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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후기 reflood 기간동안 downcomer 역에서 발생하는 다

차원 열수력 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설계 제작된 KNGR DVI 실험장치에 대하

여 최적 분석 코드인 MARS 2.0의 1-D module을 이용하여 실험전 예비분석이 수

행되었다. 이 실험장치는 원자로용기의 높이를 원형과 같게 하고 유로면적을 

1/24.3로 축소하여 설계한 개별효과 실험장치이다. 후기 reflood 상태에서의 여

러 실험 매트릭스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ECC bypass, 증기 응축 

및 downcomer water level sweep-out 등 주요 열수력 현상의 발생정도를 예측하

다. MARS 1D module을 이용한 계산결과: (a) 예상한 바 대로 downcomer에서는 

다차원 유동 및 온도분포가 발생하 고, (b) ECC 주입이 파단부에 근접하게 됨

에 따라 ECC bypass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증기 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낮게 

예측되었고, (c) 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ECC bypass가 더 많이 되는 반면, 증기

응축률은 감소되었고, (d) 고속의 증기는 저온관 바닥 근처의 물을 파단부로 

sweep-out 시키는 현상을 예측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간 수행되어온 UPTF, 

CCTF DVI 실험장치에서 관측된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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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Pre-test analysis using a 1-D moduleof MARS 2.0 code has been performed 

for the KNGR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DVI (Direct Vessel 

Injection) performance test facility which is a full height and 1/24.3 

volume scaled separate effects test facility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of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phenomena in the 

downcomer during the reflood conditions of a large break LOCA. From the 

steady state analyses for various test cases at the late reflood 

condition, the degree of major thermal-hydraulic phenomena such as ECC 

bypass, ECC penetration, steam condensation, and water level sweep-out are 

quantified. The MARS cod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 

multi-dimensional flow and temperature behavior occurred in the downcomer 

region as expected, (b) the proximity of ECC injection to the break caused 

more ECC bypass and less steam condensation efficiency, (c) increasing the 

steam flow rate resulted in more ECC bypass and less steam condensation, 

and (d) the high velocity of steam flow swept-out the water in the 

downcomer just below the cold leg nozzle. These results are comparable 

with those observed in the previous tests such as UPTF and C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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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KNGR)는 노심 출력이 3983 MWt인 

개량형경수로 (ALWR)로써 두 개의 고온관과 증기발생기, 네 개의 냉각재 펌프와 

저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차세대 원자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

량형 원자로의 중요한 설계개선 사항중의 하나인 원자로용기직접주입 (Direct 

Vessel Injection, DVI) 방식의 비상노심냉각계통 (ECCS)을 채택하고 있다. 이

는 기계적으로 독립된 네 트레인의 수력학적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적으

로는 두 개의 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 트레인에는 한 대의 고압안전주입펌

프 (HPSIP)와 한 개의 안전주입탱크 (SIT)가 연결되어 있어 비상노심냉각수 

(ECC)는 원자로용기 상부에 설치된 DVI 노즐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하향유로 

(Downcomer)로 직접 주입된다. 이와 더불어 저압안전주입의 기능을 제거하 으

며 원통형 격납용기 내부에 설치된 재장전수탱크(IRWST)가 전 사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HPSIP에 수원을 제공한다.

원자로용기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DVI 노즐 위치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내경이 21.59 cm인 DVI 노즐은 저온관 중심선에서 약 210 cm 위에 

설치되어 있고, 안전주입수는 이 노즐을 통하여 약 25.4 cm 폭을 갖는 

Downcomer로 직접 주입된다. 원자로용기에 연결된 여러 노즐들을 위에서 바라본 

형상을 그린 위 쪽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개의 고온관과 네 개의 저온관 

사이에 네 개의 DVI 노즐이 대칭으로 정렬되어 있고, DVI 노즐은 고온관 및 저

온관에서 각각 45°및 15°의 각도를 두고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KNGR에 채택된 DVI 안전주입은 LOCA시 ECC가 원자로용기 downcomer 

상부로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ECC의 혼합 (ECC mixing) 및 파단부로의 우회 방

출 (ECC bypass) 등의 열 수력 현상이 기존의 저온관 주입 (CLI)에서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ECC의 실질적인 주입 현상을 파악하고 

CLI를 기본으로 개발된 기존 해석코드를 DV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DVI 열 수력 

실증실험을 통한 모델 개선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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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차세대원자로의 원자로용기 형상 및 노즐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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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시 일어나는 다차원 열 수력 거동 및 ECCS 성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독일, 

일본, 미국이 참여한 국제적 2D/3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CTF, SCTF 및 UPTF 등

의 소/대형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2]. 그 중에서 저온관 LBLOCA시 여러 ECC 주

입 형상에 대한 ECC bypass 및 ECCS 성능에 대한 UPTF 실험 결과에 의하면 DVI

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a) Downcomer 역에서 뚜렷한 다차원 열수력 현상 발생

b) Blowdown 종료 시까지 많은 양의 ECC가 하부 plenum으로 유입되어 축적

c) CLI보다 Blowdown 종료 시까지 더 많은 양의 ECC bypass 발생 

d) Reflood 시 파단부로 40∼50%의 ECC bypass 발생

e) Reflood 시 CLI보다 더 큰 Void height (Steam flow에 의한 water         

     sweep-out) 발생

그러나 상기 실험 결과들을 다른 기하학적 DVI ECCS 형상을 갖는 발전소에 직

접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UPTF와 KNGR의 원자로용기 

downcomer에 연결된 여러 노즐들의 배치도를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 저온관에 대한 DVI 노즐, 저온관 노즐 및 고온관 노즐

들의 상대적 배치 및 위치 관점에서 KNGR은 UPTF와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KNGR에서의 ECC bypass량, 증기 응축량, downcomer에서의 유

량 및 온도 분포 등도 UPTF에서 관측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NGR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CE의 인허가 모델 (EM)을 사용한 

해석 [5]과 동일한 초기 및 경계조건 하에서 최적평가 코드인 MARS를 사용한 분

석 [3, 4]은 상이한 사고 거동을 예측하 다. 특히, 재관수 기간에서 downcomer

의 수위 및 최고온 연료봉의 피복재온도 (PCT) 거동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

났다. EM 계산 결과는 downcomer의 수위가 전 사고기간동안 저온관 바닥 높이까

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심의 quenching이 적절한 시간 안에 

완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5]. 그러나 MARS 코드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후

기 재관수 기간 동안 downcomer의 수위가 저온관 위치보다 아주 낮게 유지되고 

하부 plenum에서의 과냉각 여유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

여 노심의 quenching이 지연되고 어떤 경우는 quenching 후 재 가열되는 현상도 

발생하 다. 그러나 상기 코드에 내장된 모델이나 관계식은 CLI 형상을 갖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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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성능 계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DVI 형상을 갖는 발전

소의 성능 계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코드검증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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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UPTF 및 차세대원자로의 노즐간 상대적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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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맥락에서 KNGR의 DVI 주입시 나타나는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고 LOCA시  

ECCS 성능 평가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LI 모델을 개선하거나 

DVI 고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모델 검증은 KNGR DVI 형상을 모사한 적

절한 실험을 수행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 그리하여 KNGR DVI 성능실험과제가 

1999년에 시작되었고,  KNGR에 체적 척도법을 적용하여 실험장치 설계가 진행되

어 왔으며 현재 상세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다 [6, 7].  이 실험장치는 제한사고

인 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reflood 기간동안 downcomer에서 일어나는 다차원 열

수력 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개별효과실험장치로 원자로용기의 높이는 원형과 

같고 유로면적을 1/24.3로 축소하여 설계한 것이다. 2000년 말까지 시운전을 마

친 후 2001년 초에 본 실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본 해석의 목적은 상세 설계 자료를 입력으로 최적 평가 코드인 MARS를 이용

하여 여러 가지 test matrix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사전

에 예측하고 이를 시운전 및 본 실험 수행에 반 하는데 있으며 본 보고서에 기

술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DVI 주입 형태의 저온관 파단 대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용기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

b)  CLI 및 DVI 주입 형태의 저온관 파단 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KAERI  

      열수력 전문가 panel에서 도출한 열수력 현상 중요도 순위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c) 실험장치 개요

d) 최적 평가 코드인 MARS의 1-D module을 이용한 여러 가지 test matrix에 

대한 예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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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VI 주입 LBLOCA 시 주요 열수력 현상 

2.1 주요 열수력 현상

이 절에서는 DVI 주입 형태의 저온관 파단 대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용기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사고 경과 순서에 따라 기

술한다. 

1. Blowdown/Refill 단계

펌프 출구쪽 저온관에서 순시 파단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이 일어

나면 원자로 냉각재는 격납용기로 급격히 방출되고 이로 인한 일차계통의 압력 

강하로 flashing/voiding 현상이 수초 내에 발생한다. 이러한 초기의 급속한 냉

각재 방출을 blowdown이라 하고 이 기간동안 계통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탱크 (SIT)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많

은 량의 안전주입수 (ECC)가 downcomer로 주입된다. 과냉각 정도가 매우 높은 

ECC가 downcomer에 존재하는 증기 및 기포를 응축시킴에 따라 계통의 감압은 더

욱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blowdown 초기에 대부분의 ECC는 downcomer 하부로

부터 올라오는 고속 증기에 견인되어 파단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downcomer의 

압력이 격납용기의 압력과 거의 같아지게 되면 blowdown 기간이 끝나고 refill 

단계가 시작된다.

Refill 단계에서는 파단부에서 멀리 떨어진 DVI 노즐로 주입된 ECC의 일부가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향 증기유동 (counter-current steam up-flow)의 

momentum을 극복하여  하부 plenum으로 스며들게 된다. Refill 단계는 하부 

plenum의 수위가 노심 바닥까지 차게되면 끝난다. 이 기간동안 원자로 용기 벽

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기는 downcomer에서의 상향 증기유속의 

증가에 기여하게된다. 하부 plenum으로 유입된 ECC가 노심 내로 서서히 주입되

면 과열된 핵연료봉에 물이 직접 접촉하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2. 초기 Reflood 단계

Reflood 단계는 원자로용기의 수위가 노심 바닥 높이까지 찼을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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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가 다량의 ECC를 공급하기 때문에 downcomer의 혼합체 수위는 급속히 증가하

고 짧은 시간 안에 저온관 노즐 바닥 높이까지 도달한다. HPSI 펌프도 이 기간

에 작동을 시작하여 downcomer의 수위를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노심 재관수에 충

분한 구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ECC가 노심으로 유입되면 과열된 핵연료봉에 물

이 직접 접촉하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고 이때 발생된 증기는 노심을 빠져나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재관수(Reflood)라 한다. 고온관을 거쳐 증기발생기 세관으로 

유입된 증기는 이차측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하여 과열증기로 바뀐 후 파단 저

온관으로 배출되거나 건전 저온관을 거쳐 downcomer로 유입된다.

이 기간동안 ECC는 DVI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노심 배럴 외벽으로 분사되고 

액막 (liquid film) 및 액적 (liquid droplet)유동을 형성하며 하강하게 된다. 

이중 액적은 노심 배럴 또는 원자로용기의 벽면에 재수착하여 액막을 형성하게 

되거나 또는 downcomer 내부에 존재하는 과열 증기에 의해 증발된다. 이러한 과

냉의 ECC가 상부 downcomer 역을 하강하는 동안 건전 저온관을 통해 고속으로 

주입되는 과열증기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액막 파괴, 증기에 의한 액적 

견인, 직접접촉 증기응축 등의 매우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이 기간 동

안 downcomer의 수위는 저온관 노즐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속의 증기가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의 냉각수를 파단부로 sweep-out시키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downcomer 역에서는 

다차원적인 유동 분포가 형성되고 이는 노심으로의 냉각수 유입에 지대한 향

을 미치게 된다. 또한, 원자로용기 벽에 축적된 잔열도 downcomer 하부로 유입

되는 ECC를 가열시키게 되고 이는 노심 입구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과냉각 여유

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후기 Reflood 단계

SIT가 고갈되면 downcomer의 혼합체 수위는 갑자기 줄어들고 그 후로는 HPSI 

펌프가 장시간의 reflood 기간 동안 냉각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은 

초기 reflood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ECC가 노심 배럴로 분사되므로 ECC

는 배럴 벽면을 따라 액막을 형성하며 하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HPSI 펌프

의 작동 개수에 따라 상부 downcomer에서는 원주 방향으로 비 균일한  유동 분

포를 형성할 수 있고 저온관 노즐 부위까지 넓게 퍼지며 하강한 ECC는 건전 저

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속의 과열증기와 접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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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 및 계면 마찰의 향으로 ECC는 과냉각도를 상당히 많이 잃게 되고 파단부

로 쏠리어 우회 방출하게 된다. downcomer를 관통하는 고온관 노즐도 원주 방향

의 증기 유동 및 액막 유동 분포에 상당히 많은 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저

온관 높이 부근의 downcomer에서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 유동 역이 형성될 것

으로 예측된다. 또한,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 쪽으로 노심 배럴의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는 저온관 하부 근처의 downcomer에 존재하는 냉

각수를 sweep-out 시켜 downcomer의 수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증기와의 접촉

으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 40∼50%의 ECC가 파단부로 우회방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4]. Reflood 기간 동안 노심 재관수율은 downcomer와 노심의 수위 차

에 의한 수두 및 loop resistance에 의해 결정된다. 과냉의 ECC가 과열증기와 

접촉하면 응축요동 (condensation oscillation)의 발생으로 인하여 downcomer의 

수위 요동이 일어난다. 이는 노심의 재관수율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노

심 내의 증기 발생량 및 노심 상부의 압력이 변화하고 이는 다시 downcomer의 

수위에 향을 주는 feedback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심과 downcomer 사이에

서 manometric level oscillation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downcomer의 혼합체 수위와 하부 플레넘에서의 과냉각 정도가 전

체 reflood 기간 동안 충분히 유지되면 노심을 재관수할수 있는 충분한 구동력

을 제공하게 되고 노심은 완전히 quenching이 이루어져 reflood 기간은 끝나게 

된다.

2.2 주요 열수력 현상 중요도 순위

저온관 안전주입과 DVI 안전주입시 사고전개 과정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관련 전문가 Panel이 구성되

었다. 각각의 Panel member는 사고 기간 중 downcomer 및 저온관에서 예측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하여 아래의 Principal Safety Criteria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를 정하고 그 결과가 취합 및 종합되었다 [3]. 

Principal Safety Criteria

  - Blowdown Phase : Mass Depletion to Break

  - Refill Phase : Mass Depletion to Break

  - Reflood Phase : Refloo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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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2.2는 저온관 양단파단 LBLOCA 시의 blowdown, refill과 reflood 기

간 중 CLI 방식과 DVI 방식에 따른 열수력 현상의 중요도 (PIRT)를 보여주고 있

다. 이 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상을 10으로 하고, 중요도가 가장 작

은 것을 1로 명기하 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VI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blowdown과 refill 과정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CLI 방식의 경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reflood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 DVI 안전주입의 경우 재관수 기간 동안 downcomer에서의 다차원 열수력 현

상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KNGR DVI 열수

력 실험의 주요 연구 대상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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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차세대원자로 저온관 LBLOCA CLI PIRT

Component Phenomena 
Blow- 

down
Refill Reflood Description

Downcomer Flashing/Voiding

Jet Impingement

3D Flow Distribution

ECC Flow Pattern

ECC Condensation

CCFL

Wall Heat

Entrainment

DC Water Sweep-out

DC Level Oscillation

10

10 10

2

2

3

3

 

2

2

2

3

2

10

8

Level swell

Jet breakup/Steam interaction

ECC bypass, LP penetration

ECC flow regime

Condensation heat transfer

LP penetration

Stored energy release

DC level reduction

DC level reduction

Manometric level oscillation

Cold Leg CL Condensation 3 6 ECC mixing/condensation

표 2.2 차세대원자로 저온관 LBLOCA DVI PIRT

Component Phenomena 
Blow- 

down
Refill Reflood Description

Downcomer Flashing/Voiding

Jet Impingement

3D Flow Distribution

ECC Flow Pattern

DC ECC Condensation

CCFL

Wall Heat

Entrainment

DC Water Sweep-out

DC Level Oscillation

10

2

8

4

3

10

3

2

4

4

3

10

3

4

5

4

7

6

Level swell

Jet breakup/Steam 

interaction

ECC bypass, LP penetration

ECC flow regime

Condensation heat transfer

LP penetration

Stored energy release

DC level reduction

DC level reduction

Manometric level oscillation

Cold Leg CL ECC Condensation ECC mixing/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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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NGR DVI 열수력 실험 장치 

3.1 실험장치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KNGR DVI 열수력 실험장치는 DVI 방식의 안전주입계통을 채

택하는 KNGR에서 저온관 LBLOCA 시 재관수 기간동안 원자로용기 downcomer에서 

발생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개별효과실험장치이다. 이 

실험장치는 CCTF, SCTF, PKL등의 여러 실험장치에 적용되었던 full height, 체

적 척도법을 적용하여 설계한 것이다 [6].  이 척도법은 노심의 재관수 거동과 

ECC bypass 현상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중력 효과와 downcomer에서의 유체 속

도를 보전시킨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장치는 full height, 

1/24.3로 체적 축소한 test vessel, 과열증기 발생장치인 외장형 보일러, 세 개

의 건전 저온관, ECCS 탱크와 주입펌프, 네 개의 DVI 배관, 파단 저온관 및 

containment simulator로 구성되어 있다 [7]. 

그림 3.1 1차계통 유로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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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vessel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NGR의 downcomer와 노심 내부 

구조물을 모의한 외장형 downcomer와 core barrel simulator로 구성되어 있다. 

DVI ECC 주입시 주요 다차원 열수력 현상이 일어나는 downcomer의 상부 및 중앙 

부분의 downcomer는 환형이고 하부 downcomer는 annulus와 core barrel 

simulator를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로 모의되었다. Annulus의 외벽에는 네 

개의 DVI 노즐과 저온관 노즐이 원형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때, DVI 

노즐의 설치 높이에 따른 주입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저온관 중심부를 기준으로 

0.35 m 상단에 별도의 DVI 노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annulus gap을 지나는 

두 개의 고온관 부분을 blunt body로 모사하여 증기 및 ECC 유동 분포에 향을 

미치는 blockage 향을 고려하 다. Core barrel simulator는 노심의 열원을 

직접 모의하지 않고 dummy internal structure를 장착하여 core barrel의 냉각

재 체적 분포만을 모의하는 단순한 탱크이다. Core barrel simulator의 바닥에

는 test vessel의 수위 조절을 위하여 drain line이 설치되어 있다.

표 3.1은 KNGR에 체적 척도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축소실험장치의 주요 인자들

의 설계 값과 축소비를 보여주고 있다 [6].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의 

체적, 유로 면적과 ECCS 유량은 1/24.3로 축소되었고 downcomer, DVI 노즐, 저

온관, 고온관의 직경들은 (1/24.3)
1/2
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test vessel의 높이

와 여러 노즐들의 연결 위치 및 상대적인 배열 각도 등은 원형인 KNGR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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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est Vessel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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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원형과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 변수 값

Parameter KNGR
Test 

Facility

Scaling 

Ratio

 Downcomer 

 Total Volume, m3

 Total length, m

 Annulus flow area, m2

 Annulus ID, m

 Annulus OD, m

  Gap Width, cm

39.7

10.3

3.5312

4.115

4.629

25.71

1.636

10.3

0.1453

0.835

0.939

5.215

1/24.3

1/1

1/24.3

1/4.93

1/4.93

1/4.93

 Core barrel simulator

 Total Volume, m3

  Total length, m

123.99

13.94

5.1024

13.94

1/24.3

1/1

  Cold leg ID, m

  Hot leg ID, m

  DVI nozzle ID, m

0.762

1.0668

0.2159

0.155

0.216

0.0438

1/4.93

1/4.93

1/4.93

 ECCS

 1 SIT flow rate at 3.1 bar,kg/s

 1 HPSIP flow rate at 2.39 bar, kg/s

  Temperature/Subcooling, K

902.9

81.45

322/70

37.2

2.5

322/70

1/24.3

1/24.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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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매트릭스

저온관 양단파단 LBLOCA 시 reflood 기간 동안 downcomer 부품에서 발생하

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test matrix가 선정되었다 

[3]. 이 실험들은 안전주입수의 주입 위치 및 안전 주입수량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상태 뿐만 아니라 과도상태 실험도 포함한

다.  

 (a) Test 1 :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실험  

     Test 1A :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Test 1B :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Test 1C : 파단 저온관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Test 1D : Test 1C 노즐 반대편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b) Test 2 : 인허가 모델 (EM : Evaluation Model)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주입시 ECC Bypass 실험 : 4 SITs & 2 HPSIPs 

 (c) Test 3 : 최적 분석 (BE : Best Estimate)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주입시  

               ECC Bypass 실험 : 4 SITs & 4 HPSIPs

 

 (d) Test 4 : UPTF DVI Test 21D (271-I) Counterpart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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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장치에 대한 예비 실험 해석 

KNGR DVI 실험장치의 downcomer 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예측

하기 위하여 최적 분석 코드인 MARS 2.0의 1-D module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감

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여러 실험 매트릭스에 대한 후기 reflood 

상태에서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 얻어진 ECC 

bypass, 증기 응축 및 downcomer water level sweep-out 등의 주요 열수력 현상

의 발생정도에 대한 정량화된 결과들은 시운전 및 본 실험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1 해석 모델

본 해석에 사용된 MARS 코드는 1-D module인 RELAP5/MOD3.2.1 [9]과 3-D 

module인 COBRA-TF [10] 코드를 통합/재구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1-D 혹은 3-D 계통분석 및 핵연료 온도 거동을 계산하는 최적분석 코

드이다. 코드를 개발하면서 코드의 모사능력을 확장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많은 개선 사항들이 반 되어 왔다. MARS의 최신 버젼에는 

RELAP5/MOD3.2.2 γ-version [11]의 새로운 개선 사항들도 반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예비 실험 해석은 MARS의 1-D module을 사용하여 수행되

었다. Downcomer에서의 다차원 효과를 근사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1-D module

의 extended 3-D feature인 x-, y-, 및 z-축 방향의 유로 형상을 입력하여 각 

축 방향으로의 1-D 운동량 방정식을 고려하 다. 이 방법은 각 방향의 운동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체 속도에 의하여 전달되는 효과를 반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1은 실험장치의 예비 실험 해석에 사용된 MARS 1-D 노드 다이아그램이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wncomer의 annular section은 원주 방향으로 

60°씩 분할하여 6개의 column으로 모델하 다. 각 column은 축 방향으로 19개

의 노드로 나누었으며 각 노드 사이는 다차원 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cross 

flow로 연결하 다. 첫째, 셋째, 넷째 및 여섯째 column은 4 개의 저온관 및 

DVI 노즐에 연결된 downcomer 역을 모사한 것이고, 둘째 및 다섯째 column은 

고온관이 지나가는 downcomer 역을 모사한 것이다. 저온관 및 DVI 배관은 

downcomer 외벽의 수직 방향으로 연결하 다. 노심 배럴 모사기는 pipe로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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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바닥에 연결된 drain line은 time dependent junction으로 모사하 다. 정

상상태의 개별효과 실험에 대한 본 해석에서는 ECC, 증기 및 drain 유량은 일정

하게 유지하 다. Drain 유량은 downcomer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

하 다.부록 A에 4.3절에 기술된 Case 2A-1에 대한 Input deck이 첨부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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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예비 실험 해석에 사용된 MARS 1-D 노드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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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KNGR (Prototype)
Test Facility 

(Model)

 Downcomer 

 Pressure, MPa

  Temperature, K

0.2

393

0.2

393

 Containment Pressure, MPa 0.195 0.195

 ECCS conditions

 1 SIT flow rate, kg/s

 1 HPSIP flow rate, kg/s

  Temperature/Subcooling, K

0.0

60.75

322/70

0.0

2.5

322/70

 Steam conditions

 1 Intact cold leg flow rate, kg/s

  Temperature/Superheat, K

18.0

533/140

0.741

533/140

4.2 해석 초기/경계 조건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값들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이 값들

은 원형인 KNGR의 저온관 양단 순시파단 사고시 후기 reflood 시점 (사고 발생 

후 300초)에서의 과도 상태 계산 결과이다  [3]. 계통의 열수력 초기조건 즉, 

압력, 온도 및 증기 과열도, 안전주입수 과냉각도 등은 원형의 해석 결과와 같

다. 반면에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 유량 및 DVI 노즐을 통한 ECC 주입유량은 

면적 축소비인 1/24.3 만큼 줄어든 값을 사용하고 해석시 그 입력 값들은 경계

조건으로 처리하 다. 

표 4.1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 조건

4.3 해석 결과

ECC 주입 위치, ECC 주입 유량 및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등의 열수력학적 거동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많은 경우에 대

한 정상상태 계산이 수행되었다. 각 정상상태 해석 case에서 얻은 주요 결과 및 

아래에 기술된 식에서 계산한 결과 값들이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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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해석 case 및 주요 정상 상태 계산 결과

Case

SI flow 

rate

(kg/s)

D/C 

Initial 

level from 

bottom of 

CL (m) 

Steam 

flow 

rate

(kg/s)

Steam 

superheat

(K)

Inlet 

ECC 

subcool-

ing

(K)

Drain flow 

rate

(kg/s)

Break 

flow rate

(kg/s)

Conden- 

sation  

rate

(kg/s)

Exit ECC 

subcool-

ing

(K)

Bypass 

fraction

Conden-

sation 

fraction

Conden- 

sation 

effici-

ency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1A 1x2.5 1.79 3x0.741 140 70.7 0.3 4.43 0.143 15.88 0.886 0.064 0.775

1B 1x2.5 1.79 3x0.741 140 70.7 2.543 2.21 0.193 5.54 0.056 0.086 0.922

1C 1x2.5 1.79 3x0.741 140 70.7 1.3 3.27 0.193 7.74 0.517 0.086 0.891

1D 1x2.5 1.79 3x0.741 140 70.7 2.25 2.45 0.203 4.78 0.168 0.091 0.932

2A-1 2x2.5 1.79 3x0.741 140 70.7 2.973 4.25 0.434 9.53 0.453 0.195 0.865 EM 조건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2A-2 2x2.5 1.79 3x0.741 140 70.7 2.873 4.39 0.283 23.5 0.544 0.127 0.668

 BE 조건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3A-1 4x2.5 1.79 3x0.741 140 70.7 7.0 5.21 0.963 12.2 0.361 0.433 0.827

3A-2 4x2.5 1.79 3x1.0 140 70.7 6.0 7.01 0.92 12.1 0.451 0.307 0.829

3A-3 4x2.5 1.79 3x2.0 140 70.7 3.2 12.80 0.86 13.2 0.705 0.143 0.813

3A-4 4x2.5 1.79 3x3.0 140 70.7 2.34 16.74 0.70 16.2 0.781 0.078 0.771

3A-1-1 4x2.5 1.79 3x0.741 0 70.7 8.043 4.185 1.12 13.6 0.277 0.504 0.807

3A-1-2 4x2.5 1.79 3x0.741 10 70.7 8.073 4.145 1.13 12.35 0.275 0.508 0.825

3A-1-3 4x2.5 1.79 3x0.741 100 70.7 7.283 4.93 0.999 12.34 0.338 0.449 0.825

3A-1-4 4x2.5 1.79 3x0.741 170 70.7 6.840 5.33 0.926 12.18 0.374 0.417 0.828

3B-1 4x2.5 0.15 3x0.741 140 70.7 6.86 5.38 0.942 15.88 0.373 0.424 0.775

3B-2 4x2.5 0.15 3x2.0 140 70.7 3.0 13.0 0.8 14.76 0.722 0.133 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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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KNGR DVI 실험시 예상되는 downcomer에서의 mass balance를 나타

내는 그림이다. 

ECC
Nozzle

Intact
Cold Leg

Broken
Cold Leg

Drain
Nozzle

Mcond

Mbf ECC⋅− )1( Mbf cond⋅− )1(

M ECC

M sweep

M break

M drain

M acc

M steam

그림 4.2 KNGR DVI 실험장치 Downcomer에서의 Fluid Mass Balance 

Downcomer에서의 overall mass balance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MMMMM accdrainbreaksteamECC =−−+        (1)

상부 downcomer로 주입된 ECC 유량(M ECC )과 증기응축으로 인하여 생성된 액체

(M cond )는 증기 유동에 의하여 파단부로 bypass되거나 downcomer 하부로 침투할수 

있다. 이 현상은 bypass fraction(bf)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bfMbfM ECCECCECC ⋅−+⋅= )1(       (2)

  MbfMbfM condcondcond ⋅−+⋅= )1(       (3)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 유동은 또한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에 존재하는 유체를 파단부로 sweep-out 시킨다. 따라서 파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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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총 방출유량은 다음과 같다:

 MMbfMMbfM sweepcondsteamECCbreak +⋅−−+⋅= ))1((                       (4)

정상상태 조건에서는 downcomer에서의 냉각수 축적유량(M acc )은 이고, 

downcomer의 수위가 저온관 보다 아주 낮게 유지되는 후기 reflood 시점에서의 

sweep-out 유량(M sweep) 또한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식과 (4)식을 (1)식에 

대입하면 bypass fraction은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 

  MM
Mbf

condECC

drain

+
−= 1

             (5)

Downcomer에서의 증기응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ondensation fraction 

(cf)과 condensation efficiency (ηcond )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이들은 각

각 downcomer로 유입되는 총 증기유량이 액체로 응축되는 비율 및 DVI 노즐 입

구에서의 ECC 과냉각도 대비 downcomer에서의 과냉각 상실량을 나타낸다:

  M
Mcf
steam

cond=
       (6)

  T
TT
in

outin
cond ∆

∆−∆=η
       (7)

UPTF 보고서 [2]에 정의된 대로, DVI 노즐 입구 과냉각도( T in∆ )는 downcomer 

입구에서의 평균 ECC 과냉각도이고, 출구 과냉각도( Tout∆ )는 downcomer 바닥 및 

파단 저온관에서의 과냉각도를 유량 분율로 평균한 값이다.

1.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

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이 경우 ECC는 원주 방향으로 90°간격을 두고 

설치된 네 곳의 DVI 노즐 중 오직 한 곳을 통하여 주입되는 것으로 하 다.  표 

4.2에 정리되어 있는 Case 1A, 1B, 1C 및 1D는 ECC가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

까운 노즐,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 파단 저온관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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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및 파단 저온관에서 세번째로 가까운 노즐에서 각각 주입되는 경우이다. 

이는 그림 4.1의 A131, A146, A141 및 A136 column의 7번 노드로 각각 주입되는 

것으로 모델하여 해석하 다. 

Test vessel 및 contaiment simulator의 초기 압력은 각각 0.2 MPa 및 0.195 

MPa이고, downcomer에는 포화상태의 물 (393 K)이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하 다. 외부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과열 증기 

(533 K)는 세 개의 건전 저온관을 통하여 downcomer로 주입되도록 하 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증기 주입유량은 2.223 kg/s로 하 으며, 과냉의 

ECC (322 K)는 상부 downcomer (저온관 노즐 중심선에서 2.1 m 위)로 한 개의 

DVI 노즐을 통하여 2.5 kg/s씩 주입되게 하 다. 노심 배럴의 바닥에서는 

downcomer에 ECC가 축적되지 않도록 각 case에 대하여 일정량 배수되도록 하

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4.3은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률,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을 그린 것이다.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Fr
ac

tio
n

60 120 180 240 300 360
Azimuthal Angle, Degree

Bypass Fraction
Condensation Fraction
Condensation Efficiency

Break Node

1A 1B1C1D 1A

그림 4.3 ECC 주입위치에 따른 민감도 (1 HPSIP)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로 주입

된 ECC (Case 1A)는 거의 bypass (약 89%)되는 반면, 파단 저온관 반대편에 위

치한 DVI 노즐로 주입된 ECC (Case 1B)는 downcomer 하부 역으로 거의 침투 



- 24 -

(약 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C 주입이 파단부에 근접하여 direct ECC 

bypass가 많이 일어나는 Case 1A의 경우 응축 효율은 약 77.5%로 다른 Case들의 

89∼93% 보다 낮게 나타났다. 

2. EM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인허가 모델 (EM : Evaluation Model)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 후기 reflood 기

간에 ECC 주입은 2개의 HPSI pum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파단 저온관에

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파단 저온관의 반대편에 위치

한 DVI 노즐을 통하여 ECC를 주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ECC 주입 조건 

하에서 ECC 주입 높이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

기 위하여 두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4.2에 정리되어 있

는 Case 2A-1 및 2A-2는 DVI 노즐이 각각 저온관 중심에서 2.1 m 및 0.35 m 위

에 위치할 때의 경우로, 이는 KNGR과 UPTF의 DVI 노즐 높이를 모사한 것이다.

해석의 초기/경계 조건은 앞 절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 경우 ECC는 두 개의 

DVI 노즐을 통하여 각각 2.5 kg/s씩 주입되고 각 경우에 대하여 downcomer의 수

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일정량의 냉각수를 노심 배럴의 하단부로 

배수시킨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양쪽 DVI 노

즐로 주입되는 Case 2A-1의 ECC bypass율은 한쪽 DVI 노즐로 주입되는 경우인 

Case 1A와 1B의 ECC bypass율을 평균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se 2A-1의 경우 양쪽 DVI 노즐에서 주입되는 ECC의 상호 작용으로 증

기 응축이 증가하여 증기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ECC bypass율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 2A-1의 ECC bypass율 45.3%는 같은 주입 조건에서 MARS로 계산한 원형의 

KNGR 해석 결과인 40% [4]보다 다소 높다. 이는 실험장치의 scale 왜곡 현상에 

의해 원주 방향의 증기 속도가 다소 증가하여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DVI 노즐을 UPTF의 노즐 설치 높이로 낮춘 Case 2A-2의 경우 Case 2A-1보다 

파단부에 더욱 근접하게 됨에 따라 ECC bypass율은 높게 나타나고 증기 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낮게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하부 downcomer로 유입되는 ECC 주

입수의 유량은 다소 감소하나 과냉각 여유도는 상당히 증가되어 노심 재관수 및 

노심 냉각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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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Case 2A-1의 annular downcomer 역에서의 과냉각도 분포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wncomer에서 다차원의 유동 분포가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역에서의 기포율 및 flow regime 결과로부터 파단 

저온관 쪽의 ECC는 얇은 annular film 유동을 형성하고 파단부로 휩쓸려 대부분 

우회 방출되고 파단 저온관의 반대쪽으로 주입된 ECC는 다소 두꺼운 annular 

film 유동을 형성하며 대부분 하부 downcomer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4 Downcomer에서의 과냉각도 분포 (Case 2A-1) 

3. BE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최적 분석 (BE : Best Estimate) 방법론 관점에서 후기 reflood 기간에 ECC 

주입은 4개의 HPSI pum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ECC 주입 조건 하에서 증

기 유량, 증기 온도 및 downcomer 수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 4.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가.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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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건전 저온관에서 downcomer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의 정상상

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4.2에 정리되어 있는 Case 3A-1, 3A-2, 3A-3 및 3A-4

는 건전 저온관 한 곳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이 각각 0.741 kg/s, 1 kg/s, 2 

kg/s 및 3 kg/s일 때의 경우이다. 

앞 절의 경우와 같이 test vessel 및 contaiment simulator의 초기 압력은 각

각 0.2 MPa 및 0.195 MPa이고, downcomer에는 포화상태의 물 (393 K)이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하 다. 외부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과열 증기 (533 K)는 세 개의 건전 저온관을 통하여 downcomer로 주입

되도록 하 다. 과냉의 ECC (322 K)는 상부 downcomer (저온관 노즐 중심선에서 

2.1 m 위)로 네 개의 DVI 노즐을 통하여 2.5 kg/s씩 주입되게 하 다. 노심 배

럴의 바닥에서는 downcomer에 ECC가 축적되지 않도록 각 case에 대하여 일정량 

배수되도록 하 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에서도 네 곳의 DVI 노즐로 주입되는 Case 3A-1의 ECC bypass율은 한쪽 

DVI 노즐로만 주입되는 경우인 Case 1A, Case 1B, Case 1C와 1D의 ECC bypass 

율을 산술 평균한 결과 보다 다소 감소된 ECC bypass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5는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률,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ECC bypass가 더 

많이 되고, 증기응축률은 감소한다. 그러나 응축 효율은 증기 속도 변화에 그다

지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은 Case 3A-1의 annular downcomer 역에서의 기포율 분포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wncomer에서 다차원의 유동 분포가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상부 downcomer 역 (DVI 노즐 하부에서 저온관 노즐 상부 

까지)에서의 기포율은 0.95에서 0.98까지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이로써 ECC

는 vessel 벽면을 따라 얇은 액막을 형성하며 넓게 퍼져 내려간다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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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4 HPSIP) 

그림 4.6 Downcomer에서의 기포율 분포 (Case 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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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세 개의 건전 저온관에서 downcomer로 유입되는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의 정상상

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4.2에 정리되어 있는 Case 3A-1-1, 3A-1-2, 3A-1-3 

및 3A-1-4는 건전 저온관으로 유입되는 증기 과열도가 각각 0 K, 10 K, 100 K 

및 170K 일 때의 경우이다. 해석의 초기/경계 조건은 증기 과열도가 140 K인 앞 

절의 Case 3A-1과 동일하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고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ECC bypass률,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 과열도가 증가하면 증기응축률은 감소하고 ECC bypass

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증기응축량이 줄어들면 증기 속도가 향을 덜 받게 

되고 이에 따라 ECC bypass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응축 

효율은 증기 과열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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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민감도 (4 HPSIP) 

다. Downcomer 수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Downcomer의 초기 수위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4.2에 정리되

어 있는 Case 3B-1 및 3B-2는 downcomer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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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아래까지 채워져 있고 건전 저온관 한 곳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이 각각 

0.741 kg/s 및 2 kg/s 일 때의 경우이다. 그 외 해석의 초기/경계 조건은 앞 절

의 Case 3A-1과 동일하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ase 3B-1 및 3B-2의 결과는 각각 같은 증기 유량 유입 조건이고 downcomer

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Case 3A-1 및 

Case 3A-3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owncomer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파단부로 빠져나가는 원주 방향의 증기 유로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증기 속도가 증가하여 ECC bypass가 다소 

증가하는 반면, ECC와 과열 증기간의 접촉 공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증기 응

축률은 다소 줄어든 결과를 보여 준다. 

라. Downcomer water level sweep-out

Downcomer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 바닥 근처에 유지되고 있을 때 고속 증기 유

동에 의한 downcomer의 water level sweep-out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

인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의 초기/경계 조건은 앞 절의 Case 3B-2와 동일하

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상태 계산 개시 후 100 초에 ECC 주입과 배수 유량

을 갑자기 중단하고 건전 저온관을 통한 총 증기 유량은 지속적으로 6kg/s로 유

지하 다. 그림 4.8은 downcomer의 collapsed level 및 파단 유량을 그린 것이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상태 개시 100 초 후에 고속의 증기가 저

온관 바닥 근처의 물을 sweep-out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downcomer의 collapsed level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증기가 더 이상의 물을 

downcomer 상부로 끌어 올려 파단부로 어 내지 못하게 되면 downcomer의 수위

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최대 void height (저온관 노즐 바닥에서 collapsed 

water level 까지의 거리)인 0.7 m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NGR DVI 실

험 장치에 대하여 MARS 1D module로 계산한 이 void height는 scaling이 비슷한 

CCTF DVI test에서 관측된 결과 (0.75 m 이하) [2]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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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weep-out 현상에 의한 downcomer의 collapsed level 및 파단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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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ECC 주입 위치, ECC 주입 유량, 증기 유량 및 downcomer 수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등의 열수력학적 거동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많은 경우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을 최적 계산코드인 MARS 2.0을 이용하여 수

행하 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예비 실험 해석은 MARS 1-D module의 extended 

3-D feature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

MARS 1D module을 이용한 계산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예상한 바 대로 downcomer에서는 다차원 유동 및 온도분포가 발생하 다.

(b)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로 주입된 ECC는 거의 bypass (약 

89%)되는 반면, 파단 저온관 반대편에 위치한 DVI 노즐로 주입된 ECC는 

downcomer 하부 역으로 거의 침투 (약 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C 주입이 

파단부에 근접하여 direct ECC bypass가 많이 일어나는 Case 1A의 경우 응축 효

율은 약 77.5%로 다른 Case들의 89∼93% 보다 낮게 나타났다.

(c) DVI 노즐 설치 높이를 낮추면 ECC 주입 노즐이 파단부에 더욱 근접하게 

됨에 따라 ECC bypass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증기 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낮

게 예측된다. 이는 하부 downcomer로 유입되는 ECC 주입수의 과냉각 여유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어 노심 재관수 및 노심 냉각에 좋은 향을 미치게 된다.

(d) 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ECC bypass가 더 많이 되고, 증기응축률은 감소한

다. 그러나 응축 효율은 증기 속도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e) 증기 과열도가 증가하면 증기응축률은 감소하고 ECC bypass는 증가하

다.

(f) Downcomer의 수위가 높아지면 파단부로 빠져 나가는 원주 방향의 증기 유

로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증기 속도가 증가하여 ECC bypass가 다

소 증가하는 반면, ECC와 과열 증기간의 접촉 공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증기 

응축률은 다소 줄어든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고속의 증기는 저온관 바닥 근

처의 물을 파단부로 sweep-out 시키는 현상을 예측하 다.

상기의 결과들은 그간 수행되어온 UPTF, CCTF DVI 실험장치에서 관측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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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DVI ECC 주입 조건에서 downcomer에서 발

생하는 실제 유동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MARS의 3D module을 이용한 보다 

상세한 해석이 요구된다. 



- 33 -

제 6 장 참고문헌

[1] "차세대원자로 표준 안전성 분석 보고서", 한국전력공사, 1999.

[2] Damerell, P. S. et. al., "Reactor Safety Issues Resolved by the 2D/3D 

Program", USNRC report, NUREG/IA-0127, 1993.

[3] 정 종 외, "차세대원자로 DVI 안전주입 성능 실험 요건서", 

SA-DVI-99008, 동력로기술개발팀,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11.2

[4] Bae, K. H. et. al., "Evaluation of the KNGR Direct Vessel Safety 

Injection System for the Large Break LOCA Using MARS 1.4", 4th 

JSME-KSME Thermal Engineering Conference, Kobe, Japan, October 1-6, 

2000.

[5] Bae, K. H. et. al., "Design options for the safety injection system 

of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nnals of Nuclear Energy, 27(11), 

1011-1028, 2000.

[6] 윤병조 외, “DVI 성능실험장치 척도해석 계산서”, 

53381-DVI-Scaling-99003, Rev. 00, Design Status 2, 열수력안전연

구팀,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9.

[7] 권태순, “DVI 성능실험장치 설계개념”, 53381-DVI-MainDesign-99001, 

Rev. 00, Design Status 2, 열수력안전연구팀, 한국원자력연구소,1999. 9.

[8] Lee, W. J. et. al., “Improved features of MARS 1.4 and verification”, 

KAERI/TR-1386-99, 열수력안전연구팀,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9] “RELAP5/MOD3.2.1 Code Manual”, NUREG/CR-5535, INEL, 1998.

[10] Thurgood, M. J. et al., “COBRA/TRAC: A Thermal-hydraulics Code for 

Transient Analysis of Nuclear Reactor Vessels and Primary Coolant 

Systems”, NUREC/CR-3046, USNRC, 1983.

[11] “RELAP5/MOD3.2.2GAMMA Code Manual”, USNRC report, Formerly 

NUREG/CR-5535, Scientech, 1999.



- A1-

부록 A: 

MARS 2.0 1-D Module Input Deck for the KNGR 

DVI Pre-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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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드인 MARS 2.0의 1-D module을 이용하여 실험전 예비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실험장치는 원자로용기의 높이를 원형과 같게 하고 유로면적을 1/24.3로 축소하여 설계

한 개별효과 실험장치이다. 후기 reflood 상태에서의 여러 실험 매트릭스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ECC bypass, 증기 응축 및 downcomer water level sweep-out 

등 주요 열수력 현상의 발생정도를 예측하 다. MARS 1D module을 이용한 계산결과: 

(a) 예상한 바 대로 downcomer에서는 다차원 유동 및 온도분포가 발생하 고, (b) 

ECC 주입이 파단부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ECC bypass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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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부로 sweep-out 시키는 현상을 예측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간 수행되어온 

UPTF, CCTF DVI 실험장치에서 관측된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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