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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or : 점화기1/2" NPT - 1ea

CPL1,CPL2 : 순환펌프 1/4" PT - 각 1ea

GAV1 : 수소 sampling port 1/4" PT - 1ea

HV2 : 수소 공급라인 1/4" PT - 1ea

TC : 3/8" NPT TC Connector - 2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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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식이 aA + bB ⟶ cC + dD 일 때 

  v = k∙[A]
a
∙[B]

b

v : 반응속도, k : 반응속도상수

[A] : A 의 농도, [B] : B 의 농도

따라서 반응속도상수가 크다고 해서 반응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며 그 역반응도 성립하므

로 반응물의 농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MAAP 코드의 경우, 각 화학반응의 반응율 계

산을 한 상온에서의 기 반응상수  활성화 에 지가 코드내부에서 제공되지 못하며 사용

자 입력이며 (표 3.3.1-6 참조), 참조용 화학모델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ISAAC 코드의 코드목

록을 표 3.3.1-7에 시하 다. 

라. 지배 방정식 구성

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용상태 (aqueous phase)  기체상태 (gaseous phase)의 온도

조건에서는 열수력  평형에 도달하는데 긴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화학 반응 속도와 련한 

역학식 (chemical kinetics equation)의 풀이가 필요하다. 즉, 시간에 따른 특정 (상태) 화합물의 

몰 농도 변화는 외부 공 량  련 생성/제거 반응의 차이에 아래처럼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n / s / r  : 몰 수  / source / 반응 종류

Ai𝛗      :  𝛗(=기체 는 수용) 상태에서의 화합물 (Ai)

 식에서 우변의 2번째 항이 의미하는 반응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된다.

(1) 동종 반응 (Homogeneous reaction)

여기서,

V𝛗: 체

s  : 환 상수 (생성시 s=0, 제거시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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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𝛗:  당량 (stoichiometric) 상수

vr  : 반응속도

  =  

 kr  : 반응속도 상수

(2) 벽면 흡착 반응 (Desorption reaction)

여기서,

 S           : 표면

vad        : 흡착 반응속도

= 

Kad       : 흡착 반응속도 상수

(3) 벽면 탈착 반응 (Adsorption reaction)

여기서,

 S           : 표면

  vdes      : 탈착 반응속도

= 

         Kdes      : 탈착 반응속도 상수

이상의 3개 반응에서 반응속도는 온도의 함수이며, 상온에서 아래 식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Ea        : 반응의 활성화 에 지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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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이상기체 상수

                T          : 온도 (K)

한 반응속도는 방사선량  (수용액의) pH 등에 향 받으며, 다양한 화학반응에 한 

반응속도 상수값 (정반응 상수: Rf, 역반응 상수: Rb)은 앞 에서 보 다. 

(4) 수용/기체간 평형상태를 고려한 상태간 환

여기서,

s  : 환 상수 (기체상태 s=0, 수용상태 s=1)

K : 질량 이송 상수

SINT  : 상태간  면

P(Ai)    : 평형상태에서의 분할 (partition) 상수 

=

에서 분할 상수는 평형상태 도달 시 특정 화합물의 수용액 농도에 한 기농도의 비 

(= 물속농도/ 기농도)를 의미하며, 주요 핵종인 I2  CH3I에 한 값은 아래의 2개 실험식 

(Furrer/Cripps 공식  Borkowsky 공식)을 이용하 다.

(I2) 경우:

(CH3I) 경우:

마지막으로, 물 분해 (ionic dissociation)는 온도의 함수로써 Marshall & Franck's 계

식 [3.3.1-5]을 사용하 다. 

마. 물리  모델 정립

화학모델 이외의 방출거동 련 물리  모델의 특성  제한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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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은 증기, 에어로졸 는 침 물의 형태를 가지며, 이들 형태사이의 

환이 모의된다. 차후 기하학  치 간 이송  다양한 제거기제 모의는 추가로 필요

하다.

○ 증기(=기체) 상태의 FP (불활성 FP는 항시 기체 상태여서 제외)가 포화 ( 는 평형) 증

기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데, 온도에 따른 포화 증기압을 실험식으로부터 계산하고 에

어로졸은 ( 기내) 기체 상태의 FP가 포화 증기압을 유지하도록 이상기체법칙에 따라 

증발 는 응축이 (순간 으로) 이루어져 평형 상태의 증기 도를 유지시킨다. 

○ 기에서 시간에 따른 입자크기 분포의 변화, 결합 는 침 에 의한 에어로졸 양의 변

화등을 평가하기 해 에어로졸 입자 크기 분포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본 모델

에서는 입자 크기 분포에 한 직 인 해법보다는 상 식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

여 근사치를 구한다. 따라서 제한 인 조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한 개선이 가능하

다. 

○ 수증기 포화  미포화 환경에서 흡습입자의 응축성장은 핵분열생성물의 제거기제에 

향을 주며, 본 모델에서는 이를 평형, 동일 입자크기 방식 (equilibrium, 

uniform-particle-size theory)으로 모의한다 (단, 입자크기는 입력으로 조정 가능). 따라

서 응축성장 시 입자크기 분포를 고려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 기타 흡습모델은 격납건물의 CsI  CsOH 에어로졸 모의에만 용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이 역시 가능할 수 있다.

○ 핵분열생성물 이송과 련된 민감도 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5 참조). 여기에는, 

에어로졸의 형태 인자, 입자 포획 효율, 흡습 에어로졸 seed 반경, 증발/응축에 의한 증

기/에어로졸  증기/표면응축 상태간 평형 배율, 에어로졸의 평형상태 는 붕괴모드 

여부를 결정하는 배율 등이 있다. 이러한 민감도 변수를 해석 인 방식으로 구하려는 개

선이 가능하다.

○ 계산과정에서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가 여러 노드에서 동일할 경우, 에어로졸 침 률을 

계산하기 해 필요한 에어로졸의 특성을 지역특성 보다는 그룹특성으로 사용한다. 그룹 

모델은 충분한 재순환 유동이 존재시 에어로졸의 크기분포는 유사해지며 해당지역에서

는 동일한 특성의 용이 가능하다는 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체 평균에 기반한 특

성을 이용하며, 그룹모델을 사용하기 한 단기 은 다음과 같다:

- 그룹노드 내부의 유동은 경계를 통한 유동보다 크다

- 노드내 거주시간 << 노드내 크기변경 특성시간

- 모델기  : 최소 (거주시간 x 체 노드의 침 상수) < 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ISAAC 코드의 물리  모델을 근거해, 주요 모델을 다음

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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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기 (=기체) FP

본 모델은 기체 (=증기) 상태의 FP (불활성 기체 FP는 항시 기체상태여서 제외)는 포화 

( 는 평형) 증기압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즉, 온도에 따른 포화 증기압을 실험식으로부터 계

산하고 에어로졸은 ( 기내) 기체 상태의 FP이 포화 증기압을 유지하도록 이상기체법칙에 따

라 증발 는 응축이 (순간 으로) 이루어져 평형상태의 증기 도 (equilibrium vapor density)

가 유지된다. 열침원 (노출수평/노출수직/냉각수조) 표면 근처 (=경계층)에서는 기체상태의 FP

가 표면으로 확산되는데 확산상수는 다음과 같다.

 ( )[ ]mgasmf TPTD /829110/107.4  =  5.13 +⋅⋅ −
         

여기서,

Pgas=기체압력,

Tm=0.5(Tg+Twall)로서 기체온도와 표면온도의 평균온도이다.

 

의 확산상수를 이용하여 증기 제거율이 다음처럼 계산된다.

c
f h
ShD    =  λ

    

여기서,

Sh = Sherwood number,

hc = 응축시 특성길이 (= 체 /면 )

 

(2) 건식 에어로졸 FP

흡습에 의한 에어로졸의 성장은 고려하지 않은 비흡습성 건식 에어로졸 모델이다. 본 모

델에서는 직 인 해법보다는 상 식 (correlations)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빠른 해를 

구하기 하여 일정 순간에 기내 에어로졸의 농도 (m)를 아래의 단일 미분방정식으로 표시

하고 입자크기분포함수 n(v)를 상 식으로 표 한다.

m pm
dt
dm •

+λ -  =  
  

여기서,              

t = 시간,

mp
•

 = 단 체 에서의 에어로졸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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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 제거율로 아래와 같은 입자크기분포함수 n(v)로 표시한다.

dvvvnj

dvvuvvn

)(

)()(
  =  ∞

∞

∫

∫

ο

ολ
  

 함수를 제 로 풀려면 여타 상세모델[3.3.1-6][3.3.1-7][3.3.1-8]처럼 Smoluchowski 방

정식에 입자 크기구분 방식 (sectional method)을 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 모델은 한 조

인자 (scale factor) 만으로 입자크기 분포를 일반화 했다 (즉, 입자의 기량 는 입자크기

의 기분포에 계없이 제거율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보편룰 (principle of similarity)을 

이용했으나 다음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 에어로졸 생성 없이 차 제거 ( 는 붕괴)되는 경우 는 생성율  제거율이 평형을 

이룬 경우에 한가지 제거 기제가 지배 인 상태에 해서만 유효하다.

○ 에어로졸 입자의 특성 (형태, 도, 기분포등) 는 기하학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다.

○ 입자간 충분한 결합 (coagulation)을 발생한 이후, 는 기분포의 향이 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경과가 필요하다.

○ 매우 작은 지역 는 입자 크기분포가 한쪽으로 크게 편향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습식 에어로졸 FP

수증기 포화/미포화 환경에서 흡습입자 (hygroscopic particle)의 응축성장은 FP의 제거

기제에 향을 주며, 본 모델에서는 이를 평형, 동일 입자크기 방식 (equilibrium, 

uniform-particle-size theory)으로 모의한다. 우선 상 습도  기입자의 반경이 입력으로 주

어지면 다음 식에 의해 흡습으로 형성된 평형상태의 입자반경 (r)을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는 

흡습 에어로졸 입자에 수증기가 응축되면 상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아래 결과는 

해석 인 해가 아니며 근사치이다.

( ) 02121 34 =+⎥
⎦

⎤
⎢
⎣

⎡
+−+−−

οο ρ
σφ

ρ
ρ

φ
ρ

σφ
RTR

r
M
M

r
RTR

r
wwwa

aw

ww

여기서,

s = 흡습입자의 표면장력,

rw, ra = 흡습입자  기입자의 도,

Rw=물의 기체상수,

Mw, Ma=물  기입자의 몰 무게,

T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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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흡습입자간의 결합 는 침 에 비해 응축성장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 (즉, 응축

성장 이외의 상에 향받지 않고) 평형상태의 크기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는 최

종 평형상태 입자 질량의 90% 이상을 물방울이 차지하기 까지는 입자성장이 결합보다는 응

축에 의해 부분 이루어지고, 작은지역 (높이< ~2m)을 제외하면 (즉, 열수송계통이나 가압기 

탱크등은 용할 수 없고 격납건물 지역이 용 가능) 침  (sedimentation) 기제가 요해지

기 이 에 응축성장이 종료한다는 에 근거한다. 

바. 기존 참조 방사선원항  CHEMIC 검증자료 정리

해외에서는 1960년 에는 요오드 재고량의 25%가 격납건물 기 으로 즉시 방출된다

고 가정했으나 (TID-14844), 1990년 에는 방출단계별 (Gap/ Early In-Vessel/ Ex-Vessel/ 

Late In-vessel)로 구분되어, 표 3.3.1-8(세계 각국의 규제평가용 격납건물내 방사선원항 비교, 

1994년 기 )처럼, 요오드재고량의 총 75% 정도가 방출된다. 

NUREG-1465 (PWR)

랑스 독일 여타 국가
# Group ID

Elements in Group

(MELCOR additional)

Total

[%]

1
Noble 

Gases

Xe, Kr (He, Ne,   Ar, 

Rn, H, N)
100 100 100

*TID-14844: 

한국/일본

*MAAP:

스 웨 덴 /

국

*(TID-14844 

or N-1465)

: 미국

2 Halogens I, Br (F, CI, At) 76 100

85
3

Alkali 

Metals

Cs, Rb (Li, Na, K, Fr, 

Cu)
75 100

4
Tellurium 

group

Te, Se (O, S, Po) 46.5 100 72

Sb (Cd, Hg, Zn, As, 

Pb, TI, Bi)

100

10(As, 

Cd)

5
Barium, 

Strontium

Sr (Be, Mg, Ca, Ra, Es, 

Fm)
15

10
0.044

Ba 14 1.0

6
Noble 

Metals

Ru, Rh, Pd (Re, Os, Ir, 

Pt, Au, Ni)
1.2 10 <0.001

Mo, Tc, Co (V, Cr, Fe, 

Mn, Nb, Ta, W)
10

<0.0017
Lanthanide

s

La, Nd, Eu, Nb, Pm, 

Pr, Sm, Y, Cm, Am
1.7 0.1

8
Cerium 

group

Ce, Pu, Np (Ti, Zr, Hf, 

Th, Pa, C)
3 0.1

표 3.3.1-8 세계 각국의 규제평가용 격납건물내 방사선원항 비교(1994년 기 )

다음으로 각국의 PSA  이에 따른 사고시나리오가 달라 환경 방사선원항을 일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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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학  안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보수  경우를 비교하면 표 3.3.1-9 

(세계 각국의 규제평가용 환경 방사선원항 비교, 1994년 기 )와 같다. 여기서, 격납건물 기

내 요오드 농도가 주 환경으로 방출에 가장 요하며, 자연 출시 출경로에서의 보유 

(retention), 격납건물 배기시 필터 효과 (에어로졸은 잘 차단되나, 기체 요오드는 효과 음) 

 SGTR 사고시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의 보유 등의 효과가 추가로 연구되고 있다.

NUREG-1465 (격납건물 내)
RSS

(PWR2)

N-1150

(Surry)

랑

스

(S1)

독일

(ERF)
여타 국가

# Group ID 핵종군
Total

[%]

1
Noble 

Gases
Xe, Kr 100 90 76 80 100

*한국/일본: 
MAAP(ISAAC)

/MELCOR

*스웨덴: 

Noble gas + 

Cs(<0.1%)

* 국: 22 

Source Term 

category (단, 

핵종군 구성 

미공개)

2 Halogens
I, 

Br

유기
(Organic)

3.75 0.7 0.8 0.7

>50
무기
(Inorganic)

72.25 70 15.2 60

3
Alkali 

Metals
Cs, Rb 75 50 16 40

4
Tellurium 

group

Te, Se 46.5 30 31 8 >50

Sb

5
Barium, 

Strontium

Sr 15
6 20

5 40

Ba 14

6
Noble 

Metals

Ru, Rh, 

Pd 
1.2 2 5.2 2 n/a

Mo, Tc, 

Co 

7
Lanthanide

s

La, Nd, 

Eu, Nb, 

Pm, Pr, 

Sm, Y, 

Cm, Am

1.7 0.3 2.2 0.3

8
Cerium 

group

Ce, Pu, 

Np 
3 0.3

Release Start Time [sec] 9,000 >7,200

표 3.3.1-9 세계 각국의 규제평가용 환경 방사선원항 비교, 1994년 기

마지막으로, Phebus FPT1 실험에 의하면 노심재고량의 약 0.094% 정도가 기체상태로 

격납건물 기에 평형농도로 잔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 정도라도 체량이 출시 발

소경계구역에서 제한치를 과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3.3.1-9].

다음으로, 1차 (2005년 10월)부터 10차 (2010년 3월)까지 과거 CHEMIC (ISTP 

CHEMistry Interpretation Circle) 자료에는 유럽 사고연구 (SARNET) 회원국에 의해 수행

된 EPICUR/PARIS 실험에 한 해석결과가 발표자료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차후 검증자료 

활용을 해 표 3.3.1-10에 주요 해석 목록  키워드 (볼드체)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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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일시) 내용 ( 자)

1

(2005/10)

EPICUR: Results and analysis of the first (S1-3/5) tests (Gomez C., 
IRSN)

Background of ruthenium FP behaviour in the containment under 
oxidizing conditions (C. Mun, IRSN/DPAM)

PARIS - Overview of the experimental results (G. Langrock, 
Framatome/AREVA)

2

(2006/4)

EPICUR: Results and Analysis of the first (S1-3/4/5/8) Tests (Gomez 
C., IRSN)

Preliminary Results of Ruthenium irradiation experiments performed in 

EPICUR facility (C. MUN, IRSN) 

Paper

(2006/10)
Nuclear Technology 156, pp11-28 (C. MUN) : review of literature on Ru 
behaviour in SA 

3

(2006/10)

EPICUR: Results and analysis of the last (S1-4-5/1-7-8/2-6-1) tests 
(Gomez C., IRSN)

Interpretation of the Last Three (S1-4-5/1-7-8/2-6-1) EPICUR Tests 
(L. Bosland, IRSN)

Radiolytic Oxidation of Gaseous Iodine: Consideration of PARIS Results 
(Shirley Dickinson, WMT)

4

(2007/3)

EPICUR: Results and Analysis of the Last Three (S2-6-2/1-1/2-6-3) 
Tests (Gomez C., IRSN)

Results of Ruthenium Samples Irradiation Experiments Performed in the 
EPICUR facility (C. MUN, IRSN)

EPICUR Iodine Tests Proposal (S1-7/1-11/1-9) for 2007 (L. Bosland, 
IRSN)

Feedbacks from Ru-EPICUR Tests: Proposals for Future 12 Tests (C. 
MUN, IRSN)

PARIS: Programme on Air Radiolysis –- Final Interpretation (L. 
Bosland, IRSN)

5

(2007/10)

Status (report: ISTP N55) of CHIP and EPICUR Experimentation (D. 
Jacquemain, IRSN)

EPICUR Test (S2-6-4/2-6-5/2-6-6) Proposal from November 2007 to 
March 2008 (L. Bosland, IRSN)

6

(2008/4)

Modifications (SG) of the EPICUR Facility – Last (S2-6-4-20) 
Results of the EPICUR Experimental Program (Gomez C., IRSN)

Last (Test 17/18) Results of the Ru-EPICUR Tests and Future (Test 
19/20) Tests (J. Colombani, IRSN)

Forthcoming EPICUR Tests Proposal (L. Bosland, IRSN)

EPICUR: Status on Iodine Oxide Feasibility Studies (L. Bosland, IRSN)

Sugestion for Crucial Experiments in EPICUR and BIP to resolve Iodine 
Issues compared with PHEBUS-FP findings (D. Powers, SNL) 

Analysis of Iodine Oxide Occurrence in PHEBUS Tests (N. Girault, 
IRSN) 

EXSI Experimental Work on Iodine Chemistry (Teemu Käarkeläa, VTT) 

Preliminary Interpretation of the Inorganic EPICUR Test (L. Herranz, 
CIEMAT)

Impact of Gaseous Iodine Radiolysis in Small and Intermediate Scale 

표 3.3.1-10 CHEMIC (ISTP CHEMistry Interpretation Circle)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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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s (Shirley Dickinson, Nexia Solutions)

Analysis of EPICUR Tests with (ASTEC/)IODE (L. Bosland, IRSN)

Testing of AIM Iodine Radiolysis (I2 formation: radiolytic I-/I2 
conversion in water) Models on EPICUR S1-3, S1-4 and S1-5 Tests (F. 
Funke, AREVA) 

Simulations of EPICUR (S1-1/1-3/1-4/1-5/1-11/1-4-5 and CAIMAN (SA 
2005) Tests using LIRIC (G. Glowa, AECL) 

7

(2008/10)

EPICUR –- Results of the First Tests (S2-6) performed with relative 
Humidity (J. Colombani, IRSN)

Final Analysis of EPICUR S1-1 Test (L. Bosland, IRSN)

8

(2009/4)

Status of EPICUR results and feasability studies - Proposals for EPICUR 
tests in 2009 (J. Colombani, IRSN)

Results on Ru-EPICUR tests (J. Colombani, IRSN)

Preliminary interpretation of the RI formation tests in EPICUR (L. 
Bosland, IRSN)

What is paint ? Sleuthing the literature for information on proprietary 
products (D. Powers, SNL)

Interaction of water and Iodine with epoxy paints : some mechanistic 
considerations from the past studies (L. Bosland, IRSN)

9

(2009/10)

EPICUR results of the latest S2-6 tests - Status of the IOx and aerosol 
feasibility studies (J. Colombani, IRSN)

Methyl Iodide oxidation experiments within the EXSI facility (Teemu 
Käarkeläa, VTT)

Analysis of EPICUR experiments : preliminary results and interpretation of 
S1-7 to S1-9 tests (L. Herranz, CIEMAT)

IODAIR modelling of organic iodide release tests in EPICUR (Shirley 
Dickinson, NNL)

Interpretation of EPICUR tests relative to RI formation : improvement of 
RI formation model and application to Phebus tests (L. Bosland, IRSN)

Ruthenium chemistry in containment - Next steps (Raymond Dickson, 
AECL)

10

(2010/3)

EPICUR : Results of the latest S2-6 tests & Results of the IOx 
(S3-1/3-2) and CsI (S4-1) first tests (J. Colombani, IRSN)

Towards a mechanistic iinterpretation of the iiodine-paint interactions 
(L. Bosland, IRSN)

Methyl iodide decomposition in the EXSI tests: a preliminary modelling 
study (Shirley Dickinson, NNL)

EXSI: The retention of iodine oxide aerosol in copper denuder (Teemu 
Käarkeläa, VTT)

EXSI: The formation of gaseous iodine on primary circuit surfaces 
(Teemu Käarkeläa, VTT)

여기서, EPICUR 유기요오드 실험 결과에 해서는 9차 회의부터 산코드 등을 사용한 

해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차기에는 이러한 최신 분석결과의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석코드의 

Benchmark 계산을 통한 비교검토를 통해 국내 방사선원항 모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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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단된다. 한, 격납건물내 요오드 생성  거동에 한 실험과 모델개발은 정 한 상

식 제시 수 은 아니므로, 독자 인 모델 개발을 해서는 복잡한 화학  거동에 한 깊은 

이해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NRC, SNL) 경우는 연구결과를 찰하여 

NUREG-1465의 개정에 반 하려 하며, 특히 MELCOR 코드의 집수조 화학모델을 2011년도에 

면 개정 정으로 있다. 

한편, CHIP ( 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방출되는 휘발성 요오드의 분율을 측정하

기 한 실험)  BECARRE ( 사고시 B4C 제어 의 손상 상을 규명하고 B4C 펠렛과 

재배치된 혼합물들의 수증기 산화반응을 연구하기 한 실험) 실험은 ISTP의 일부이나 한국컨

소시움 참여범 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 자료획득은 못하는 형편이다. 단, CHIP 실험 련 

발표자료는 CHEMIC 회의록을 통해 일부 입수되어 있다.

사. 독립모듈 어 리 이션 개발

그림 3.3.1-1 K-IODIP 기 (Main) 화면

   

그림 3.3.1-2  QT Toolkit 구조

사고시 요오드 거동 독립모듈의 어 리 이션 임으로써 Windows (Linux 환경

도 지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K-IODIP (Korean IODIne Package) 베타버 을 개발하

다 (그림 3.3.1-1 참조). 개발환경으로는 ‘Qt Creator' 개발 toolkit [3.3.1-10]을 사용하 다. Qt

는 UI기반의 어 리 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API를 다양한 랫폼 상에서 지원가능하다. 따

라서 Qt를 이용하여 어 리 이션 개발 시 랫폼에 상 없이 한 번의 소스코드 작성으로 다

양한 랫폼에 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즉, 소스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다

양한 종류의 OS의 데스크탑과 나아가서 임베디드 운 체제에도 용할 수 있다. 한, GUI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OpenGL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방 한 

API를 쉽고 직 인 구조의 라이 러리로 제공되므로 소스코드 작성이 쉬울 뿐 아니라 어

리 이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3.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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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Qt Toolkit을 통해 Plot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Plot 련 Library가 있는

데, 그 에 어 리 이션에 합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Library들을 기 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그림 3.3.1-3에 시된 그래픽 기능을 구 하고, 그 결과 심화 으로 Plot처리를 

하 으며, 화면에서 그래픽 처리된 그림들은 외부의 출력기기를 이용하는 그래픽사용자인터페

이스 (GUI)를 개발하고 차후 독립 어 리 이션으로서 다양한 기능들이 용이하게 확장되도록 

기본 임을 구축하여 로그램을 등록하 다 [3.3.1-3].

마지막으로 본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ISAAC 코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실험모

의 가능한 자유노드화 방식 (Free nodalization scheme)을 이용한 MELCOR 코드와 다르게 

ISAAC 코드는 고정노드화 방식 (Fixed nodalization scheme)을 사용하므로, 실험 신 월성1

호기 발 소의 요오드 (CsI 형태)의 환경방출량을 평가하여 아래의 그림 3.3.1-4에서 그림 

3.3.1-6에서 작업 순서 로 시하 다.

그림 3.3.1-3 K-IODIP 그래픽 메뉴 구성

그림 3.3.1-4 계산 시나리오 선정

     

그림 3.3.1-5 계산 결과  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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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요오드 (CsI 형태) 환경방출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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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해석코드 (MELCOR, ASTEC)의 핵분열 생성물 거동 분석

재 MELCOR 코드와 같이 발 소 체를 모의한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종합

인 핵분열 생성물 거동에 한 실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며, PHEBUS 

FPT 실험의 측정치와 코드 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사고 해석 코드내 핵분열생

성물 거동 모의 모델들을 평가,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음. 한 이를 통해, 가상의 사고시 

상되는 사고 진행과 련, 주도 상  제어 인자들을 악함으로서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사고 리의 기본 략을 개발할 수 있다.  

PHEBUS-FPT-1 측정치와 비교한 결과, 노심 손상에 해서는 노심 링들간 등가 복사

열 교환 인자값의 사용자 입력 의존성, 핵연료와 피복 간의 용해 상 증  모의 필요성 그리

고 산화 반응 모델의 성  제한성을 확인하 다. 핵분열 생성물방출과 련해서는 모델별 

비교 평가 결과 CORSOR-M 모델의 성을 확인하 고, 부착 상에 해서는 노심 출구부

와 증기 발생기 유입부에 핵분열생성물의 부착이 많이 발생되어, 실제 원  모의시 비교  

온을 유지 할 것으로 상되는 구조물의 한 모의 필요성. 모의분석한 결과와는 달리, 고온

 내벽에서 량의 핵분열생성물이 부착 되었고, 측정치와는 다르게 증기 발생기 세 에 과도

하게 부착되었다. 이러한 원인에 해 추후 부착 련 모델의 세부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FPT-2 실험은 수행된 FPT-0 나 FPT-1 실험과 다르게 수증기를 노내에 게 공 하여 

노심손상 후반기에 형 인 수증기 고갈 상을 발생 시키는 것이다. FPT2 실험과정은 평균

연소된 18 핵연료 과 열 가 설치된 연소되지 않은 2 개의 핵연료 , 앙에 1 개의 

Ag-In-Cd제어 으로 구성된 연료  다발을 PHEBUS 원자로 내에 설치, 핵분열 출력 최  

31.9 kW까지 4 단계로 순차 으로 증가 시키면서, 0.5g/sec의 수증기를 15000  까지 계속

으로 시험용기로 주입하면서 진행하 다. 방출모델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 결과 

CORSOR-Booth 모델을 제외하고는 측 방출량에 차이가 없었으나 표면 과 체 이 고려될 

경우 방출양을 상 으로 게 측하 다.

PHEBUS FPT-3 실험시설에 한 MELCOR 입력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발간된 FPT-3 실험보고서의 기학학  크기, 기  경계조건, 물성치, 노심출력 

 핵분열 생성물 기 재고량 등을 참조하여 입력을 구성 정. 입력 작성은 두 단계로 

분리하여 먼  핵분열 생성물 련 입력을 배제한 열수력 입력을 작성, 노심 손상 과정

과  계통내 열수력 조건들이 측정치와 비교하며, 두 번째 단계로, 핵분열 생성물 입력

을 작성, 연결하여, 궁극 인 모의용 입력을 작성. 

○ 노심은 축방향으로 20 개, 반경방향으로는 앙의 Ag-In-Cd 제어 과 이를 제외한 20

개의 핵연료 으로 구성된, 2 개 링으로 모의 정. 노심의 가열을 하여 핵연료 다발을 

에워싸고 있는 단열층은 안쪽부터 Thoria, 헬륨가스, Zr 산화물, 헬륨 가스, 산화물 박막 

그리고 Inconel 층으로 구성되었고, 련 물성치는 FPT-2 실험 자료집을 참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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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PHEBUS FPT-3 실험모의를 한 MELCOR 코드 구역화

그림 3.3.2-1은 MELCOR 입력 노드를 보여 주고 있으며, PHEBUS FPT-3 핵분열생성물 

거동 분석시 주요 심 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심으로 부터 노심 내 핵분열 생성물 방출

- Buddle 핵분열 생성물 방출 간  측 / 반 이 핵분열 생성물방출 양태

- 핵분열 생성물방출의 향인자 (핵연료 Stoichiometry/ 유체구성물거동/다른 물질과 

반응  화학 반응 효과)

-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방출/ 낮은 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방출 

- 흡수체 물질의 방출 / 용융풀(pool)에서 핵분열 생성물방출 

○ RCS 계통내의 핵분열 생성물의 수송  흡착

- RCS 수송  화학  형태/ buddle 흡착의 요성/ 

- 흡착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 상세모의 (상부 넘과 수직 의 흡착/ 증기발생  기 

U튜 의 흡착)

- Cs 재부유 (Resuspension)/ 총 RCS 내의 핵분열 생성물량거동  

○ 격납건물내에서의 에어로졸 거동

- 에어로졸 크기와 분포 /에어로졸의 내부 조성물(Inner Composition) 

-  부유(suspended) 에어로졸의 고갈 / 젖은(Wet) 표면에서에어로졸의 응축 

○ 요오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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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상태 요오드의 주요거동 / 격납건물 내 가스 요오드의 균형 

- 격납건물 내 가스 요오드의 선원항 /가스 요오드의 화학  향인자

- 수조(pool)내에서 은(silver)에 의한 가스 요오드 흡착

그림 3.3.2-2는 PHEBUS FPT-3 실험의 MELCOR 해석 결과로서 연료  출구의 핵연료 

 냉각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2-2 연료  출구의 핵연료  냉각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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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국제공동연구 실험자료  미래원  핵분열생성물 특성분석 

1. 국제공동연구 (ISTP, BIP) 참여를 통한 실험 결과 정리 

ISTP (International Source Term Programme)는 랑스 IRSN, CEA, EDF가 공동 주

하는 사고시 방사선원항에 한 실험  모델 개선을 한 국제 공동 연구과제이다. 그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행기간 : 2005 - 2010년 

○ 참여기  : 구주공동체(EC), 스 스 PSI, 미국NRC, 캐나다 AECL 등 

○ 연구비 : 총 9백만 유로 (2009년말 경제 기 , 약 162억원)

○  연구분야 : 개별 상 심으로 다양한 실험. EPICUR와  PARIS 실험에만 참여 

함. 

EPICUR (Experimental Programme on Iodine Chemistry Under Radiation)에서는 격납

건물내 방사선 조사 환경에서 유기요오드와 휘발성 요오드의 생성  제거 실험 30건과 격납

건물내 루테늄 거동 실험 9건을 수행하 다.

PARIS (Programme on Air Radiolysis, Iodine and Surfaces)에서는 방사선 조사 환경의 

기체상에서 요오드 산화물 형성  표면 반응성 련 실험을 약 500건 수행하 다.

이와같은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국내 유 기  (KINS, KAERI, KHNP, KOPEC)이 KINS 

주도로 사고 연구 의체 (한국 컨소시엄)를 구성⋅참여하고 있다. 

가. EPICUR 실험

EPICUR 실험은 격납건물내 요오드 화학  루테늄에 한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요

오드 화학에 해서는 2009년 말까지 26건 (물질 달 1건, 집수정 방사분해 5건, 페인트 칠한 

쿠폰에서 유기요오드 생성 17건 (기체상-3건, 수용액-4건, 다양한 상 습도 조건-10건), 요오드 

산화물 안정성 2건, 에어로졸 안정성 1건)이 수행되었고 루테늄에 한 실험은 19건이 수행되

고 종료되었다. 재까지 입수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EPICUR 실험자료  보고서 22건 (ISTP 3, 5, 9, 13, 18, 24, 29, 35, 39, 46, 50, 53, 60, 

71, 76, 78, 79, 83, 91, 99, 100)

○ 실험목표서 23건 (ISTP 2, 4, 6, 10, 16, 19, 22, 27, 32, 37, 44, 48, 54, 59, 66, 72, 73, 87, 

92, 98, 101, 105, 106)

○ 선량율 1건 (ISTP 64)

○ 실험Matrix 3건 (ISTP 36, 57, 90)

○ Ruthenium 보고서 7건 (ISTP 25, 40, 43, 45, 62, 6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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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ICUR-Iodine 실험

격납건물내 휘발성 요오드의 존재는 생성  소멸/침착간의 균형의 결과이다. 기존 

PHEBUS 실험은 주요한 생성/소멸 기제를 밝혔지만, 정량화를 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정의 

불확실성을 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고온/고방사선 환경에서, 냉각수조로부터 휘발성 요오드 방출

○ 냉각수조 는 격납 기 내 페인트 표면에서 유기요오드 생성/소멸(그림 3.4.1-1)

○ 격납 기에서 요오드 산화물의 생성  

따라서 EPICUR-Iodine은 이상과 같은 3가지 과정의 추가연구가 목 이며, 실험장치는 

그림 3.4.1-2와 같다. 한 수행되었거나 수행 정인 실험종류는 표 3.4.1-1과 같다.

그림 3.4.1-1 냉각수조 는 격납 기 내 페인트 표면에서 유기요오드 

생성/소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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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EPICUR-Iodine 실험장치

           

Radiolytic oxidation RI liquid release RI gaseous release

S1_3 05/2005 S1_8 02/2006 S2_6_1 07/2006

S1_5 08/2005 S1_7_8 09/2006 S2_6_2 11/2006

S1_4 12/2005 S1_7 05/2007 S2_6_3 03/2007

S1_4_5 05/2006 S1_9 09/2007 S2_6_4_20 ?

S1_11 07/2007 S2_6_5 04/2007

Mass transfer study RI formation S2_6_6 07/2007

S1_1 02/2007 S2_6_12 04/2010 S2_6_6-2 10/2007

Iodine oxide S2_6_13 06/2010 S2_6_7 10/2007

S3_1 03/2009 S2_6_14 09/2010
S2_6_5_2

(재 )
02/2009

S3_2 11/2009 S2_6_8 02/2009

S3_3 09/2010 S2_6_9 04/2009

Aerosol deposit S2_6_10 06/2009

S4_1 10/2009
S2_6_11

(BIP 비교실험)
09/2009(?)

표 3.4.1-1 EPICUR-Iodine 실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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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ICUR-Ru 실험

EPICUR-Ru 실험은 그림 3.4.1-3과 같은 격납건물의 집수조(sump) 는 페인트 벽면에

서 루테늄 핵종의 휘발화 (volatilzation) 가능 기제 연구를 목 으로 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EPICUR 장치를 이용하여 루테늄 산화물의 휘발성에 한 19개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4.1-3 격납건물의 집수조 는 페인트 벽면에서 루테늄 핵종의 휘발화 

가능 기제

그림 3.4.1-4 EPICUR-Ru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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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장치는 그림 3.4.1-4와 같으며, 실험결과는 다음에 정리하 다.

○ Ru은 높은 방사성 독성 (Radiotoxicity)  휘발성 강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인

해 요함 (4단계 (very High, High, Moderate, Slight)  2단계 (Ru-106)  3단계 

(Ru-97/103/105)에 해당 : Safety Code (Health and Welfare Canada 1976)). 

○ 페인트 표면에 침착된 Ru에 방사선 조사 실험 (10개) 결과, 기 으로 휘발성은 방사선

량에 비례하며 온도/습도 증가에 의해 형성이 진됨.

○ 수조에 포함된 Ru (RuO4-수용성, RuO2-비수용성)의 방사선 조사 실험 (9개) 결과, 산

성 pH에서 수용성의 RuO4- 경우에서만 휘발성이 찰되었으며 가열 (heating)에 의해 

휘발도가 크게 증가함. 여기서 RuO4-는 RuO2을 제외한 수조내 혼합 Ru에어로졸을 

표함.

나. PARIS 실험

PARIS 실험은 독일 FzK에서 약 500건이 수행되고 완료되었으며, 재까지 PARIS 종합 

보고서 1건 (보고서 번호: ISTP/2006/011)이 입수되었다. 실험목 은 I2 농도  방사선 환경

에서 “요오드 휘발성에 한 방사선 효과 (I2 radiolytic oxidation)  표면 효과 (interaction 

with surfac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dose rate, gas composition, with stainless 

steel, Ag, painted surfaces))”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 구성 (30% steam in air or O2, effect of 4% H2)

○ 기체 온도 : 80 and 130°C

○ 방사선량 : 0.3 and 1 kGy/h

○ I2 농도: 1×10
-9
 to 5×10

-8
 mol/l

○ 표면 종류 (SS, paints, Ag) and 표면 /체  비율 (0.003 to 0.3 cm
-1
)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 표지 I
123
 포함 분율 (gamma measurements)

○ 공기 방사분해물 (ARP: Air Radiolysis Product) 농도 (KI method)

○ 요오드 산화물 (최종 으로 I
-
)  분자 요오드 (최종 으로 유기요오드)를 Maypack 장

치 (에어로졸  charcoal 필터만으로 구성)를 사용해 구별 (liquid/liquid extraction 

CCl4/H2O procedure and a sampling of the gas phase)

  



- 160 -

2.  미래 원자로 핵분열 생성물 거동 모델 개발

미래원자로 (SFR, VHTR)에 한 안 계통 설계  부지 요건을 결정하기 하여 핵분

열생성물 생성  방출 특성에 한 연구가 OECD/NEA  EC의 FP (Framework Program)

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 인 연구로 OECD/NEA의 TAREF(task on 

Advanced Reactors Experimental Facilities)는 기존의 신형원 을 한 연구 시설 뿐 아니라 

경수로 원 의 안  연구 실험 시설을 신형원 에 목시키기 한 연구 쟁   황을 정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련 연구에 한 조사 뿐 아니라 He 가스 냉각재 환경에서 휘발성 핵

분열 생성물의 계통내 분포 측 모델 개발을 수행하 다. 

고온가스로에서 FP 증착 상 모의용 코드들 (SPATRA, PADLOC, PLAIN)의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가압 경수로 핵분열 생성물 모델에 없는 상  추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 방사선 붕괴에 의한 특정 핵종의 생성 는 소멸과정.

○ 구조물 표면에 한 증기 핵분열생성물 흡착 (adsorption)  이탈(desorption).

○ 벽 내면 물질과 핵분열생성물간의 비회귀성 (irreversible) 화학반응 상.

○ 압시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핵분열생성물의 재이탈 상, 소  lift-off.

○ 표면 농도에 한 다양성 고려, 를들면 선형, Freundlich 는 Langumir 조건.

○ 은(Ag) 원자의 고온의 속 내부로의 확산.

○  내벽 물질 (  steel, Inconel-625, Hastelloy-x 등)에 따른 부착 특성 고려.

○ 긴 과도 기간을 다룰 수 있는 방법 (  1년, 10년, 30년).

○ 특정 핵종 부착 특이성, 를 들면 CS 부착 치 이동 

고온 가스로에서 정상운   사고 조건시 핵분열 생성물의 계통내 증착 분포와 핵종 그

리고 양을 측하는 일은 정상 운   차폐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규명하거나 부품의 설계 

 원 의 건설 인허가시 정확하게 측해야 할 요한 정보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MELCOR 

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응축  증발 모델을 용하여 OGL-1 실험을 모의, Cs 과 Iodine 측정

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고온가스로에서 PWR 모의용 핵분열생성물 증착 모델의 용 가능성

을 평가하 다. 한 OGL-1 계통내 핵분열 생성물 증착 모의시 일방통행(once-through) 방식

과 재순환 (circulation)모의 방식 모의 결과의 차이 을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고온가스로 

용을 해서 MELCOR 코드내 핵분열 생성물 응축  증발 모델이 붕괴 상을 고려할 수 있

도록 모델을 개선하 고,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시연 (test) 계산을 수행하 다. 

가.  붕괴 상을 고려한 MELCOR코드 증착 모델 개선 

 고온가스로 정상 운  시 핵분열 생성물의 증착은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된다. 보

통 발 소의 수명 운  기간을 50년으로 가정할 때,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 상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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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단된다. 기존 MELCOR 코드에는 FP 증기의 구조물 표면에 한 응축과 증발을 

기에 부유된 FP 증기의 농도  구조물에 응축된 FP 증기의 질량 값, 표면 , 질량 달계수, 

표면온도에서의 포화 농도 값들을 기본으로 모의하고 있다. 이같은 기존 FP 증기, 응축 모델에 

붕괴 상을 고려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즉 고려된 핵종의 선행자 붕괴에 의

한 질량 유입은 무시하 으며, 단지 재 고려한 핵종의 붕괴에 의한 소멸만을 고려하 다. 따

라서 기존 MELCOR 코드 내 핵분열 생성물 응축 증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0=++∑ a
i

ia M
dt
dM

dt
dM

λ
(3.4.2-1)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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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M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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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dM

λ−−= )(
(3.4.2-2)

단 Ca=Ma/V 로 기 내 FP 증기 농도를 나타낸다. Csi 는 표면 i ( : 구조물, 에어로졸)

온도에서 FP의 포화 농도이다. Mi 는 표면 i 에 응축된 FP의 질량을 나타내며, V는 기 부

피, Ai 와 Ki 는 표면 i 의 표면 , 질량 달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λ는 핵종의 붕괴상수 이

다. 의 변형된 두 미분 방정식을 Laplace 변형을 용, Ma 와 Mi 에 해서 해를 구하면 아

래와 같다. 

식(3.4.2-2)을 식(3.4.2-1)에 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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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식(3.4.2-3)에 Laplace를 용하면 다음과 같다. 단 S 는 Laplace 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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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2-4)을   에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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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2-5)에서 ξ는 다음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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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2-5)을 β를 이용하여 표 하면 식(3.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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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Laplace를 풀면, Ma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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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식(3.4.2-2)를 일정 시간 간격 t 동안 분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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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2-7)을 식(3.4.2-8)에 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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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표면에 증기 FP 응축을 한 질량 달 계수 Ki 는 수증기와 공기 간 확산성

(Dst,a)을 사용하는 모듈에서 계산한 구조물 표면에 수증기의 응축을 한 질량 달 계수 KHS 

를 기본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 측한다. 단 Dk,g 는 가스 혼합물 g 내 FP k 의 확산성을 

나타낸다.

                                   

ast

gk
HSi D
D

kk
,

,=

 식의 수증기의 응축을 한 질량 달 계수 KHS 는 “열 달과 질량 달의 유사성”

에 의한 기 내 Nusselt 수와 연  지어 구한다. 열 달 계수와 질량 달 계수간의 상 계

는 다음 표 3.4.2-1과 같다.

 

열 달 질량 달

   Pr=
ν
α
        단  α=

κ
ρc p

    Sc=
μ

ρD st,a

   단  Dst,a =물질확산계수

   Νu=
hL c

κ
     단 h = 류열 달계수      Sh=

KL c

D st,a

   단  K =질량 달계수

표 3.4.2-1 열 달 계수와 질량 달 계수간의 상 계

   

나. OGL-1 실험과의 검증 해석 

(1) OGL-1 실험 

 OGL-1 (Orai Gas Loop No1) 실험 시설은 고온가스로 (HTGR :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의 헬륨 (Heliun)으로 채워진 냉각 계통을 모의하는 시설이며, JAERI의 

JMTR 원자로에 설치되어있다[3.4.1, 3.4.2]. OGL-1 실험 목 은 정상 운  시 HTGR 일차 계

통 내 핵분열 생성물 거동 이해와 증착 (plate-out) 모의 모델  련 모의 산 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OGL-1 실험의 냉각계통은 총 길이가 약 200m 이고 두개의 열교환기, 이차냉각기

(cooler), 분진필터 그리고 가스 순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를 담고있는 노심과 가스 순환

기 사이 약 100m구간에 15곳의 측정 치가 분산되어 있다. OGL-1 운   각 측정 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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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계통 내 가스 온도는 700°C에서 부터 30°C 까지 변화한다. 이 실험에서는 핵분열생성물 

증착을 매 500시간/cycle 운  이후 측정하 고, 이 연구에서는 47 운  cycle 시 에서 I131, 

Cs137의 증착 측정치를 MIDAS 측치와 비교하 다.

그림 3.4.2-1은 OGL-1 실험시설 유동과정은 노내  (in-pile tube)에서 나온 핵분열생성

물이 No 1 열교환기(HX) 를 지나 No 2 열교환기 그리고 2차 냉각 계통에 의해 냉각되는 냉

각기(cooler)를 거쳐, 필터에서 모두 제거된 후 가스 순환기에 의해 No 1 과 No 2 열교환기 외

벽을 통과한 후 가열기에서 재 가열되어 노심으로 재 주입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

여 다.

 OGL-1 실험에서 사용한 핵연료 조사 시편은 TRISO-II 이고, 핵연료 다발에서의 총 열

생산은 70 KW 이었다. 한 핵연료 최  온도는 약 1400°C 이고 핵분열 생성물의 생성  방

출비(R/B)는 약 10-4에서 10-6 범 이었다. 표 3.4.2-2는 OGL-1 실험의 각 계통 내 부품별 기

하학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OGL-1 실험의 cycle-47의 운  자료와 OGL-1 실험에서 

cycle-47 운  종료 후 Cs137 의 증착 (plate-out) 양 측정치를 기 으로 하 다. 

그림 3.4.2-1 OGL-1 실험 시설의 유동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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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길이 

[m]

유입가스  

벽온도 [°C] 

출구가스  

벽온도[°C]

열수력

직경[m]

유동

면  [m2]

유동채

수
구성물질

in-pile 6.5 T1 T2 0.08 5.027*10
-3

1 Hastelloy-X

duct 6.85 T2 T3 0.059 2.734*10
-3

1 Hastelloy-X

duct 18.25 T3 T4 0.0446 1.562*10-3 1 Hastelloy-X

열교환기 7.52 T4 T5 0.0119 1.112*10
-3

22 Hastelloy-X

duct 4.55 T5 T5 0.0527 2.181*10
-3

1 SUS

열교환기 6.87 T5 T6 0.0127 1.267*10-3 22 SUS

duct 11.53 T6 T6 0.0527 2.181*10
-3

1 SUS

냉각기 12.21 T6 T7 0.0214 3.597*10
-3

6 SUS

duct 8.32 T7 T7 0.0527 2.181*10-3 1 SUS

표 3.4.2-2 OGL-1 실험 계통 배   부품 기하학  자료

(2) MELCOR를 이용한 OGL-1 실험 모의

MELCOR PWR 모의용 모델을 용한 OGL-1 실험 모의 결과, 고온가스로 배  내 핵

분열 생성물의 일반 인 증착 특성을 모의하는데 MELCOR내 문제 들이 규명되었다. 그림 

3.4.2-2는 I-131 핵종에 한 계통 치별 온도 분포 와 MELCOR 코드에 의한 증착 분포 

측치를 보여 다. 즉 I-131 경우  계통 내에서 증기 상태로 존재한 것으로 측되었고, 모의 

결과 측정치와 비교하여 매우 소량이 응축되었으며, 응축 발생 역도 온지역(350∼450 K) 

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측하 다. 측정치 경우  구역에서 증기 증착이 발생되는 을 고

려할 때, 이는 기존 PWR용 MELCOR 모델이 고온가스로 에서의 I-131 핵분열 생성물의 벽면 

증착을 하게 모의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는 OGL-1 계통내 이송 인 요오드의 화학  

형태가 이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같이 I2 형태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한 온도가 격하게 

변하는 냉각기에서의 온도분포를 세 하게 나  경우(multi)가 단순하게 한개의 온도로 가정한 

경우(simple) 보다 부착양이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측하 다. 

그러나 그림 3.4.2-3은 노심 출구에서 증기상태로 방출된 이후부터 계통 내에서는 부분 

에어로졸로 변화되어 이동하는 Cs-137 핵종 경우, 측정치에 의하면 Cs 부착이 부분 고온 지

역에서 발생되었고 계통 벽면 온도가 감소하는 종단으로 갈수록 그 부착 양이 차 으로 감

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ELCOR 측치 경우는 고온 지역에서의 부착양은 없는 것

으로 측하 으나 열교환기나 cooler 와 같은 온 지역의 부착양은 정성 으로 유사하게 

측하 다. 따라서 Cs 핵종의 고온 지역 부착 특성을 모의할 수 있도록 Cs 부착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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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험 측정치에 의하면, Cs 핵종 경우, 900∼330 K 사이에 부착 치가 분포하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Cs 핵종 경우 특이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온 지역에 증착되

어 있던 Cs  일부가 다시 온지역(약 700 K)으로 재이동 되는 것이 측되었다. 따라서 오

직 증착만을 고려하는 MELCOR 모델에 이 같은 “재이탈 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MELCOR 

증착 모델 내 련 모델 (lift-off)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온도가 변하는 열교환기를 다 구역화한 경우와 단순하게 한개 온도로 모의한 경우간

의 차이 은 앞에서 요오드-131 경우와 같이 다 구역화한 경우가 총 측정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측하여 실험모의시 온도 변 지역은 다  구역화하여 모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

다.  

그림 3.4.2-2 MELCOR에 의한 OGL-1 실험 계통내 I-131 증착 

분포(다  구역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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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MELCOR 에 의한 OGL-1 실험 계통내 Cs-137 증착 

분포(다 구역화 효과)

            

       

 

(3) MELCOR 코드 내 붕괴 (decay) 모델 개선  해석  결과 

MELCOR 코드 내 핵분열 생성물 증착  증발 상을 모의하는 방정식을 붕괴 상을 

고려한 방정식(3.4.2-7)과 (3.4.2-9)로 체 하 다. 붕괴 모델이 용된 MELCOR 코드의 시연 

(test)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연 계산시 조건은 요오드 가스를 과도기간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일정한 율로 노심 상단부에 주입시켰다. 이때 주입율은 요오드-131 가스 경우 1.0×10
-12
 

kg/s로 과도 기간내 일정하 다. 한 모의한 계통은 OGL-1 계통으로서 거름이 없이 

(no-filtering) 체 계통을 과도 기간 동안 계속 으로 재순환하도록 모의하 다. 특히, 열교환

기-2 에서의 요오드-131 의 시간에 따른 기 농도를 측하여, 붕괴모델의 반  효과를 평가

하 다.

그림 3.4.4는 열교환기-2 내에 부유된 요오드-131 가스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보

여 다. 먼  붕괴 모델이 용되지 않은 경우는 과도기간 동안 계속 으로 요오드-131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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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으로 주입되고 있지만 체 계통을 비롯하여 열교환기-2 내 요오드-131 부착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 내 요오드-131 농도가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붕괴 

모델이 용된 경우는, 비록 계통내 부착이 없지만, 붕괴 상수값에 따라서 처음 어느 정도 증

가 하다가 이후 일정값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여 다. 특히 임의로 가정한 붕괴 상수값 크기에 

따라서 붕괴 상수 값이 클 수록 기  평형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보여 다.  

표면에 부착된 요오드-131 농도 거동은 계통 내 부착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가하질 

못하 지만 부착된 Cs 핵종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것으로 상된다. 그림 3.4.2-4에서 아울

러 열교환기-2 벽면에 부착된 요오드-131의 농도 변화를 보여 다.

  

그림 3.4.2-4 붕괴모델 용시 열교환기-2 기내 요오드-131 방사능 농도  벽면 부착 

농도

 

세슘-137(Cs137) 의 열교환기-2 기내 농도는 붕괴 모델이 용된 경우, 계통 내 부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 모델 용 여부에 계없이, 처음 어느 정도 증가 하다가 이후 일

정값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여 다. 한 임의로 가정한 붕괴 상수 값이 클수록 기  평형 

농도값이 커짐을 보여 다. 그림 3.4.2-5는 열교환기-2 기와 벽면에 부착된 세슘-137의 방사

능 농도 변화를 보여 다.

MELCOR 코드가 붕괴 상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제한 은 특정 핵

종에 해서 고려된 붕괴 상이 선행자(precursor) 붕괴로 유입될 경우나 붕괴 이후의 다른 

핵종으로의 환하는, 즉 체 인 붕괴 고리(decay chain)를 모의하지는 못한다. 단지 재의 

붕괴 모델은 자체 붕괴에 의한 소멸 과정만을 모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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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붕괴모델 용시 열교환기-2 기 내 Cs-137 방사능 농도 벽면 부착 Cs-137 

방사능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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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신규 원 (신월성 1,2, 신고리 3,4)의 수소제어 쟁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APR1400 후속

호기와 APR+ 격납건물 수소제어 쟁 을 해결하기 한 수소연소 해석 기술을 으로 개

발하 다. 아울러 격납건물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요오드를 심으로 해석

모델의 개발  해석 튤의 개선에 역 을 두었다. 가동  원 의 안  뿐 아니라 미래원

(VHTR, SFR)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고에 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기존 경수로의 

안  평가기술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소연소 해석 기술을 통하여 미래원 의 극

한사고에 한 해석 도구를 개발하며, 아울러 경수로 핵분열생성물의 실험 결과  모델이 미

래원 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송 모델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 연구 결과

를 토 로 본 연구의 격납건물의 수소 연소 해석 기술의 정립, 핵분열생성물 평가 도구의 개발

을 통하여 단기 으로는 APR1400 신규 원  건설  APR+ 개발에 기여하고, 장기 으로는 

미래원  (SFR, VHTR)의 규제 기 의 정립과 사고 처 설계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 내용  개발결과는  규제기   산업체가 참여하는 사고 연구 의체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참여  필요 자료의 공유  기술 력을 추진하여 왔다. 

제1 기술  측면

수소연구는 신규원 인 신고리 3&4의 공이 2013, 2014년에 정되어 있으며, APR+ 신

규 원 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상세 해석 평가 벙법론의 개발을 통해 신규 원 의 수소제어 

설비의 상세 설계  설계 개선을 한 수소연소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 리  

계속운 을 계획하고 있는 가동  운 의 수소제어 쟁  해결에 지속 인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의 후속 조처로 모든 가동 원 에 수소제어계통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들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원 의 설계 특성을 고려한 독자 인 실험 연구와 함께 

OECD/NEA 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원자력 선진국의 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격납건

물 수소연소  수소제어” 기반 연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격납건물 핵분열생성물 거동 해석 모델은 국내 원 의 핵분열생성물의 정량  평가에 기

여하 다. 궁극 으로는 국내 원 의 체 선원항(AST: Alternate Source Term) 개발에 활용

될 망이다. 경수로 원 의 핵분열생성물에 한 연구는 그 동안 사고 연구 등을 통해 많

은 진 이 이루어져 왔으나 미래원 (SFR, VHTR)의 핵분열생성물의 특성은 아직 보 단계

이다. 그러나 미래 원 의 격납건물의 설계 특성  부지 환경 등 규제 기 을 결정하기 해

서는 이들 원 에 한 체계 인 연구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국내도 GIF(Gen-IV International 

Forum)의 참여와 함께 독자 인 미래원 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존의 경수로 원 의 

연구 결과를 미래원 에 목시키는 노력이 매우 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원 의 핵분

열생성물 방출 특성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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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제 ․산업  측면

APR1400는 국내 신규 건설  UAE 수출 원 으로 사고 쟁 에 한 인허가 평가 

 처 방안 수립을 해 기존의 설계 인증 단계의 설계  인허가 평가 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소제어 계통은 신고리 3,4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기 과 사업자 간의 심

도 있는 논의가 진행 으로 이들 쟁 의 해결과 장기 으로는 독자 인 평가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격납건물 핵분열 생성물의 체선원항의 개발을 통하여, 궁극 으로 원  부지경계의 방

사선 향 평가를 완화하며 비상 계획을 축소 등, 선원항에 의한 방사선 향 평가를 완화 할 

수 있다. 일 로 국내에서 개발 인 일체형원 인 SMART 원 의 부지 선정  미래원 의 

설계에도 방사선원항은 향을 미치게 된다. 일체형원 은 안 성을 향상시켜 기존 상용원 에 

비해 비상구역을 완화  축소시켜 인구 집 지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핵분열생성

물의 방출  선원항의 보수성을 제외한 실 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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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  안 의 최후의 방벽으로서 요성이 크며, 특히 사고 조건

에서도 격납건물의 건 성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기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 목표”, “격납건물 성능목표” 등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내 수소연소  

사고 상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이송은 요 안  쟁 으로 가동  원 의 사고

리 평가  신규 원 의 인허가 평가에 리 용되고 있다. 

격납건물의 수소연소는 국부 으로 농도가 높게 분포하는 경우 화염 가속에 의한 수소폭

굉으로 발 하는 험성을 안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Sigma, 7-Lamda 기 에 의존하여 화염

가속과 폭굉을 단하 으나 실제 원 의 인허가 평가에서도 이에 한 상세 평가가 요구된다. 

수소연소 해석 기술의 정립을 통하여 APR1400 후속 원   APR+ 신규 원 의 수소 연소 쟁

 해결에 기여하게 되며. 가동  원 에서도 계속운  요건  후쿠시마 원  후속조치로 수

소제어 계통이 단계 으로 설치될 정으로 수소제어 평가에 본연구의 수소연소 평가 방법론

의 용이 가능하다.

격납건물의 수소제어 설비로 피동수소 재결합기(PAR: Passive Catalytic Re-combiner)가 

주로 사용되며 국내도 신고리 3,4 호기 부터 설치될 정이며, 고리1호기에도 계속운  요건으

로 설치가 되어 있다. 국내 수요의 증가로 국내 개발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공동연구

의 참여와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PAR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 조건에서 

자동 화가 일어나는 부정 인 향에 해 인허가 측면의 향 평가 등을 해석 모델에 반

함으로써 해석 평가에 엄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격납건물의 수소연소는 폭발 인 상을 수반함으로써 조기 격납건물 손을 유발할 수 

있는 상으로 수소연소 해석은 미래원 (VHTR, SFR)의 격납건물 설계를 한 극한사고

(extreme accident)의 평가로 발  활용될 수 있다. 고온가스로(VHTR)의 경우 극한사고로 다

양의 graphite dust가 격납건물로 방출된 경우 dust explosion 과 함께 수소연소 가능성도 커

진다. 액체 속로(SFR)의 경우 sodium fire 해석을 해서는 기존에 사용 인 Lumped 

Parameter 계열의 CONTAIN 코드를 발 시킨 상세 3차원 연소 모델 개발을 필요로 한다. 

격납건물의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커서 국제 인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분야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내 원 의 방사선원항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인허가 평가를 하여 아직 보수 인 TID-14844 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목표  리스

크 평가를 하여 체 방사선원항과 같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특히 Iodine의 모델 개선을 통

해 정량 인 평가가 가능해야 됨에 따라 련 모델을 정립하 다. 미래원 의 안  설계  규

제 체계의 정립을 하여 미래원 의 방사선원항에 한 정립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수로의 

방사선원항의 기술을 토 로 미래원 의 방사선원항의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APR1400의 UAE 수출  USNRC 설계인증 계획에 의해 사고 처 설계  이에 

한 해석평가가 보다 요한 쟁 으로 두될 망이며 본 연구의 격납건물 수소연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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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핵분열 거동 해석 모델이 이들 쟁  해결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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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해외 과학기술정보 

본 과제의 국제공동연구는 OECD/NEA와 EU 의 SARNET(Severe Accident Research 

NETwork)을 심으로 격납건물 수소와 핵분열 생성물 거동 분야의 THAI 실험과 ISTP 실험

에 각각 참여하 다. THAI(Thermal-hydraulics, Hydrogen, Aerosol, Iodine)는 제목이 의미하

듯이 사고 시 격납건물 내 열수력 련 상을 심으로 THAI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종합

인 실험 연구를 수행한다. 98년 독일의 국가연구로 시작되어 경수로원 의 격납건물 안  연

구를 하여 지속 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온가스로(VHTR)의 핵분열생성

물의 이송 등 미래원 원 의 안 에 한 실험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OECD/NEA THAI-2 

실험은 2011년 반 시작되어 재 진행 으로 본격 인 연구 결과는 아직 입수되지 않았다.  

연구개발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 내 요 상으로 수소 분포, 수소연소, 수소제어, 에어로졸  요오드에 한 

개별 인 실험 연구를 통해 실험 자료의 확보  CFD 코드  련 해석 모델의 검증

○ 수소분포 실험은 헬륨과 수소를 이용한 각각의 실험을 통해 상사성을 규명하고, 수소연

소  수소제어는 격납건물 내 국부 인 수소연소   피동 매식 수소결합기의 특

성을 실험함. 핵분열생성물 련하여 에어로졸 요오드의 wash-down 실험들이 수행되었

으며 피동수소결합기와 핵분열생성물의 연계 실험도 이루어짐. 

SARNET2 로그램은 EU Framework Program 6에 수행된 SARNET 1단계(2004- 

2008)의 후속 로그램으로서, 공통 인 연구 로그램을 정의하여 해석도구를 개발하고, 지식

을 서로 공유하며, 사고 분야의 자발  지속성 갖게 하는 것을 기본 목 으로 하고 있다. 

SARNET2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연구에서 선정된 우선순 가 높은 6개 안에 한 실험 로그램 수행 

○ 본 연구에서 습득된 지식 기반으로 유럽 사고 코드(ASTEC) 개발

○ 모든 연구 결과를 장한 DB (DATANET) 개발

본 과제에서는 Work Package (WP) 8 (: 방사 선원항(Source Term) 연구)에 참여하며 

이를 하여 IRSN 의 ISTP (International Source Term Program) 실험에 별도로 참여하는 

약을 체결하 다. ISTP는 랑스 IRSN 이 PHEBUS 후속 로그램으로 PHEBUS의 핵분열

생성물 실험 결과의 불확실 상에 한 상세 개별효과 실험으로 계획하 다. 특히 격납건물 

내 유기/휘발성 요오드, 요오드 산화물의 거동에 을 두고 있다. 재 KINS 주도로 

KAERI, KHNP, KOPEC 이 “ 사고연구 의체”를 형성하여 2009년 상반기 공동 참여 계약

을 체결하 다.  약에는 ISTP 실험  EPICUR와 PARIS 실험만 약이 맺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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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NEA의 THAI 실험  IRSN의 ISTP 실험은 단계 으로 자국내(독일, 랑스)의 

국가 연구 과제로 수행되면서 국제 공동연구로 발 한 과제로 연구의 목   성과 면에서 좋

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OECD/NEA THAI 실험의 요약 

○ OECD/NEA THAI 2 실험의 개요 

- 연구기간: 2011. 7. ～ 2014. 6.

- 실험수행기 : 독일 Becker Technologies 

- 참가국: 헝가리, 캐나다, 네델란드, 핀란드, 랑스, 독일, 한국, 스 스, 체코, 등 (미

국, 일본 )

○ OECD/NEA THAI 2 실험의 진행 

- THAI 1 실험은 2009년 말까지 완료됨. 

- Becker 의 THAI 과제를 장하는 독일의 GRS는 2010년 부터 THAI 실험시설을 이

용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 으며 OECD/NEA 연속 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 제안된 

실험은 다음과 같다. 

․ Atmospheric flow and graphite dust transport in multi-compartment geometry

․ Release of gaseous iodine from a flashing jet

․ Deposition of molecular iodine on aerosol operation

․ Hydrogen combustion during spray operation

․ Onset of PAR operation in case of extremely low oxygen concentration

○ THAI-1 주요 실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항목 련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디. 

- HM tests : Hydrogen-helium Material Scaling Tests 

- HD tests : Hydrogen Deflagration Tests 

- HR tests : Hydrogen Recombiner Tests 

- IW tests : Iodine Wash-down Experiment 

- AW tests : Aerosol Wash-down Experiment 

- IO tests : Iodine/Ozone Experiment

○ OECD/NEA THAI 2 실험은 THAI 1 실험이 2009년 만료됨에 따라 후속 실험으로 제

안되었다. 원래 2010년 부터 THAI-2 실험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OECD/NEA 공동연구

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3년 동안 계획되어 있다. THAI-1 실험의 연

속선상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에 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기획 단계에

서 OECD/NEA 참여국들을 통한 실험 항복에 한 충분한 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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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THAI 실험에 한 다양한 실험 경험을 토 로 성공 인 실험이 기 된다. 

(2) IRSN의 ISTP 실험의 요약 

○ IRSN의 ISTP 실험의 개요 

- 연구기간: 2005～2011 (총 연구비 9백만 유로(약 162 억))

- 주 국가(기 ): 랑스 (IRSN 주 , CEA 력)

- 참가국: EU(European Union)와 USNRC  각국은 IRSN과 개별 으로 계약

○ IRSN의 ISTP실험의 진행 

- 2005년 실험이 시작되어 이미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실험 결과가 축척되어 

있음. PARIS 실험은 재 완료된 상태며, EPICUR 도 일부 요오드 실험만을 남겨 

놓고 있음. IRSN과 계약에 의해서 지 까지의 모든 실험 자료  련 보고서를 받

도록 되어 있다. 

- 약의 행정 인 차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련 자료의 제공이 늦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 인 실험 결과 자료의 활용이 기 된다. 

○ IRSN의 ISTP 실험은 다양한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 우리나라는 EPICUR와 

PARIS 실험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실험은 거의 종료 단계에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실험결과의 분석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며 사고 해석 코드를 이용한 실제 원 의 

선원항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 IRSN의 ISTP 참여 실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EPICUR 실험은 격납건물 내 요오드의 액상과 기상의 방사 화학 (acqueous and 

gaseous radiochemistry) 실험을 수행함. 

- PARIS 실험은 요오드의 기상의 방사 화학 (gaseous radio-chemistry) 반응을 심

으로 상세 실험(analytical experiment)을 수행함. 

- ISTP 는 이 외에 VERDON과 CHIP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고연소 UO2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방출과 원자로 일차계통 내 요오드의 이송 특성을 실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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