCOR to reduce 
resource needs

· Code & model development to meet challenges presented by new reactor 
licensing

The future direction encompasses:
· Development of MELCOR as a state-of-the-art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 Incorporate domestic/international experimental activities to improve 

models and provide data to resolve safety issue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s

After reviewing the most relevant advanced reactor designs, development and 
relevant SA test facilities, Ms. Hogan summarised the USNRC approach as 
follows:

· The RES SA research program provides valuable tools, data, and core 
Agency expertise that are used to solve regulatory issues.

· The knowledge base developed and maintained by the RES SA research 
program provides a technical basis for NRC regulations.

· RES SA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solutions to future regulatory 
issues and support risk-informed regulatory initiatives.

30. Update on the PRISME Project
The IRSN set forth a proposal for a joint experimental project based on 
Cadarache experimental capabilities. These were presented in relevant WGs and 
to PRG and a presentation from IRSN was made at the last CSNI meeting.
The decision at the last meeting of the CSNI was to continue discussion with 
IRSN and potential participants to develop a draft proposal. An Expert meeting 
was set up in May 2005 to define technical for the intended proposal. There 
wee 20 participants representing 11 countries.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IRSN proposal was of considerable 
interest. The program was discussed in depth and participants’ views and 
priorities were set forth for IRSN consideration in preparing the final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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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ve-year programme is foreseen for a cost of 1.4 ME/year (50 % covered by 
the host country).
The preparation continues trying to establish consensus and aiming to start the 
project in January 2006.

31. Progress on SARNET
Mr. Clément reviewed the SARNET progress, including the Eurosafe 
methodology and the SARNET R&D programmes. The main objectives include:

· Resolution of still pending questions that are important for reactor safety
· Optimised use of available resources and competences throughout Europe
· Knowledge transfer for safety application
· Preserve the competence (capitalize on the knowledge)

The scope of the R&D activities is based on the Eurosafe conclusion and 
includes corium and containment issues, as well as source term. The knowledge 
gaps to be closed encompass the following items:

· Coolability of particulate debris bed in case of reflooding,Insufficient 
validation of existing models because of the lack of multi-D 
experimental data (ERI 1.2)

· Integrity of RCS, distribution of decay heat, containment bypass (ERI 
1.5)

· Ex vessel corium coolability, Scale effects (size of existing experiments, 
ERI 2.2 & 2.4)

· Dynamic and static behaviour of containment, crack formation, FP 
leakage (ERI 3.5)

· Characterisation and quantification of fission product release during core 
reflooding, Virtually no data on real irradiated fuel (ERI 5.5)

32. Next Meeting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at the NEA premises in Paris during the week of 
25th September, 2006. Exact dates will be confirmed later. (The date of the 
meeting has since then been confirmed and it will be held on 25-27 September 
2006).

3. 제9차 회의(2006.9.25-27) Agenda  련 자료

Ninth Meeting of the CSNI Working Group on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GAMA)

Part 1: General

1. General – Welcome and opening remarks. 

2. Extension of the current Chair and Vice-Chair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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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option of the Agenda NEA/SEN/SIN/AMA(2006)8. (Word format, 159 kb) 

4.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eighth meeting 
NEA/SEN/SIN/AMA(2006)7. (Word format, 329 kb) Status of Actions and 
Highlights (Word format, 53 kb) 

5. Report on the last two meetings of the CSNI. Summary record of the 
December 2005 meeting (Word format, 279 kb). Summary record of the June 
2006 meeting (Word format, 318 kb). Review of the Role Activiti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CSNI (ISBN 92-64-01062-9) (Pdf format, 227 kb); 
interaction Working Group – Projects; Presentation by CSNI chair on 
implementing the CSNI assessment group recommendations (PowerPoint 
format, 1,866 kb). Draft CSNI Operating plan: effect on GAMA (Secretary) 
Presentation on CSNI 0peration Plan (PowerPoint format, 305 kb) ; Update 
on GAMA Integrated Plan (Chairman) (Word format, 419 kb); WG, PRG 
and CSNI updated mandates (Word format, 54 kb); 

6. SESAR SFEAR Report, review of outcome (Secretary). (Word format, 1,667 
kb)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273 kb) 

7. Overall Status of GAMA Work and Reporting (Secretary).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332 kb) Presentation on Integrated Plan (PowerPoint 
format, 373 kb) I. Toth 

Part 2: Programme of work

A. Thermal Hydraulics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Related Safety and 
Auxiliary Systems

8. Presentation by the co-ordinator for experimental Thermal Hydraulic work 
(PowerPoint format, 115 kb) (F. D'Auria).

9. Best Estimate Methods, Including Uncertainty Methods and Evaluation 
(BEMUSE Programme).
- Status on Phase 2 report publication (Secretary) 
- Phase 3 activities completion; Draft report for GAMA approval. (PDF 

format, 10.9 mb)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373 kb) (A. De Crecy) 
- Status of Phase 4 activities (LOCA in “real NPP”) (F. Reventos) 

Presentation (Pdf format, 223 kb) 
- Interaction with NSC and NSC activities on uncertainty (PowerPoint 

format, 42 kb) (F. D'Auria) 
- Discussion on future GAMA activities in the field of BE methods, 

GAMA recommendations 

10. CFD Code Guidelines, Assessment and Extension to Two-Phase Safety 
Problems: Status of the Step 2 activities, including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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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ing Group 1, Guidelines (J. Mahaffy): Draft Report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use of CFD in Nuclear Reactor Safety Applications" 
for GAMA approval. Presentation (Word format, 57 kb). 

- Most recent BPG draft (posted 11 October 2006) (pdf file, 3 mb). 
- Writing Group 2, Assessment (B. Smith), Presentation on the CFD4NRS 

Workshop held in Garching on 5-7 September (PowerPoint format, 583 
kb), update of activity, foreseen completion schedule. Programme (Word 
format, 101 kb) List of participants (Word format, 197 kb) 

- Writing Group 3, (D. Bestion) Final Report on Step 1 (available at the 
meeting), Status of Step 2: Extension to Two-Phase Flow, Foreseen 
completion schedule 

- Interaction with NSC and NSC activities in CFD area (E. Sartori), 
Presentation-1, Presentation-2, Presentation-3 (Powerpoint format). 

- Discussion on future GAMA activities in the CFD area, GAMA 
recommendations 

11. Seminar on Transfer of Competenc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CSNI Activities in the Field of Severe Accidents
- Ideas and suggestions for future action (S. Güntay)
- GAMA proposal. Presentation by S. Güntay (PowerPoint format, 238 kb)
- Presentation on THICKET (PowerPoint format, 304 kb) (I. Toth) 

(Tuesday, 26 September 2006)

12. Concise update on the status of OECD Projects on System T-H: 
- PKL (PowerPoint format, 853 kb) PKL for reflux condenser (PowerPoint 

format, 84 kb)
- ROSA (PowerPoint format, 184 kb) (F. D'Auria) 
- Extended Presentation on PSB Project (PowerPoint format, 1,763 kb) (J. 

Macek)
- Presentation on NEA Joint Projects (PowerPoint format, 282 kb)

13. PACTEL (PArallel Channel TEst Loop) 
- Presentation of new program proposal (Finnish representative). (Pdf 

format, 187 kb)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2 mb) 

14. Discussion on the future GAMA work scope in the T-H area, with reference 
to safety issues as identified in the Operating Plan, the SFEAR report and 
the PRG Key Safety Issue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CSNI. Prof. 
D'Auria's input for discussion (PowerPoint format, 113 kb) Presentation by I. 
Toth (PowerPoint format, 366 kb) 

B. In-Vessel Behaviour of Degraded Cores and In-vessel Protection

15. Status of TMI 2 Benchmark Exercise - Ability of Current Advanced Codes 
to Predict Core Degradation, (F. Fichot).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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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pdate on the status of OECD projects on Severe Accident
- Update on MASCA/CORTRAN (F. Fichot)
- Summary and relevance of MCCI results (PowerPoint format, 1,115 kb) 

(J.M. Bonnet)
- Review of CANDU Severe Accident activities (B. Sanderson).

17. SERENA Phase 1, final report and update on the newly proposed OECD 
project on FCI: 
- SERENA Phase-2 Project (CEA) (Word document, 169 kb).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126 kb) 

C. Containment Behaviour and
D. Fission Product Release, Transport, Deposition and Retention

18. ISP-47 Exercise (TOSQAN/MISTRA and THAI Experiments)
- Work completion and Final report (PowerPoint format, 30 kb) (H.-J. 

Allelein).

19. Phenomena Based Validation Matrix for Ex Vessel (Containment) Models and 
Codes: 
- Work completion and Final Report (PowerPoint format, 28 kb) (H.-J. 

Allelein); 
- Status of the Proposed ISP on Hydrogen Combustion (H. J. Allelein, 

secretary). 
- GAMA recommendation on next step. Proposed template (Word format, 

5,594 kb) 

20. State of the Art Report on Nuclear Aerosols in Reactor Safety (Pdf format, 
5,705 kb): 
- Work completion schedule and structure and conclusions of the SOAR 

(PowerPoint format, 32 kb) (H.-J. Allelein).

21.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Revised Final Report for GAMA 
approval (B. Clement/ S.Güntay). (Word format, 688 kb) 

(Wednesday, 27 September 2006)

22. Brief review of SESAR-SFEAR recommendations in SA area (Secretary) and 
status of the proposed OECD THAI Project (H.J. Allelein) (Word format, 
3,401 kb) and of the SETH-2 (PANDA+MISTRA) Project (S. Güntay). 
(PowerPoint format, 2,336 kb) Status with THAI, SETH-2 and BIP 
(PowerPoint format, 251 kb) 

23. Brief recall on the status of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ECD 
Behaviour of Iodine Project (BIP) on a Canadian proposal regarding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an Experts meeting will be held 
on the subject after the GAMA meeting on the 28-29 September, request for 
nomination was sent to CSNI on 24 July) (B. Sanderson).



- 249 -

Status of Nuclear Safety Research Facilities and Programmes

24. Overview on Severe Accident Activities and State of Facilities (W. 
Scholtyssek). 

25. Discussion on the future GAMA work scope in the SA area, with reference 
to safety issues as identified in the Operating Plan, the SFEAR report and 
the PRG Key Safety Issue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CSNI.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375 kb)

Part 3: Cross-Cutting Issues

26. Outcome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Severe Accidents and Level-2 PSA. 
-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124 kb) (B. Chaumont). 
- Discussion on the recommendations and related actions for GAMA. 

Overall summary (PowerPoint format, 296 kb) 

27. GAMA Action Plan in the Area of Accident Management: 
- Status (O. Sandervag). 
- Request to CSNI, December 2005 (PowerPoint format, 292 kb). 
- Proposed CAPS (Word format, 40 kb) 

28. Safety Margins Action Plan: Status (O. Sandervag).

29. Fire Safety: Update on the PRISME Project (C. Vitanza).

30. Progress Report on SARNET – Links with CSNI Activities.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380 kb) (B. Clement).

31. Report from other CSNI/CNRA Working Groups (as needed, to be defined). 

32.
a) Meeting summary, actions and recommendations. (Chair)

b) If time permits: Reports on a few selected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of 
particular interest to GAMA (delegates wishing to present such reports are 
requested to make them available to the Secretary before 10 September 
2006). Brief written (electronic) reports on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in 
areas of interest to the Working Group are requested from all participants. 

- IAEA report (PowerPoint format, 401 kb) 
- EU presentation (PowerPoint format, 498 kb) 

33. Other matters.

34. Next meeting.

35. Clos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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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차 회의(2006.9.25-27) Summary Record

HIGHLIGHTS AND ACTIONS FROM THE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GAMA)Held on 25-27 September 2006, NEA Headquarters, France

Agenda – 2
The Chair and Vice-Chair were confirmed for the next year, up to the end 
of 2007.

Agenda – 5
The Group took note of the document "Review of the Role Activiti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CSNI" and of the status of the CSNI Operating 
Plan. It also approved the revised GAMA mandate. 

Agenda – 7
The GAMA Integrated Plan is to be reviewed and updated to eliminate 
some inconsistencies in the text. 

Agenda – 9a
The BEMUSE Phase-2 report has been published as planned.

Agenda – 9b
The BEMUSE Phase-3 draft report is to be reviewed by GAMA members 
and comments have to be provided before end of October 2006. The US 
member agreed to provide a peer review of the draft report by mid 
November 2006. In parallel, the draft report will be sent to the PRG. 
Based on the comments received, the report will be finalised for CSNI 
approval, possibly at the December 2006 meeting. This will however 
depend on the extent of the comments received.

Agenda – 9c
The BEMUSE Phase-4 work proceeds as planned and is to be completed 
in 2007, including reporting. The CAPS for Phase-5 will be prepared and 
circulated to GAMA by the coordinator Prof. Reventos before end of 
March 2007, for GAMA review by end of April 2007, aiming for PRG 
and CSNI endorsement in June 2007.

Agenda – 10a
The CFD WG-1 (Guidelines) draft report was produced as planned and 
should be finalized before the end of 2006. GAMAmembers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comments before end of October 2006. The Secretariat 
will contact the PRG requesting their review before the end of November.
The CFD WG-1 work will end with the completion of the above report. 
However there will be a need to update the CFD guidelines depending on 
future experience and they should be supplemented by application-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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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Gs. It was suggested that ISP-like activities on CFD applications might 
provide the basis for such updates in the future.

Agenda – 10b
The CFD WG-2 (Assessment) had a very successful workshop at GRS 
premises in Garching (5-7 September 2006). The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workshop will be assembled, together with the programme, 
presentations, list of participants etc. as workshop proceedings, by the 
workshop Chair (B. Smith). It should then be sent to GAMA members, the 
PRG, aiming for CSNI approval to publish the proceedings at the 
December 2006 meeting.

Agenda – 10c
The CFD WG-2 report on assessment is progressing as planned and will 
be submitted to GAMA in July 2007. The aim is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at the end of2007. A web based assessment matrix will be set-up by 
June 2007. The WG-2 will be formally dissolved at that time.

Agenda – 10d
The CFD WG-3 (Two-phase applications) plans to complete its current 
activity by end of 2007. The report on selected two-phase applications is in 
progress and will be sent to the GAMA members in July 2007. The last 
WG-3 meeting is scheduled for May 2007. 

Agenda – 10e
These ideas were put forth for short-term actions in the CFD area:
a) Maintain the web-based assessment matrix and revise the Guidelines 

where needed. A small group of three CFD experts + NEA secretary + 
web master responsible should manage this task. This can be finalised 
at the meeting on 10 May 2007. See point 10

b) ISPs or similar activities in the CFD area. This is seen as a mean to 
apply Guidelines and develop case-specific ones. This can be examined 
at the meeting on 10 May 2007. See point 10-f.

c) A workshop on CFD for two-phase applications and instrumentation. 
The GAMA agreed that, given the rapid progress in CFD and computer 
technology,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workshop in 2-3 years 
time. The workshop should not exclude 1and could tentatively be held 
in the latter part of 2008. CAPS are to be prepared by D. Bestion 
before mid October for GAMA (and PRG) review. The CEA is 
prepared to host the workshop.

Agenda – 10f
The current CFD activities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7. At that 
time, the CFD writing groups will also cease to exist. The GAMA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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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ppoint a "CFD Review Group", which could identify needs and scope 
of future CFD work in GAMA. The NEA Secretariat is to issue a letter 
requesting nominations to such a group (5-6 persons), which will meet 
once, maximum twice. This group could gather at the time of the WG-2 
and -3 last meeting (Paris, 10-11 May 07).

Agenda – 11
Seminars on Transfer of Competence. The GAMA agreed that:
a) The GAMATHICKET-like activity in SA should be coordinated with 

SARNET, which plans a seminar in early 2008. GAMA should ensure 
that CSNI activities, reports, ISPs and data in past CSNI-SA studies are 
well covered in the seminar.

b) A new edition of the THICKET in thermal-hydraulics should be 
planned for 2008. University of Pisa is a candidate host.

CAPS for the above points a) and b) should be developed by the Chairs 
before the end of October 2006.

Agenda – 12
The GAMA took note of the progress in the T-H OECD projects. A 
remark was made on the use of core-exit thermocouples as indicators for 
AM procedures, based on outcome of a ROSA test.

Agenda – 13
The GAMAtook note of the PACTEL plans to start an international project 
and in particular of the intention of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LUT) – Finland to convene a meeting of TH experts in spring 2007 in 
order to discuss the project goals and scope.

Agenda – 14
Goals for future work: 
On BEMUSE: See point 9c (CAPS Phase-5). The GAMA considered that a 
concise set of question on:

a) Which areas or subjects require BEM and uncertainty analysis
b) Which countries accept uncertainty analysis in licensing/regulation 

The questions will be set up by Prof. D’Auria and circulated by the 
Secretariat (January 2007). 

On CFD: See point 10-e and 10f
Regarding the TH future activities, proposals were put forward by F. 
D’Auria and by the Chairman. The latter reviewed possible subjects based 
on SESAR-SFEAR and the CSNI Operating Plan. In addition, the GAMA 
discussed these points: 
- Interaction with Projects:the Secretariat is to send a letter to Project 

MBs requesting to free one set of data for ISPs in GAMA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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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CCS Sump Clogging there is a CNRA Workshop planned for 
2007-2008, which could help identify whether open issues remain.

- Reflux condensation is seen as a means to support AM in new reactor 
designs. This item can be addressed at project level, e.g. in PKL tests, 
but reflux condensation effectiveness can be a subject for future GAMA 
work.

- Core exit TC function for AM, should be discussed in ROSA first, then 
in GAMA. The Secretariat should interact with SKI, JNES and JAEA 
to clarify needs in this area.

- 3-D phenomena in BWRs should be considered. Circulation phenomena 
at zero or low-power conditions, including hot stand-by,are important. 
Stratification and formation of cold plugs can occur. Interaction with 
CFD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GAMA work in this field.

- 3-D phenomena in PWRs are alsoimportant also in PWR, e.g. in the 
APR-1400, where 3-D behaviour in the downcomer is important. In 
general, 3-D should focus on core, downcomer and upper 
plenumphenomena.

- Monitoring key facilities is essential
-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is also important. ISPs or 

joint analysis of experimental results could be used for qualifying these 
facilities.

- The chair will gather the above proposals and report about the GAMA 
discussion at the next CSNI meeting. Members should provide further 
input/ideas on future GAMA work before mid November 2006.

Agenda – 15
On the TMI-2 Benchmark exercise the GAMA took note of the status of 
the code comparative exercise on core degradation and accident progression 
simulation, in a pre-defined accident scenario. Calculation results are 
expected for early 2007 and completion of this work is foreseen for the 
end of 2007.

Agenda – 16-17
The GAMA took note of the status of the OECD MCCI-2 and CORTRAN 
Project, of the CANDU severe accident research and of the steam 
explosion SERENA Project. The SERENA Phase-1 report will be sent to 
GAMA members and to PRG for review shortly after this GAMA meeting, 
for possible CSNI approval in December 2006.

Agenda – 18
The ISP-47 exercise requires an action for converging towards a consensus 
report. A small meeting of the parties involved should be convened in 
October in order to finalise the part of the report that is under discussion. 
The coordinator Mr. Allelein said that the report will be finalised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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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47 participants by mid November 2006 and sent for GAMA review by 
mid December 2006.

Agenda – 19a
On the Containment Code Validation Matrix GAMA members are to 
provide the Secretariat with updated name of the responsible persons in the 
CCVM Table by the end of October. The NEA secretariat should then 
send a letter to the owners of open data requesting that data be provided 
as well as a concise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 (Template needed). The 
NEA secretariat should also send a letter to owners of restricted 
experiments asking them to provide experimental data, by the end of 
November. Draft report should be prepared by April 2007.

Agenda – 19b
Regarding the ISP on Hydrogen, the GAMA recommended that the ISP-47 
work be completed before the submission of a new ISP request to the 
CSNI. A new ISP proposal on Hydrogen should be prepared in time for 
approval at the next GAMA meeting. Canadian test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new proposal. A small experts group will be consulted by the 
Secretariat (or Vice Chair) to prepare the CAPS by early 2007.AECL, 
GRS, IRSN, possibly JNES and US may take part. Only e-mail exchanges 
are foreseen.

Agenda – 20
The draft state-of-the-art report on Nuclear Aerosols in Reactor Safety will 
be submitted to GAMA review by the end of December 2006, aiming for 
CSNI approval at the June 2007 meeting.

Agenda – 21
On the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comments from USNRC and 
PSI have been incorporated. The group agreed to send the report to the 
PRG for review with a request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Agenda – 22-23
The GAMA took note of the status of the proposed THAI Project, of the 
SETH-2 Project, and of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ECD 
Behaviour of Iodine Project (BIP) regarding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Agenda – 25
The group agreed to establish a small group (of five members from 
countries with active programs in the severe accident area) in order to 
define the work scope in this area within the next three-to-five years and 
to provide the basic skeleton for the necessary programmes. The role of 
the task group will be completed by providing a proposal to GAMA, in 
order to discuss it and then make proposal to PRG in 2007. The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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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iat will send a letter for nomination of this group by the end of 
October. 

Agenda – 26
The GAMA took note of the outcome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Severe 
Accidents and Level-2 PSA.

Agenda – 27
The GAMA agreed to discuss accident management in the next GAMA 
meeting in the context of the future severe accident work (See point 25). 

Agenda – 28
The final report on the Safety Margins Action Plan, is in progress and will 
be sent to the PRG for CSNI review.

Agenda – 29-33
The GAMA took note of the Swedish report on the loss of emergency 
power at the Forsmark1 plant and thanked Mr. Sandervag for his 
presentation. A workshop on this event is considered for the first half 
2007. The group also took note of the status of the PRSIME Project, 
SARNET Project,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in the EURATOM and IAEA. 

Agenda – 34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Mexico over four days during the last 
week of September (to be confirmed). Spaincould host the 2008 meeting, 
subject to confirmation.

SUMMARY RECORD

1. General

The Chairman, Mr. Toth, opened the meeting and welcomed the participants. Mr. 
Reig, head of the NEA Nuclear Safety Division, welcomed the participants on 
behalf of the NEA. He briefly reviewed the NEA activities of interest to the 
GAMA. He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GAMA for the CSNI to 
implement the Strategic Plan of NEA and CSNI Operating Plan, especially in 
this challenging time before the upcoming nuclear renaissance. He welcomed 
initiatives to maintain knowledge such as the THICKET programme. He also 
asked the group to have better interaction with the other OECD groups and also 
with OECD projects and activities. He mentioned the recent CSNI approach for 
the project-oriented programme which requires concrete objectives, schedulesand 
dedicated resources and asked for continuous improvements in that course. He 
explained the recent MDEP activity to set up the common design criteria for 



- 256 -

licensing and qualifying tools, etc. and addressed possible involvement of the 
GEN IV-related work in this group, e.g., in regard to the severe accident policy. 

Actions decided during the meeting are summarised in the highlights given in 
the previous pages.

2. Extension of the current Chairman and Vice-Chairman

Upon a proposal from the NEA secretariat, the group decided that the 
chairmanship of Mr. Ivan Toth as GAMA Chairman and of Mr. Salih Güntay as 
the vice-Chairman be extended until the end of 2007. They thanked the GAMA 
members for their trust.

3. Adoption of the Agenda

The agenda [NEA/SEN/SIN/AMA(2006)8] was adopted. The Agenda is given in 
Annex I, the list of participants is in Annex II.

4.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previous meeting.

Mr. Vitanza reviewed the status of the "Highlights and Actions" from the last 
meeting in September 2005. The actions were fulfilled in most cases and the 
one that were still pending would b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The Summary Record of the eighth meeting [NEA/SEN/SIN/AMA(2006)7] was 
approved without any changes.

5. Report on the last two meetings of the CSNI

The secretariat reported to the group regarding the highlights, which might 
interest to GAMA,of the two meetings in December 2005 and June 2006 
respectively.

In the December 2005meeting two proposals for new activities – BEMUSE 
Phase 4 and CFD code application to nuclear reactor safety including the 
workshop - were approved. However, endorsement of the other two proposals 
such as accident management and an ISP on hydrogen combustion were 
postponed because the committee would like to get feedback from the Level 2 
PSA uncertainty workshop before the endorsement. In June 2006 the summary 
conclusion of Level 2 PSA was approved. On the postponement of severe 
accident proposals the Chairman commented that the group need a more 
integrated view on its future work scope. 

The report drafted by the SESAR/SFAR group on facilities and programmes was 
approved. Regarding new initiatives, the SCC/Cable-aging project is being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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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with Japanese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databases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cable aging. 

Then Mr. Reig introduced the recommendations of CSNI assessment group, 
reported in the document "Review of the Role Activiti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CSNI." He mentioned top-down guidance and test-case appl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interaction of working groups with OECD 
projects and selection of ISP from the projects, project-like approach to CSNI 
activities including commitmentof resources.

The Group also discussed the status of the CSNI Operating Plan. No objections 
were raised on the revised GAMA mandate, which was then approved. 

6. SESAR/SFEAR Report

The secretariat provided the status of the SESAR/SFEAR report, focussing on 
the SFEAR short term and long term recommendations. Relevant research 
facilities were mentioned. For thermal hydraulic area, short-term CSNI action was 
recommended to support a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in PANDA, because of 
its size and flexibility. In the severe accident area, an action to preserve the 
MISTRA facility was recommended, in light of its excellent instrumentation. The 
SESAR report also includes a list of safety issues in various technical 
disciplines, which can constitute a valuable term of reference for future GAMA 
initiatives.

7. Overall status of the GAMA work and reporting

The Chairman presented the progress of the GAMA activities, as shown in the 
figure on the next page. In addition, he addressed the status of the report on the 
Iodine chemistry and of cross-cutting issues,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shop 
on uncertainties in Level 2 PSA.

The progress in the thermal-hydraulic area had been satisfactory. He suggested 
designating a dedicated reviewer for the BEMUSE Phase 3 and CFD Writing 
Group 1 report on Best Practice Guidelines. In the severe accident area progress 
had been slower than expected. TheISP-47 report was still unavailable and delays 
have been registered in the Containment Validation Matrix work. These items 
were to be reviewed under agenda items 18 and 19.  Future actions in sever 
accidents will be addressed under agenda item 25. Although the advanced reactor 
was not included in the agenda, the Chairman proposed that the US 
representative takes the role of coordinator to suggest and organize actions in 
this sector, with the support of the secretariat. A first proposal could be 
discussed at the next GAMA meeting. Ms. Lui said she would take up the 
matter with her management at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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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 integrated plan

The Group also discussed the GAMA Integrated Plan and agreed to review it 
further and update it to eliminate some inconsistencies in the text.

8. Introductory presentation of experimental thermal-hydraulic work

Professor D’Auria reviewed ongoing integrated test facilities projects inside 
OECD and of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He also mentioned the 
separate effect test facilities focussing on the CFD code validation and 
experimental projects carried out in India and China.

<Thermal Hydraulics>

<Sever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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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MUSE Programme

Ms. De Crécy gave a presentation about the BEMUSE Phase Ш work, i.e., on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of the LOFT L2-5 test. There had been ten 
organisations participating in this task, which was at this point completed. The 
report was ready tobe submitted for GAMA and CSNI approval. The main 
findings were that:

· Results from the uncertainty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r and upper 
uncertainty bounds for the output parameters of type temperature 
enveloped the experimental data for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idth 
of uncertainty bands varied within [100; 700] K) for the type pressure, 
6 out of 10 envelop roughly the experimental data (width of uncertainty 
bands variedwithin [0.2; 2] MPa but has one exception, 5 MPa).

· If the number of code runs increased to 150 to 200 instead of 59 for 
Wilks at the first order, uncertainty analysis with the Wilks formula at 
the order 4 or 5 resulted in strong decrease of the dispersion of the 
dependency of the tolerance limit on the considered sample, and the 
sensitivity analysis led to more reliable results.

· Regarding the uncertain input parameters for which expert judgement 
were very often used, it was recommended to organize more rigourously 
the expert judgement or to use experiment data, if they exist.

· For uncertainty analysis, it was recommended to use Simple Random 
Sampling (SRS) for a proper use of Wilks’ formula and to let all the 
code runs be successful or corrected. The open issues for a more 
reliable sensitivity analysis were: what the most appropriate design of 
experiment would be and what the best influence measure would be.

There was some discussion on expert judgment and on the justification of the 
number of input parameters considered in the sensitivity and uncertainty analysis. 
It was mentioned that the GRS method did not need to select number of 
parameters and sensitivity was inferred automatically. The Chairman requested 
that an independent reviewer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is work be nominated 
to review the report, in addition to members’ comments.  Ms. Lui accepted to 
perform the peer review, which was possibly to be completed by mid of 
November, in time for submission to CSNI in December 2006. In addition, 
comments by GAMA members were to be sent before the end of October 2006. 

Professor Reventós, of the Technical University of Catalonia, Spain, presented 
the status of BEMUSE Phase IV activity, which consists of an analysis of 
LOCA using the actual plant data. The ZION plant is used as reference case, 
for which the same methodologies used for the earlier BEMUSE phase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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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The specifications document including the input/output specifications for 
the base case and sensitivity cases and theinput decks for RELAP5 and TRACE 
code users had been already sent as agreed among the participants in this 
activity. A total of 11 organisations participate in this exercise. The main results 
are to be discussed in a meeting to be held on 26-28 June 2007 in Paris. 

NSC activities on uncertainty

Professor D’Auria introduced the Workshop on Uncertainty Analysis in Modelling 
(UAM-2006) held on 28-29 April 2006 in Pisa. The NSC-sponsored workshop 
was to determine the uncertainty in selected processes/systems and their 
combinations. Prof. D’Auria revised the reference system and scenario, where the 
idea is to subdivide the system and scenario into several steps, calculate the 
uncertainty ateach step and propagate it for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system 
and scenario. He also mentioned other specific tasks such as comparison and 
consistency analysis of data sensitivity profiles using different methodologies.

8. CFD code issues

CFD Writing Group 1, Best Practice Guidelines

On behalf of Prof. Mahaffy,the Chairman of the Writing Group (WG) 1, Mr. 
Smith presented the report: "Best Practice Guidelines (BPG) for the use of CFD 
in Nuclear Safety Applications" that was produced as planned and should be 
finalized before the end of 2006. He briefed about the document contents 
including problem definition,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imulation tool, user 
selection of physical models, user control of the numerical model, verification of 
the calculation and numerical model, validation of results. Special consideration 
of specific NRS cases and a checklist for a calculation were also included in the 
report. He mentioned that Guidelines (both general and application specific) will 
also be needed for two-phase CFD. A long term activity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CSNI to generate new and revised BPG documents. 

The group decided that members provide comments on the BPG document 
before end of October 2006. The secretariat will look for an independent 
reviewer and will keep contact with the Program Review Group (PRG), 
requesting also their review before the end of November. 

The group also discussed the future of this CFD activity, which will end with 
the completion of the above report. There will bea need to update the CFD 
guidelines depending on future experience. It was considered that ISP-like 
activities on CFD applications might provide the basis for such updat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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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Writing Group 2, Assessment 

Mr. Smith made a presentation on the OECD/NEA and IAEA workshop on 
"Benchmarking of CFD codes for application to nuclear reactor safety" held at 
GRS premises in Garching on 5-7 September 2006. He reported that the Writing 
Group (WG 2) had a very successful workshop. There were 98 registered 
participants to the workshop, fiveinvited talks and 39 technical papers. The 
messages coming back to the organisers from the participants were that the 
workshop was well organised and that the subject material well chosen. Also the 
quality of the papers was high,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trong focus on 
relevant issues. As the next steps, the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workshop will be assembled by the workshop Chair (B. Smith), together with 
the programme, presentations, list of participants etc. as workshop proceedings. It 
should then be sent to GAMA members and PRG, aiming for CSNI approval to 
publish the proceedings at the December 2006 meeting. 

Mr. Smith also mentioned that the CFD WG 2 report on assessment will be 
submitted to GAMA in July 2007. The aim is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at 
the end of 2007. A web based assessment matrix will be set-up by June 2007. 
The WG 2 will be formally dissolved at that time. 

CFD Writing Group 3, CFD Extension to two-phase

Mr. Bestion presented the final report of the WG 3 regarding extension of CFD 
codes to twoflow safety problems. He explained that the group selected six 
two-phase issues based on importanceto nuclear safety, chance to be successful, 
relevance for generation 2 and 3 water reactors, existence of sufficient data base. 
To each issue general methodology will be applied, includingbasic model, 
filtering turbulent scales and two-phase intermittency scale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numerical benchmark, etc. This activity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7.

To proceed with the CFD work, the CFD groups proposed a workshop focusing 
on multi-phase CFD (CMFD) and on advanced instrumentation techniques. This 
would also support BPG updates. Application of CFD-CMFD with emphasis on 
two-phase issues, availability of data and experimental techniques and needs for 
CFD-CMFD validation and development will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proposed workshop. He proposed that the workshop be held in September 2008 
or later, hosted by the CEA. 

Mr. Allelein commented on the necessity of CFD, e.g., in licensing, considering 
that system codes are good enough. Prof. D’Auria also mentioned the necessity 
to connect the WG 3 activity with the NSC work on void distribution in a 
BWR assembly (BF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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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Aagreed that, given the rapid progress in CFD and computer 
technology,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workshop in 2-3 years time. The 
workshop should focus on multi-phase applications but not exclude singlephase 
and could tentatively be held in the latter part of 2008. CAPS are to be 
prepared by Mr. Bestion before mid October 2006 for GAMA (and PRG) 
review, in time for CSNI approval in December 2006. 

Interaction with NSC and NSC activities in CFD area

Mr. Sartori gave a presentation of the GAMA-related activities being done by 
NSC. He first introduced the activities regarding 3D coupled 
Neutronics/Thermal-Hydraulics and coupled core-plant transients. The topics 
includeMSLB PWR TMI-1 benchmark, BWR-turbine trip Peach-Bottom-2 
benchmark, VVER-1000 coolant transient benchmark, NUPEC BWR Full-size 
Fine-mesh Bundle Test (BFBT), PWR MOX/UO2 core transient benchmark, and 
PMBR coupled Neutronics/Thermal-Hydraulics. 

He provided the status of the two benchmarks: OECD VVER-1000 cooling 
transient (V1000CT) and OECD/NRC/NUPEC BFBT. The V1000CT consists of 
two parts, one for main coolant pump start-up and one for flow mixing 
experiment and main steam line break –which consistof 3 exercises. Conclusions 
of the first part were presented at the V1000CT4 workshop in Pisa in April 
2006. The second part will be presented at the final workshop in May 2007. 
The BFBT benchmark consists of two phases: Phase 1 consists of steady-state 
and transients, sub-channel and CFD, and uncertainty analysis and Phase 2 
consists of pressure drop and critical power, and uncertainty analysis. The 
specification has been published in 2006 and exercises are going on and 
preliminary results will be presented at the May 2007 workshop. 

He commented that the NSC and GAMA activities complement each other and 
coordination needs to be continued. The Chairman mentioned that more 
cooperation is needed in these exercises. Mr. Bestion said that the BFBT data is 
also used for CFD work. 

11. Seminar on transfer of competenc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csni activities in the filed of severe accidents

Two proposals for THICKET-like activities, one for Thermal-Hydraulics and 
another for Severe Accident, were presented by the Chairman and the Vice 
Chairman, respectively. Mr. Toth proposed and the GAMA agreed that a new 
edition of the THICKET in thermal-hydraulics should be planned for 2008. Prof. 
D’Auria suggested that the University of Pisa can be a candidate host. 

Mr Güntay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THICKET SA seminar, 
suggesting duration of one week in 2008. The group discussed possible 
connection with a SARNET seminar and, because both seminars ma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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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contents, agreed that the THICKET-like activity in severe accident 
should be coordinated with SARNET, aiming at a joint seminar in early 2008. 
As recommended by some, GAMA should ensure that CSNI legacy, i.e.reports, 
ISPs and data in past CSNI-SA studies are well covered in the seminar. 

The CAPS for the above two points should be developed by the Chairs before 
the end of October 2006, in time for PRG review and submission to CSNI in 
December 2006. 

12. Update on OECD Projects on system thermal-hydraulics

The GAMA took note of the progress in the OECD projects relevant to the 
system Thermal-Hydraulics. Professor D’Auria gave a presentation of PKL tests 
simulating inherent boron dilution after a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 and 
loss of th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mid-loop operation at 
Pressurized Water Reactor. The current PKL programme is scheduled to run until 
the end of 2006 and a follow-up project is planned tostart at the beginning of 
2007 as a 3 year program. Professor D’Auria commented that the issue of boron 
transport is a 3-dimensional problem involving questions on mixing in lower 
plenum and might require 3-D kinetics and CFD use.  

Mr. Nakamura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OSA project which has the 
purpose to provide advanced data for code validation and application in 
demanding conditions. This project started in 2005 and is on schedule. It will 
provide data from 12 experiments within 4 years. Mr. Sandervag made a remark 
on the use of core-exit thermocouples as indicators for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which might be questionable based on outcome of a ROSAtest. It 
was suggested that this point be first discussed within the Project.

Mr. Macek made a presentation of PSB-VVER project, in which safety studies 
for VVER-1000 reactors are carried out. Four out of five scheduledtests have 
been performed since 2002. Analytical exercises, including uncertainty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until now.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in the first half 
of 2007. 

13. Presentation of the PACTEL Project

Prof. Kyrki-Rajamäki gave a presentation of the PWR PACTEL projects. The 
main goal is to study steam generator flow behaviour during mid-loop operation 
and pending safety issues for PWRs. Modifications and upgrading start in 2006 
and will finish in 2007 with national funding. She mentioned possible subjects 
of EPR accident situations and the possibilities to carry out counterpart tests 
with suitably differing scale compared to the PKL and ROSA facilities. It is 
intended to set up an international project when the facility will be in place, but 
it is not clear at present whether this project would be carried out as a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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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r not. The group took note of the PACTEL plans to start an 
international project and in particular of the intention of VTT. Finland will 
convene a meeting of Thermodynamic-Hydraulic experts, possibly in the spring 
of 2007, in order to discuss the project goals and scope with potentially 
interested parties.

14. Discussion on the future GAMA work scope in thermal-hydraulic area

BEMUSE Programme

Regarding the BEMUSE programme, Prof. D’Auria commented that some 
relevant parts of the original programme remain to be completed. This will likely 
occur during 2008. Further activities could be defined during 2007.

The Chairman added that the uncertainty methods are searched for about twenty 
years after CSAU method and may provide the member countries what are 
important for Large LOCA calculation. Mr. Macek proposed to provide a status 
report regarding its application to licensing process in each country. The former 
PWG 2 produced a report on the process, which could be modified with the 
help of member countries’ contribution by the answers to a questionnaire.. There 
was a comment that classification and uncertainty margin was important in 
NURESIM and the target was important to this programme. The groupconsidered 
that a concise set of question should be assembled on:

a) Which areas or subjects require BEM and uncertainty analysis
b) Which countries accept uncertainty analysis in licensing/regulation 

The questions will be set up by Prof. D’Auria and circulated by the Secretariat 
in January 2007.

CFD activities

Mr. Smith mentioned that a subcommittee is necessary to follow-up the Writing 
Group 1 and 2 works, i.e., maintainingthe web-based assessment matrix and 
revising the Best Practice Guidelines where needed. These web-based matrix and 
the Guidelines should be easy to access. He suggested that the subcommittee, 
consisting of maximum five people including CFD experts, NEA Secretary and 
webmaster, meets once a year to set up this site and update regularly. This can 
be finalised at the meeting on 10 May 2007.

Mr. Bestion addressed the continuation of CFD work considering that both the 
experimental instrumentation and the CFD code validationand development are 
important. He suggested that CFD workshops be held at some time intervals in 
order to keep track of development. Prof. D’Auria mentioned that the CSNI 
normally addresses mature subjects and that direct applicability is important.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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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mont said that link to ISP is important in order to evidence capabilities or 
shortcomings, as the case of ISP 47 showed.Mr Allelein asked about the 
usability of CFD codes for actual safety issues. Mr. Nakamura explained the 
situation in Japan where CFD codes needto be used for specific cases, such as 
in connection to piping failure events at Hamaoka and Mihama plants. CFD 
codesare already used for safety assessments in Japan. 

Mr Smith said that CFD is a mature technique especially for design purposes 
but has unique features for the transient analysis of nuclear reactor safety 
problem, especially in relation to specific phenomena. It would be better to have 
regular workshops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 Mr. Bestion said that we could 
get benefit from using CFD also in the two-phase flow area; there is however a 
problem related to calculati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and the experts would 
like to know what safety issues can be profitably addressed with CFD and 
where the shortcomings are. Mr. Sandervag said that he saw applications in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Mr. de Geus supported the proposal by Mr. Bestion because there are several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Mr. Karppinen also supported it in light of 
CFD use for applications to increased fuel bundle power. 

The group decided to support the CFD work regarding both the website 
validation matrix and the proposal to hold a workshop in 2008, focussing on 
two-phase experiments and code evaluations, but including single-phase, 
takinginto account the outcome of the Garching workshop. The Chairman asked 
that the CAPS should evidence the clear differencebetween the 2008 workshop 
and the last one. 

The current CFD activities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7. At that time, 
the CFD writing groups will also cease to exist. The group discussed the future 
ofthe Writing Groups once they have the reports after June 2007. It was decided 
to form a small "CFD Review Group" which could identify needs and scope of 
future CFD work in GAMA. This small group would consist of about 5 to 6 
persons.Group members can inform the Chairman of their availability for 
participation in the small group. The NEA Secretariat is to issue a letter 
requesting nominations to such a group which will meet once or maximum 
twice. This group could gather at the time of the WG-2 and -3 last meeting to 
be held on 10-11 May 2007 in Paris. 

Considerations on thermal-hydraulic issues

Prof. D’Auria discussed some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rmal-hydraulic codes 
such as two-phase critical flow modelling of the CFD code and coupling of the 
system code between primary system and contai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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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man reviewed possible subjects based on SESAR-SFEAR and the CSNI 
Operating Plan and commented on the lack of work proposal in the area of 
ECCS strainer clogging. The group was reminded that regarding the ECCS sump 
clogging issue a CNRA workshop was planned (now) for early 2008, which 
could help identifying remaining open issues. Mr. Kasahara said that the 
Japanese regulatory body did not think satisfactory work had been done yet for 
PWRs. He also mentioned that Japan could contribute to this issue. Mr. 
Sandervag said that the problem is the source term:how much is coming loose.

The chairman considered that one or more ISP based on selected data form 
specific OECD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he secretariat is to 
send a letter to Project Management Boards requesting to free one set of data 
for ISPs in GAMA context, if GAMA is willing to set up such ISP.

The group discussed possible future areas of work for GAMA in the 
thermal-hydraulic fields addressing the following items: 

- Reflux condensation, which is seen as a means to support Accident 
Management (AM) in new reactor designs. This item can be addressed at 
project level, e.g. in PKL tests, but reflux condensation effectiveness can 
be a subject for future GAMA work. 

- Core exit thermocouple function for AM should be discussed in ROSAfirst, 
then in GAMA. The Secretariat should interact with SKI, JNES and JAEA 
to clarify needs in this area.

- Three-dimensional (3-D) flow for Boiling Water Reactors should be 
considered. Circulation phenomena at zero or low-power conditions, 
including hot stand-by, are important. Stratification and formation of cold 
plugs can occur. Interaction with CFD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GAMA work in this field.

- 3D phenomena in BWRs, which are alsoimportant also in PWR, e.g. in the 
APR-1400, where 3-D behaviour in the downcomer of reactor vessel and 
determination of bypass flow are important. In general, 3-D should focus 
on core, downcomer and upper plenum phenomena.

- Monitoring key facilities remains an essential task
- Encouraging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is also important. ISPs or 

joint analysis of experimental results could be used for qualifying these 
facilities.

The chair will gather the above proposals and report about the GAMA 
discussion at the next CSNI meeting. Members should provide further input or 
ideas on future GAMA work before mid Nov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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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MI-2 benchmark exercises

Mr. Güntay, the Vice Chairman, took over the chair for the following discussion 
in the severe accident area. 

Mr. Clément, on behalf of Mr. Fichot, presented the status of TMI-2 benchmark 
exercise of the code comparative exercise on core degradation and accident 
progression simulation. He explained that the exercise followedthe "Status Report" 
on TMI-2and aims to test the capability of different codes to deal with core 
degradation. Seven organizations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that Sandia National Laboratory is interested in this project.

Calculation of an alternative accident scenario with simplified boundary 
conditions is being carried out the IRSN preliminary results were presented at 
the second meeting held in June 2006 and all the parameters necessary for 
calculations were sent to participants in August 2006. Participants’ calculations 
forfront-end, up to 6000 seconds,are expected by the end of October 2006, and 
the nextcalculation including core degradation, up to 10 000 seconds, byJanuary 
2007. The exact instant of reflooding will be selected for the final calculations 
up to complete reflooding. Completion of this work is foreseen for the end of 
2007. Sensitivity analysis with respect to safety systems actions and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will be performed. The group took note of the status of 
the programme.

16. Update on the status of OECD projects on severe accidents: 
MASCA/CORTRAN and MCCI projects, CANDU activities

Mr. Bonnetpresented the relevant outcome of MCCI project. The MCCI project 
addresses ex-vessel phenomena such as coolability of the melt and core-concrete 
interaction (CCI). The 2D CCI corium concrete experiments showed large 
heterogeneity for final cavity shape for siliceous concrete composition, whereas 
limestone-common sand concrete has more uniform ablation. Coolability separate 
effect tests also showed that water ingress from the top crust was not sufficient, 
alone, to guaranty the corium coolability. Mr. Bonnet also mentioned the scaling 
issue for the reactor applicat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CI mechanisms 
and development of new models for the concrete ablation mechanism with the 
support of material analysis at the interface are still needed for the reactor 
application. 

Mr. Clément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CORTRAN project proposed as a 
follow-up programme of MASCA. The main objective is to study transient 
evolution from particulate debris bed to molten pool under variable atmosphere 
of steam availability. The contents also include investigation of material 
properties for complex mixtures formed in course of interactions. Circulation of a 
draft agreement among the possible participants will be the next step in 
attempting to set up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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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anderson gave a presentation on the R&D support for CANDU severe 
accidents. He reviewed the CANDU plant damage categories, and the sequences 
and phenomenology involved. The damage sequences include local and 
widespread fuel damage, and in-vessel/ ex-vessel damage. The phenomenology 
includes fuel and fuel channel behaviour, fissionproduct behaviour, core 
disassembly and containment behaviour. Mr Sanderson described the type of 
research conducted in the above areas and the facilities involved. He also 
reviewed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which AECL is involved. 

17. SERENA Project

Mr. Bonnetreported on the status of the SERENA project. Phase 1 of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the report has been drafted. The draft technical proposal 
for Phase 2 has been issued and the draft agreement is being prepared. Results 
from Phase 1 showed the scatter of the code predictions that will be dealt with 
in Phase 2 through complementary testing in KROTOS and TROI facilities and 
related analytical work. The tentative budget for the next Phase is 2590 k€ in 
total, half of which will be paid by the operating agents CEA (France) and 
KAERI (Korea). Each partner should finance his own analytical contribution as 
in Phase 1. The SERENA Phase 1 report will be sent to GAMA members and 
to PRG for review shortly after this GAMA meeting, for possible CSNI approval 
in December 2006.

18. ISP-47 Exercise

Mr. Allelein gave a presentation on the statusof this ISP, which involves 
calculations of TOSQAN and MISTRA (Step 1) and THAI (Step 2) experiments. 
A total of 12 organisations from 10 countries take part in this work. Evaluation 
of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ork has been completed and the final report 
is basically completed. Different views have however emerged on some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on the main conclusions. 

The group recommended that the participants try to achieve consensus in a 
reasonably short time, and that if consensus is not reached, the different 
positions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onclusions. It was decided that the 
draft report be completed byIRSN by mid of October and if needed a small 
meeting of the parties involved, e.g., GRS, FZK, IRSN, should be convened in 
October in order to resolve differences. Mr. Allelein said that the report will be 
finalised among ISP-47 participants by mid November 2006 and sent for GAMA 
review by mid Dec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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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henomena-based Validation Matrix (CCVM)

Mr. Allelein presented the status of this activity, which aims to construct a 
validation matrix on containment Thermal-Hydraulics, hydrogen combustion, and 
aerosol behaviour. Templates have been developed, but no appreciable progress 
was made since thelast GAMA meeting in terms of information and data 
gathering. Mr. Allelein wondered if the responsible persons in the last meeting 
for the listed experiments were changed. Some members said that there was 
misunderstanding of the details about how to respond to the request for 
contribution. Mr. Sanderson said that Canadian experimental data might be partly 
available and asked for clear instruction about what GRS would like to have. 
Mr. Chaumont asked for an official OECD letter requesting the data. The 
Chairman urged all the members to inform the CSNI member of their country 
about this issue.

The group decided to provide the Secretariat with the updated name of the 
responsible persons in the CCVM tables by the end of October, if they are 
different from the current table. The NEA Secretariat will enquire the owners to 
provide a concise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 in the same layout during the 
next two months by the end of November 2006, indicating availability of the 
test data (even not on the list). The template will be compiled by the end of 
April 2007.

Mr. Allelein reminded that the proposal for an ISP exercise on Hydrogen 
combustion was postponed at the 2005 CSNI meeting. The group recommended 
that the ISP-47 work be completed before the submission of a new ISP request 
to the CSNI. A new ISP proposal on hydrogen should be prepared in time for 
approval at the next GAMA meeting. Canadian test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new proposal. Possibility to use RUT experiments is also open. A small 
"hydrogen experts" group will be consulted by the Secretariat (or Vice 
Chairman) to prepare the CAPS by early 2007. AECL, GRS, IRSN, possibly 
JNES and US may take part. Only e-mail exchanges are foreseen. Japan and 
U.S. members said that they would ask for their experts’participation to this 
proposal after return to their countries.

20. SOAR on nuclear aerosols

Mr. Allelein reported that most of the material for the state-of-the-report on 
Nuclear Aerosols in Reactor Safety was nearly complete and, at present, the 
process of finalising the report is going on. He said that the draft of conclusions 
regarding open aerosol issues and harmonization of references were still to be 
done. 



- 270 -

There were some comments that more consideration on mixed aerosol under 
condensation condition was recommendable. Fire aerosols are not included, 
mightbe covered in the PRISME project. Mr. Clément commented that the 
impact of chemistry was important.

Mr. Scholtyssek asked if there were criteria for defining an open vs. a closed 
issue. Mr. Allelein said tha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not closure or opening 
of issues, but to assess status with regard to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so the 
risk perspective was not included in this report. Mr Vitanza noted that scientific 
understanding is by definition a never ending process. Mr. Herranzsaid that 
risk-significance of fission product release is much bigger than for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report. Mr. Allelein said that without knowledge, we have to 
make assumptions which might be incorrect.

The Vice Chairman commented that the aerosol was a complex issue and 
GAMA members will have a chance to provide comments during the report 
review phase although the work was delayed, it had come close to conclusion. 
Mr. Allelein said that the draft will be submitted to GAMA review by the end 
of December 2006, aiming for CSNI approval at the June 2007 meeting. This 
time table was agreed by the members.

21. Status report on iodine chemistry

The secretary briefed the group on the "Status Paper on Iodine Chemistry"after 
GAMA review in 2005. There were major comments on the draft report from 
U.S.NRC and PSI. Then the draft was extensively revised to incorporate the 
comments by Mr. Clément and the Vice Chairman. Therefore, the Secretary 
commented that there may be no problem for approval now. The group agreed 
to send the report to PRG for review with a request to issue it as a CSNI 
report. The Vice Chairman thanked Mr. Clément for incorporation of all 
comments. 

22. Review of SESAR-SFEAR recommendations in SA area and status of the 
THAI and SETH2 project proposals

The secretarymentioned that there had been no fixed schedule yet on THAI 
project. This project is intended to address containment issues regarding 
hydrogen, aerosols and iodine behaviour. If enough partners are participating, the 
project will start in the first half of 2007. 

The group was also briefed on the status of the SETH-2 project, which is to 
generate the database for the steam and gas distribution with high resolution 
using the MISTRA and PANDA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study 3D cod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issues, and to carry out integral tests on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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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t was mentioned that the agreement had been completed and that 
the project will start in January 2007. 

23. Plans for establishment of Behaviour of Iodine Project (BIP) 

A new proposal from AECL, Canada, is to be set forth as possible OECD 
project. This project is called Behaviour of Iodine project (BIP). An expert 
meeting was to be held following this GAMA meeting for discussing the project 
scope and assessment of priorities of prospective participants. Twenty members 
from fourteen countries will participate at the meeting.

24. Overview of severe accident activities

Mr. Scholtyssek presented the research goals in the severe accident, including 
difficulties that are intrinsic in this type of research and results of severe 
accident research. Regarding the basic difficulties of analysis, the size and 
complexity of objects, the hostile environment, the variety and complexity of 
events, time scale, and the variety of events were mentioned.  He commented on 
the research results:

� Early containment failure is very improbable with depressurization of 
primary system and hydrogen control.

� The source term is limited by safety features such as containment 
isolation, spray, and filtered depressurization.

� Coolability of melt is uncertain and melt interaction can possibly not be 
arrested.

He indicated that the open issues are: melt coolability in reactor pressure vessel 
and in containment, steam explosion in the reactor cavity, long term erosion of 
the basemat. He concluded that necessary improvements are quantitative 
prognosis of important parameters and reductionof uncertainties connected with 
extrapolation to real plant conditions. 

There were follow-up discussions about open issues such as expert judgment, 
information, scalability, emergency preparedness. Mr. Allelein commented that 
very limited work had been done on the extrapolation or scaling.

25. Future GAMA work scope in the severe accident 

The Vice Chairman presented severe accident safety issues identified in SESAR 
SFEAR, PRG approaches to the resolution of safety issues and CSNI Operating 
Plan. The discussions on future GAMA works in this area included aspects such 
as risk-relevance. Then there was a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member 
country’s safe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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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arppinen mentioned no specific issues in Finland in regard to the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EPR).

Ms. Lui mentione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we are using 
codes but are not sure of the level of details. Level 2 PSA is an important 
activity. DOE has plans for building a pilot plant for Generation IV reactor, and 
the NRC is starting to get involved in GIV. GAMA should consider this 
direction for the future.  

Mr. Martinez said that in general, there is a need to work on issues that are 
linked to risk. Risk should be cross-correlated to specific issues. Melt coolability 
is important.

Mr. Suh stated that from the Korean regulatory side there is interest in accident 
management and risk-significance. Mr. Baek mentioned the research topics in 
Korea:APR 1400-relevant issues such as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hydrogen 
control and fission product release. 

Mr. El-Hawary and Mr. Sanderson mentioned Canadian interests for regulator 
and research respectively: SAMG, PSA Level 2 and 3, gap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tion IV reactors. The challenge is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technical skills and experimental facility. Canada attributes great 
value to GAMA activities.

Mr. Ashley mentioned inspections, hydrogen recombiners and a policy for cavity 
flooding as current challenges fro the regulator perspective. Ms. Auglaire said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an (as much as possible) agreed list of issues. 
Corium coolability in- and ex-vessel is important also from the industry 
viewpoint. GAMA should engage in keeping relevant past information together 
(knowledge management policy).

Mr. Allelei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codes as vehicles for maintaining 
knowledge. Mr. Scholtyssek returned on the question of definition of open issues 
and noted that open issues are in most cases open at national level.

Mr. Bonnet introduced the activity of CEA on the status report on In-Vessel 
Retention issues that will be finalized by the end of 2008. Mr. Chaumont 
mentioned the IRSN activities regarding SARNET Level 2 PSA and uncertainty 
study. Post vessel failure issues such as ex-vessel steam explosion, molten 
corium-concrete interaction and iodine behaviour, are important.

Mr. Tirini mentioned maintaining technical capability as a priority item for Italy. 
Link to risk is important. 

Mr. Nakamura said that JAEA has recently started an activity on Iodine. The 
JCO accident prompted Accident Management considerations, which in tur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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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portunity to revisit accident codes such as the MAAP code. He also 
mentioned very few activities in steam explosion. Mr. Kasahara mentioned that 
JNES addresses two key areas, one is SA and the other is PSA. JNES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many OECD international projects such as SETH, MCCI, 
etc. Access to experimental capabilities is important for JNES. GAMA 
contributions to SA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PSA will be more and more 
used to prioritise research.

Mr. García said that GAMA activities are important in Mexico. GAMA 
constitute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nd Mexico will try to participate 
in experimental projects.

Messrs. Rooseboom and de Geus mentioned the Dutch activities regarding PSA 
Level 2 and 3, and severe accident issues such as hydrogen, reactor coolability, 
and accident management, especially with regard to continue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or 60 years. 

Mr. Jakab noted that in Czech Republic hydrogen control measures such as 
recombiners and igniters, and containment integrity are of great importance.

Mr. Muehleisen said that accident management is a key topic in Slovenia, noting 
that this subject was not much discussed in GAMA. Strategy, tools and 
judgment are prominent considerations.

Mr. Sandervag mentioned Swedish activities i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d that all issues mentioned by the Vice-chair are relevant. On key aim of 
accident management is to keep the core in the vessel, but for that to be 
assured, uncertainties are still too large today. Issues such as steam explosion in 
water-filled condition, hydrogen,coolability in the containment, and related 
uncertainty, are the most important SA elements. 

Mr. Hugon announc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tivities in the area of safety 
of the existing plants will be centred ona new call for proposals that is now 
being prepared, which will focus on code development and among others include 
coupling of Thermal-Hydraulics and neutronics, PSA, etc.

Mr. Lee introduced IAEA activities regarding Accident Management Program 
strategies, e.g., implementation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and 
procedures. He would like to see more effort from GAMA on AM measures and 
strategies.

Mr. Sdouz from Austria expressed the view that severe accident due to terrorist 
attacks,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duction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should be on the agenda of the group. New issues will also emerge for 
advanced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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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oth said Hungarian activities focus on the validation of severe accident 
code for Level 2 PSA and include participation inthe development of the 
State-of-the-art report on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being developed 
by IAEA.

Mr. Güntay mentioned the Switzerland’s activities regarding the ARTIST 
programme, hydrogen distributionin the containment, aerosol behaviour, and 
iodine chemistry including iodine volatility in the sump water, as phenomena of 
interest. Model and code development for MELCOR is done in cooperation with 
U.S.NRC.

The Vice Chairman thanked the member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order 
to determine a GAMA line of action, he suggested establishing a small group 
(of five members from countries with active programs in the severe accident 
area) which will define the work scope in this area within the next three-to-five 
years in order to structure the GAMA severe accident work in the future. The 
group will provide thebasic skeleton for the necessary programmes - the mandate 
and program such as ISPs and State-of-the Art Reports and put down some 
proposal with candidate topics. The group will provide a proposal to GAMA, in 
order to discuss it and then make proposal to PRG in 2007. The group agreed 
and requested the NEA secretariat tosend a letter for nomination of this group 
by the end of October. 

26.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level 2 PSA

The Secretary presented the outcome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severe accidents and Level 2 
PSA held on 25 – 27 September 2005 in Aix-en-Provence.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as follows;

� Update of the OECD report on level 2PSA methodology and severe 
accident management (NEA/CSNI/R(97)11)

� Development of a guidance document or handbook to reflect good 
practice on treatment of Level 2 PSA uncertainties

� Guidance on expert judgment process with emphasis on rationale 
document

� Development of plant specific importance measures and ranking for 
phenomenological issues in Level 2 PSA for decision making

� Importance of other issues: Level 1 and 2 interface, shutdown fault 
uncertainties, comparis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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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to conducting an international benchmark exercise on Level 
2 PSA for similar nuclear power plants with emphasis on uncertainty 
treatment

27. GAMA action plan on accident management

As a planning group in the severe accident area will be formed as per item 25, 
the GAMA agreed to discuss accident management in the next GAMA meeting 
in the context of the future severe accident work.

28. Safety Margins Action Plan

Mr. Sandervag gave a presentation on the background, the current status of all 
the tasks 1-5. The programme has been carried out by 19 experts from 14 
countries. Three technical notes have been produced to date, the first one 
addressing the definition of safety margins, the second one dealing with 
assessment process for safety margins, and the third for safety margin evaluation 
methods. The final product will be a CSNI guidance document dealing with 
margin evaluation and quantification, which was planned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2006 and now in progress. Final draft in the form of a draft NUREG 
has been issued by the U.S.NRC and is now under review for comment.Final 
discussion to achieve consensus was originally planned for October, but 
postponed. The report will incorporate the GAMA reviews through bilateral 
communication with the Secretary and then be sent to the PRG for CSNI 
review. This activity is expected to be finished in June 2007.

29. FIRE safety: Update on the PRISME Project

Mr. Gauvain briefed on the status of the PRSIME Project. The joint 
experimental project started in January 2006 and will be going on for 5 years 
with the budget of 7 million euros in total. It will consist of a series of fire 
and smoke propagation tests in a dedicated facility at IRSN centre at Cadarache. 
Currently ten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me. There was one 
meeting in 2006 with participants from twenty organizations of about thirteen 
countries and another meeting will be held in midOctober 2006. Mr. Gauvain 
mentioned it was encouraging to have participation from the industry.

31. Progress on SARNET

Mr. Clément reviewed the progress of the twenty Work Packages of the 
SARNET project which had main objectives of resolution of pending safety 
questions, optimised use of available resources and competences throughout 
Europe, knowledge transfer for safety application, preservation of the competence. 
The Work Packages include the advanced communication tool, ASTEC,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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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implement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severe accident research priorities, 
integration assessment, jointly executed research activities, corium, containment, 
source term, and excellence spreading. 

32.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of particular interest to GAMA

Mr. Sandervag gave a presentation on the loss of emergency power at the 
Forsmark 1 plant. The short term concerns were: dependence between safety and 
non-safety related equipment, common cause failure on safety systems given the 
electrical transient, diesel generators, dependence on DC power, the loss of 
information in the control room, and weakness in management systems. The 
generic issues were availability of the external grid and development of new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He said that the incident raised much concern 
in Sweden. SKI was considering to hold a technical meeting in the first half of 
2007 under the auspices of IAEA and OECD for addressing various aspects of 
this incident and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instrumentation and control, 
thermal-hydraulics analyses and accident management, control room design, etc. 
He added that GAMA, WGOE and WGHOF could be involved with its 
preparation. To a request as to whether the Forsmark event could occur in other 
countries, Ms. Lui replied that it couldn’t be excluded and because of that the 
NRC had sent an alert communication soon after the Forsmark event.

The group supported the SKI initiative.

The group also took note of the IAEA report by Mr. Lee on the status of the 
IAEAactivities in regard to safety standards, safety reports and TECDOCs, and 
safety assessment tools, and technical meeting in 2007. He mentioned the web 
page of the advanced safety assessmenttools centre which deals with the 
computer codes for design basis accident and graphic software. He also notified 
that there would be a topical meeting on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for nuclear reactors on 29 October to 2 November 2007 in Daejon, Korea; it 
will involve the areas of best-estimate and risk-based analyses and an industry 
visit. There will be other technical meetings in 2007 regarding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RIDM, and PSA, etc. Progress in the area of code validation on 
CANDU reactors and RD 14M project were also mentioned. 

Mr. Hugonmade a presentation on the status of EURATOM research supporting 
reactor safety. He mentioned projects in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such as EC-SARNET, PLINIUS FP6, NURESIM, NICODEME, and PERFECT. 
Most of these projects started in 2004 and lasted for three to four years. He 
also introduce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jects such as NULIFE, 
COVERS, GAIN, ANTIOXI, and MAGIC that are more relevant to mater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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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rench activity, Mr. Chalaye showed a movie on recent experimental 
research on core-concrete interaction carried out at Cadarache by CEA with 
IRSN and EDF co-operation.

33. Next meeting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Mexico over four days during the last week 
of September (The date is to be confirmed). Spain could host the 2008 meeting, 
which is subject to confirmation.

34. Close of the meeting

The Chairman thanked all the participants. He also expressed the group 
appreciation to Mr. Scholtyssek, who would leave GAMA membership from 
2007, for his dedication and good direction in the severe accident areas for long 
time.

(Wednesday, 27 September 2006)

Brief review of SESAR-SFEAR recommendations in SA area (Secretary) and 
status of the proposed OECD THAI Project (H.J. Allelein) and of the SETH-2 
(PANDA+MISTRA) Project (S.Güntay).

Brief recall on the status of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ECD Behaviour 
of Iodine Project (BIP) on a Canadian proposal regarding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ur (an Experts meeting will be held on the subject after 
the GAMA meeting on the 28-29 September, request for nomination was sent to 
CSNI on 24 July) (B. Sanderson).

Status of Nuclear Safety Research Facilities and Programmes

Overview on Severe Accident Activities and State of Facilities (W. Scholtyssek). 

Discussion on the future GAMA work scope in the SA area, with reference to 
safety issues as identified in the Operating Plan, the SFEAR report and the PRG 
Key Safety Issue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CSNI.

Part 3: Cross-Cutting Issues

Outcome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Severe Accidents and Level-2 PSA (B. Chaumont). 
Discussion on the recommendations and related actions for GAMA.



- 278 -

GAMA Action Plan in the Area of Accident Management: Status (O. 
Sandervag).

Safety Margins Action Plan: Status (O. Sandervag).

Fire Safety: Update on the PRISME Project (C. Vitanza).

Progress Report on SARNET –Links with CSNI Activities (B. Clément).

Report from other CSNI/CNRA Working Groups (as needed, to be defined). 

a) Meeting summary, actions and recommendations. (Chair)

b) If time permits: Reports on a few selected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of particular interest to GAMA (delegates wishing to present 
such reports are requested to make them available to the Secretary 
before 10 September 2006). Brief written (electronic) reports on 
national/international activities in areas of interest to the Working 
Group are requested from all participants. 

Other matters.

Next meeting.

Clos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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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연구 방향에 한 문가 자문 의견

1. Prof. Mamoru Ishii (Purdu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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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f. Ivan TOTH (AEKI, Hungary)

Report on the visit to KAERI
16-19 January, 2007

Iván Tóth

In the first place I wish to thank the KAERI management for inviting me to the 
institute that allowed me to present the activities of the CSNI working group 
GAMA and those of my institute AEKI, but – even more important – to acquire 
a much deeper knowledge about the status of nuclear energy in Korea and, 
especially, about the impressive research activity going on in both the 
thermal-hydraulic and the severe accident field at KAERI. My special thanks go 
to Dr. W. P. Baek, who perfectly organised my stay not only at KAERI, but in 
Korea in general, and who cared for every minor detail of my visit. I 
appreciated very much the open, easy contact to all colleagues, which was 
facilitated by the excellent English of the KAERI staff. Beyond the interesting 
technical discussions it was a pleasure for me to exchange our views on 
every-day subjects with a great openness.

In what follows I summarise my impressions about the visit and give some hints 
that – I hope – might be helpful for the KAERI colleagues.

Remarks related to OECD activities

◉ General remark
I am glad to see that KAERI takes active part in many OECD working 
groups and projects. I am convinced that this positively contributes to have a 
broad view of safety significant activities world-wide and it is most 
beneficial for the impressive Korean nuclear engineering activities. Having 
gained a deeper knowledge of the important (mainly thermal-hydraulic) 
technical activities in KAERI, I’d like to encourage your OECD 
representatives on all levels (CSNI, working groups, projects)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in this groups and more actively intervene in 
discussions/proposals. In this context I’d suggest you take part in the new 
PKL project, where boron mixing in the reactor vessel is one of the subjects 
and your experience with BOMIX would be of great value. 

◉ KAERI Data Bank
The impressive KAERI activity in creating the data bank could be linked to 
two similar actions:
o The OECD NEA has a long established data bank. There was a plan to 

modernise the structure and transform it into a web-based data bank on 
the basis of the STRESA, a system similar to that of KAERI. I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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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the present status, but would suggest to take up contact to NEA 
(via Han Chul Kim to Dr. E. Sartori) since the KAERI structure relying 
on the ActiveX component may be a serious alternative, if – as I suspect 
– the OECD activit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o In the EU 7thFramework Programme it is planned to make a proposal to 
create a data base composed of integral-type tests and related computer 
code analyses. STRESA is here again an option, although some 
development could also be envisaged. The co-ordinating institution is Pisa 
University, Prof. D’Auria. If there is interest on KAERI’sside to join this 
activity, bringing in the experience you have with your data base 
development, I could be an "interlocutor" (if needed), since we are 
joining this activity.

◉ THAI Project (also to the attention of Drs. H.D. Kim and S.B. Kim and his 
colleagues)
After discussion with C. Vitanza the status is the following. Although some 
large countries did not join the project, there are about nine interested 
participants. Germanywants to run the project anyway, therefore they are 
ready to finance the major part meaning that the interested countries will be 
invited on the same financial turns as foreseen. The Agreement will be sent 
to these institutions shortly for signature, KAERI being one of them.

◉ SERENA Project (also to the attention of Drs. H.D. Kim and J.H. Song and 
his colleagues)
Here again the problem is created by the fact that most probably neither 
Japan, nor US is participating. Talking to C. Vitanza, this information is 
reinforced, in spite of CEA still hoping to persuade Japan. In the present 
situation I’d suggest to try to come to a joint conclusion with the CEA 
colleagues: is it better to still delay start of the project by trying to 
convince Japan and/or US, or would it be possible to reduce somewhat the 
scope to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thus reducing costs) and start the 
project with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near future.

◉ THICKET 2008
As I understan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for the THICKET-2004 
seminar, to whom it was addressed. It should be realised that the focus is to 
draw the attention of youngspecialists to the vast amount of knowledge base 
accumulated in the past 20 years in the framework of OECD activities. So 
both THICKET-2008 and the similar seminar in the severe accident field 
will try to attract young researchers with some years of experience. 
Concerning the hosting institution of THICKET-2008 I have just had a 
discussion with the NEA Secretariat and Prof. D’Auria: he is ready to host 
it in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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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 based on ATLASIn my opinion, if in the next GAMA meeting an 
ATLAS-based ISP could be proposed, it comes in the right time. We 
haven’t had a thermal-hydraulic ISP for a long time – although the repetition 
of ISP-13 on the LOFT L2-5 test within the BEMUSE project was a similar 
exercise. But, since also BEMUSE comes to an end by 2007, a new 
proposal is welcome. ATLAS offers several advantages: a "double-blind"ISP 
can be performed, since the facility is not known to the TH community; it 
is a large scale facility; some new phenomena can be addressed. Obviously, 
we also have to realise that the proposed ISP should meet the interest of a 
larger number of institutions, i.e. a test addressing a very typical APR1400 
problem might not be the best choice.I propose that after the first, different 
type tests will have been carried out at ATLAS (e.g. by mid 2007) a 
challenging test be selected offering phenomena that are of interest in other 
types of PWRs as well. If the large-break reflood tests bring the expected 
results, in my opinion it could be a candidate, due to both the ECC by-pass 
problem and the down-comer boiling phenomenon.When the proposal is made 
to GAMA, you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e quality of ATLAS in 
measuring the important parameters that govern the interesting phenomena. In 
preparing the proposal I suggest to go through the OECD documents [1] and 
[2].

Remarks related to KAERI activities

◉ Investigation of multi-D phenomena in APR1400
Congratulations to the systematic approach in addressing phenomena like 
boiling in the downcomer and steam venting via the DVI during a DVI line 
break that allows to understand the 3-D nature of the phenomenon. The next 
step will be to incorporate this knowledge in analysis tools. I’d suggest –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processes from test results – making a careful 
cho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lant safety is a 3-D analytical approach 
justified, or can the issue be described (may be in a slightly conservative 
way) by 1-D tools. It is my feeling that both phenomena could be 
adequately described in 1-D by "validating"the interfacial friction terms based 
on test results. (In fact, the process in many respects is similar to the cold 
leg loop seal clearing: earlier tests performed by KAERI on the subject 
merit to be reviewed!)

◉ BOMIX tests
Experience with the German ROCOM facility shows that – in spite of 
careful design and construction –some asymmetry can be expected in the 
tests. This might be introduced e.g. by swirl from the pumps or flexible 
connections to the cold leg. In order to efficiently use the data for CFDcode 
validation, it is a must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flow structure at 
the boundaries of simulation, e.g. somewhere in the cold leg (2-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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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sibly turbulence intensity distribution in a given cross section). Lack 
of such information in the EU-project FLOWMIX-R made it difficult to 
draw meaningful conclusions about capability of different solution methods.

◉ Water hammerissues
During the discussions I raised the possible problem of water hammer in 
APR1400. There is no activity in this field at KAERI –but it is not clear, if 
the issue was handled in the design. Since AEKI has performed water 
hammer experiments on the PMK facility and is active in developing 
analysis tools for its description, collaboration could be envisaged in this 
area. AEKI may explore threat of water hammer e.g. in the DVI line of the 
ATLAS facility, if exact geometry of the line, along with data of expected 
parameters (flow rates, pressure, subcooling of injected water) are supplied.

◉ ATLAS
It seems to me very demanding to start the test series with the most 
complicated one, the LBLOCA. Even if the main focus is on the reflood 
phase, it might require sufficient knowledge of facility behaviour. Also the 
creation of the desired initial conditions might not be straight-forward and 
experience with instrumentation will be necessary.It is usual to focus on 
transients starting from typical operating conditions at full power. However, 
it is recognised that transients starting during cool-down or in shut-down 
conditions could represent even higher threat to plant safety. Recently, in the 
case of the Paks NPP it was discovered that to cope with LBLOCA during 
cool-down of the plant, when HPIS and/or SITs are already isolated needed 
changes in protection philosophy. Due to thespecial features of ECCS, it 
might be of importance to carry out demonstration tests on ATLAS in 
typical APR1400 conditions.The same is true for possible uncertain points of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related to the specific APR1400 desig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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