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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OECD/NEA의 MCCI 연구 과제 참여는 가동 중 원자로 및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

성 제고,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확보, 선진 제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 습

득, 원자력 중장기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OECD 사업이 

2002년 1월경부터 시작되어 4년간 수행될 예정이므로 본 연구과제는 1년간 국제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를 수행하고, 2002년 4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안전 

연구과제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 다.    

     연구 범위는 OECD의 사업에 국제 공동연구로 참여하기 위한 업무 지원, 가동 

중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에의 적용성 평가 및 적용 전략 수립, OECD 사업과 

2002년 4월부터 2단계 안전 연구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OECD/NEA MCCI 프로그램의 기술성 평가 및 프로그램 가입, 

OECD/NEA 실험 Matrix 및 APR-1400/KSNP MCCI 쟁점 사항 평가 및 OECD/NEA MCCI 

실험결과 활용을 위한 해석모델 개발과제 수행 기반 조성 등이다.  

           

  연구 개발 목표인 OECD/NEA 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를 달성했으며, 이 실

험 결과가 APR-1400 및 KSNP의 MCCI 쟁점 사항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수

립하 다. 즉, 이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 모델을 개발

하고, 또한 APR-1400 및 KSNP의 격실에 설치 가능한 Core Catcher를 개발하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이 2002년 4월부터 시작되는 원자력 안전 분야 2

단계 연구의 세부과제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 설비 개발” 과제

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 다. 국제 공동연구의 분담금 또한 위의 세부과제

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하 다.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 참여 및 실험 결과를 이용한 연구가, 2단계 중장기 

안전 연구: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 설비 개발과제”를 통해 본격적

으로 수행될 예정이므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실험자

료를 관련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APR-1400 인허가 쟁점 해결, 격납 건물 설계에 

활용,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 기초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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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Participation in the OECD/NEA MCCI project is necessary in the aspect of 

improving the safety margin of operating reactors and next generation 

reactors, increasing the public acceptance, acquisition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in OECD countries, and performing government sponsored 

long term R&D plan. As OECD/MCCI project started from January 2002, this 

project is performed to provide a linkage between the OECD/MCCI project 

and second phase of reactor safety research, which will be started in 

April of 2002. 

     The scope of work includes a administrative work necessary to make a 

formal contract, developing a strategy to apply the results of OECD/MCCI 

project to the operating reactors and next generation reactors, and 

provision of linkage between the OECD/MCCI project and the second phase of 

reactor safety research. The tasks of this project are technical 

evaluation of OECD/MCCI test matrix, evaluation of MCCI issues in KSNP and 

APR1400 and establishment of research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based on the test results.  

           

  A formal contract on the OECD/MCCI project and a research plan to 

utilize the results of MCCI project for KSNP and APR1400 have been 

established. The research plan is incorporated in the research project of 

"Closure of unresolved issues and Engineered safety features for the 

severe accidents" under the second phase of reactor safety research 

program. The established research plan includes a development of long term 

debris coolability model and development of core catcher applicable to 

KSNP and APR1400 type of reactor cavity. 

  As the OECD/MCCI project is incorporated into the second phase of 

reactor safety research, the results of MCCI project will be fully 

utilized for application to KSNP and APR1400. Also, the data base of MCCI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shared among entities of nuclear industry for 

application in the resolution of licensing issues, developing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containment design, and bas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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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OECD/NEA에서는 미국 Argonne 국립연구소의 MACE (Melt Attack and 

Coolability Experiment)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노외에서의 MCCI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현상을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1

월 1일부터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하 다[1]. 현재 참가국은 벨기에, 체코, 핀

랜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이

며 우리나라도 본 연구 과제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다. 

     노외에서의 MCCI는 중대사고 현상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노외 용융물의 냉각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아직 해

결되지 않은 주요 중대사고 쟁점 중의 하나이다.  노외 용융물로부터 나오는 노

심의 잔열과 노심 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응하여 발생되는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노외의 격실로 배출된 용융물 위로 주입하 을 경우 용융물이 

안정적으로 냉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림 1에 개략적인 개념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노외로 분출된 노심 용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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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이 아직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2]. 따라서

차세대 원자로 및 한국형 표준 원전의 경우에는, 노외 용융물이 안정적으로 냉각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자로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공학적 안전설비가 가동

되어 격납 건물이 24시간 내에 파손될 것인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중대사고 완

화전략 및 중대사고 대처 설비가 대비되어 있다[3,4,5]. 

   노외의 노심 용융물이 안정적으로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격납 건

 물의 설계 시에 사용되었던 과도한 보수성이 제거되어 격납건물의 설계 측면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가동중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

의 사고 관리 전략 수립에 큰 기술적인 애로 사항으로 등장하 던, 노외 노심 용융

물의 냉각 가능성이 밝혀짐으로 해서 사고 관리 전략이 단순화되고 명쾌하게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동 중 원자로 및 차세대 원자로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주요한 미확인 부분이 밝혀짐으로 해서 가상의 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가 구

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중대사고 전산프로 그램의

MCCI 해석 모듈, 예를 들면 MELCOR [6] 의 CORCON 모듈 [7]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

한 중대사고 경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물론, 중대사고 완화 전략이

앞의 경우처럼 아주 단순해지지는 않을 것이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중대사고

완화 전략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얻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즉, 노외 용융물의 냉각에 대한 현상이 확실히 규

명이 된다면, China Syndrome이라 알려진 용융물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격납건물

을 파괴하고 방사능이 대중에 노출될 것이라는 화에서 가상되었던 사고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이해됨으로 해서, 심리적으

로 막연히 느껴졌던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일반 대중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OECD 사업이 2002년 1월경부터 시작되어 4년간 수행될 예정이므로 본 연구과제는

1년간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를 수행하고, 2002년 4월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2

단계 안전 연구 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 다. 따라서,

OECD의 사업에 국제 공동연구로 참여하기 위한 업무 지원, 가동 중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에의 적용성 평가 및 적용 전략 수립, 기술 자료 습득,OECD 사업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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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결을 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업무를 수행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 다.    

   본 과제를 통해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정식 가입을 하게 되었으며,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실험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2단계 중장기

안전연구의 세부과제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과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8].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가동중 원자로의

사고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 모델 개발 및 한국형 표준 원

전 및 APR1400 원자로의 격실에 적용될 수 있는 Core Catcher의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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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ECD/NEA에서 미국 Argonne 국립연구소의 MACE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자 하는 MCCI 연구는,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용융물이 원자로 용기외

부로 방출되었을 경우에 이 고온의 용융물이 격납 건물의 하부 콘크리트 및 격

납 건물 내부의 물과 반응하여 개스를 발생시켜 격납건물을 가압하여 격납건물

의 건전성을 위협하거나, 콘크리트의 침식(Ablation)이 과도하게 일어나 격납건

물이 파손될 것인가 에 대한 연구이다[1]. 

     이와 유사한 연구로 1989년부터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진행된 MACE 프로그

램[9, 10], 이것과 평행하게 수행된 독일과 미국의 공동연구인 COMET 프로그램

[11], EPR의 캐비티 설계[12], 일본의 NUPEC에서 진행된 COTELS 프로그램[13, 

14], JRC에서 수행된 FARO 프로그램[15]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다소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유럽에서는 원자

로 공동 (Cavity) 내에 노심의 용융물이 분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원자로 공동의 

바닥 면을 아주 넓게 설계해서 노심 용융물이 충분히 잘 퍼져서 노심 용융물의 

두께를 얇게 유지함으로 해서 용융물 상부에서 물을 부었을 경우 용융물이 안정

적으로 냉각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EPR (European Power Reactor)

에 도입하 다[12].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KATS[16], VULCANO[17] 등의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원자로 공동면의 바닥을 아주 넓게 유지하

게 되면 격납건물의 크기가 커지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

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기존 원전의 경우, 원자로 공동이 좁아서 노심 용융물

이 방출이 되었을 경우 다소 깊은 높이까지 용융물의 풀이 유지되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 노심 용융물의 상부에 물을 부었을 경우에 노심 용융물에서 발생하는 

잔열과,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응하면서 발생되는 반응열을 제거하면서 안

정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지가 중대사고 관리 전략의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18, 19]. 이러한 중대사고 관리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신형 원자로 뿐 아니라 

기존의 가동중 원자로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미국 및 우

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미국에서는 EPRI가 주관이 

되어 MACE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9, 10]. MACE 실험장치 개략도가 그림 2에 도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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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MACE 실험 장치 개략도 

     약 2톤의 원자로 물질인 코륨을 이용하여 수행된 MACE 프로그램은 그 규모, 

원자로의 잔열을 모의한 점, 실제 콘크리트를 사용한 한 점에서 실제 원자로 경

우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가 많이 된 중대사고 연구 

프로그램이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 노외 노심 용융물

의 냉각 과정에 대한 주요한 물리적인 현상이 규명되었다. 

     즉, 노외 노심 용융물이 냉각되는 과정이 1) 초기에 용융물 위에 주입되는 냉

각수가 용융물과 직접 접촉하면서 열전달이 일어나는 Bulk Cooling Mechanism, 

2) 용융물이 냉각되면서 용융물 상부면에 크러스트가 형성되면서 콘크리트와 용

융물의 반응에 의해 개스가 분출되면서 용융물이 개스와 함게 냉각수 속으로 분

출되어 냉각되는 Melt Eruption Mechanism, 3) 마지막으로 상부의 크러스트가 

굳어지면서 크러스트 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상부의 물이 용융물 내로 침투되

며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 보다 열전달이 좋아지는 Water Ingression Mechanis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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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부에 생성된 크러스트가 실험장치의 벽면에 붙어 있고, 반면에 용

융물은 부피가 줄어들어 용융물과 크러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용융물

과 크러스트 상부의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외 

용융물의 냉각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래 

그림 3에 전형적인 실험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그래서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

각 가능성이 중대사고의 주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림 3  MACE M3B 실험에서 Crust의 모습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론은 MACE 실험에서 발생한 이러한 현상은 실제 원자로 공

동의 크기가 6-7 m 정도로 아주 크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

문가들은 MACE 실험을 계속 해서,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냉각 Mechanism 각각에

대한 세부 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 경우에 적용할 수 있

는 해석적 모델을 만들 것을 권유하 다. 이를 바탕으로 OECD/NEA가 지원하는 MACE

를 이용한 MCCI 실험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수행된 COTELS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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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에서 crust가 벽면에 붙어서 용융물과 crust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

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OECD/NEA의 MACE 실험 장치를 이용한 MCCI 연구과제에 우리나라가 적

극 참여하는 것이 가동중 원자로 및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성 제고 및 원자력 발

전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중장기 연구 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OECD/MCCI 사업이 2002년 1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초반부에 OECD의 

사업과, 2002년 4월부터 시작하는 원자력 중장기 2단계 안전 연구 과제가 원활

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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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및 년도별 목표

     본 연구에서는 OECD/NEA의 MACE 프로그램에 OECD의 일원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 실험 결과를 차세대 원자로 및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에 적

용하기 위한 실험적/해석 연구 항목을 도출하여 이것이 중장기 연구과제로 제안

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MACE 실험을 통해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 과정이 Bulk Cooling 

Mechanism,  Melt Eruption Mechanism, Water Ingression Mechanism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상부에 생성된 크러스트가 실험장치의 벽면에 붙

어 있는 현상으로 인해, 노외 용융물의 냉각 가능성 중대사고의 주요 미해결 쟁

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원자로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고 의견을 모으고, MACE 실험을 계속 해서,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냉각 

Mechanism 각각에 대한 세부 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적 모델을 만들 것을 권유하 다. 이를 바탕으로 

OECD/NEA가 지원하는 MACE를 이용한 MCCI 실험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MACE 

실험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에는 용융물 분출 현상 (Melt Eruption), 

작은 규모의 물 흡수 현상 (Small scale water ingression), 중간 용량 정도의 

물 흡수 현상 (Intermediate scale water ingresssion) 등에 대한 실험이 수행

될 예정이며, 2단계에는 2차원 장시 MCCI 현상에 대한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OECD 사업에서는 실험적인 연구만 수행되고 실험 결과를 해석 및 평가

하거나, 해석적인 모델 즉 컴퓨터 코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컴퓨터 코드

를 개선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국은 각자가 실험 결과의 

해석 평가 및 해석적인 모델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사업이 2002년 1월 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OECD의 사업에

국제 공동 연구로 참여를 위한 협의 업무, OECD 실험 매트릭스 평가, 가동 중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에의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MCCI 실험결과를 우

리나라 원자로의 경우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본 과제 종료 시점에

OECD/NEA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중장기 과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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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하 다. 2002년 4월부터 원자력 안전성 중장기 연구과제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단계의 안전 연구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 OECD/NEA MCCI 프로그램의 기술성 평가 및 프로그램 가입

   - OECD/NEA 실험 Matrix 및 APR1400/KSNPP MCCI 쟁점 사항 평가 

   - OECD/NEA MCCI 실험결과 활용을 위한 해석모델개발 과제수행 기반 조성

   등이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OECD/NEA의 MACE를 이용한 MCCI 프로그램은 현재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어, 4

년 동안 매년 1.2 M$ 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본 과제를 통해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정식 가입을 하게 되었다[1].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실험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2단계 중장기 안전연구의 세부

과제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8].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OECD/NEA MCCI 실험결과

로 얻어질 Debris Cooling Mechanism 규명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해석모델 개발 

또는 기존 해석모델 개선을 통해 가동중 원자로의 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한 한국형 표준 원전 및 APR1400 원자로의 격실에 적용될 수 있는 

Core Catcher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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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MCCI 프로그램 가입 추진 경위 
       

  아래의 과정을 통해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정식 가입을 하고, 이  연구

로부터 얻어지는 실험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2단계 중장기 안전연구의 세부과제

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과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 2001. 7. : OECD/NEA의 Secretary인 Dr. Frescura로부터 CSNI 회원에게 보

내는 MCCI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편지를 받음.

  - 2001. 8. : KAERI의 참여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e-mail을 발송하고 행정절차

를 밟고 있음을 알림. 미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참여 예상국 15개국 

중 대부분은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왔으나 8월말까지 몇 나라가 프로

그램 참여 여부를 알려오지 않고 있음을 알려 왔으며 한국의 행정적인 절차

가 완료되는 대로 알려 주기를 희망하 음. 

  - 2001. 10. : 중장기 2단계 안전 연구 계획에 반 : OECD/MCCI 국제 공동 연

구에 참여하여, 실험자료를 확보해서 가동중 원자로의 사고 관리 전략 수립

을 위한 노심 용융물 장기 냉각 모델 개발 및 한국형 표준 원전 및 APR1400 

원자로의 격실에 적용될 수 있는 Core Catcher의 개발 필요성 제안.      

  - 2001.12. : OECD/CSNI 회의 참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류건중 박사 참

여): 한국의 참여 의사 및 2단계 중장기 안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의

사 타진.  

  - 2002. 1. :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 정식으로 시작 됨.

  - 2002. 1. :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과제 제안 요구서 발표. 세부과제 : 중

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과제에 포함됨.  

  - 2002. 3. : MCCI 프로그램 제 1 차 PRG 및 MB 회의 (김희동 박사 참가 및 

가입을 위한 협약서 송부)

  - 2002. 4  원자력 중장기 2단계 안전 연구 시작. 세부과제: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에 관련 연구 내용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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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MCCI 실험 매트릭스 평가 및 국내 원자로의 적용성 평가  

     1. OECD/NEA 실험 Matrix 평가 

     OECD/MCCI 연구의 1 단계 실험의 대부분은 노외로 분출된 용융물 상부에 냉각

수를 부어, 용융물에서 발생되는 잔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격납건물 하부의 

콘크리트가 침식되지 않고자 하는 사고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할 

때, 냉각 성능에 대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종전의 MACE 실험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개별 현상을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참여국가들이 각자 해석

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사고 관리 전략 수립 중대사고 대처설비 개발 등에 활용

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MCCI 실험에서 제안되고 있는 실험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MCCI 실험의 종류 

    

Test Type
No. of 
Tests

Objective

Melt eruption 2

investigate coolability by melt eruption under controlled test 
conditions; determine melt entrainment coefficient from the 
experimental data for use in calculating entrainment rate and its 
effect on melt dispersal and coolable bed formation 

Water 
ingression

up to 6

investigate coolability by water ingression; obtain dryout heat flux 
data and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water ingression 
mechanism for debris bed coolability; determine the effect of 
concrete decomposition products on crust formation and water 
ingression; investigate composition and scale effect

Crust failure up to 6
investigate crust strength in right temperature regimes; measure 
temperature-dependent crust strength properties; investigate 
composition and geometric scale effects on crust failure 

Long term 2D 
MCCI

2

investigate long term 2-D cavity erosion behavior and use the data 
to reduce uncertainties in the prediction of such behavior by 
MCCI codes; initial stage will be dry cavity; late addition of 
water to investigate coolability in an integr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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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융물 분출 현상 (Melt Eruption) 실험

     용융물 상부에 물을 부으면, 용융물의 상부에 피막층이 형성된다. 이 때 고화

된 용융물 상부에 화산과 같이 분화구가 형성된다. 개스가 콘크리트로와 노심 

용융물의 반응으로부터 발생되는데, 분화구를 통해 개스와 용융물이 분출되게 

된다. 이렇게 개스와 함께 분출된 용융물은 용융물 상부의 물에 의해 냉각되는

데, 이런 과정을 통해 상부로의 열전달이 향상되고, 고화된 분출물들은 입자층

을 형성하거나, 용암층을 형성하게 된다. 용융물 분출은 경우에 따라, 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응하는 구역을 거의 없앨 정도까지 많을 수도 있다. 이 현상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아래 그림 4에 실험 장치의 개략도

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중대사고 종합해석 코드인 MELCOR에는 용융물 

분출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실험결과로 얻어지는 용융물 유

입계수 등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에 대한 모델링 추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

다.

   

             

  

그림 4  Melt Eruption 실험을 위한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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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의 목적: 콘크리트의 성분과 개스 분출량을 변화시키면서 피막층을 뚫고 분

출되는 코륨의 분출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함.

   

   실험의 주의 사항: 불활성 매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가 녹으면서 도가 높아

지는 형상을 최소화하고, 콘크리트로부터의 개스 생성을 모사하기 위해 개스 주

입을 제어한다.

   실험의 내용: 1 mm 정도의 구멍이 뚫린 MgO 판을 하부에 두고, 그 위에 UO2 

pellet을 쌓아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실험 자료의 해석:  개스 분출량을 변화시키면서, 분화구로부터 분출되는 코륨

의 양을 에너지 밸런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로부터 개스 공급량의 변화에 

따른 코륨 분출량을 측정한다.

   실험의 종류:

     - Siliceous를 포함한 콘크리드가 무게비로 8 % 포함된 코륨 

     - LCS 를 포함한 콘크리드가 무게비로 20 % 포함된 코륨

     - Siliceous를 포함한 콘크리드가 무게비로 20 % 포함된 코륨  

  

  나. 물 흡수 현상 (Water ingression) 실험

     용융물 상부에 공급된 냉각수로 인해 용융물위에 피막층이 형성되게 되는데, 

종전의 MACE 실험에서는 이 피막층이 두껍게 형성되게 벽에 고착되어서, 용융물 

상부에 공급된 냉각수가 용융물까지 침투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원자로 격

실의 규모가 MACE 실험의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피막층이 주저앉을 것

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수행된 COTELS 실험 결과[13, 14]에서 crust가 벽면에 

붙어서 용융물과 crust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이러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고화된 피막층은 고화되면서 수축에 의한 틈, 기공, 부서진 부분들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는 정도까지 이 피막층의 틈 혹은 기공을 통해 흡수되

고, 이로 인해 노심 용융물이 냉각되게 되는데, 그 양이 전도에 의한 것보다 얼마

나 클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 냉각 기구는 화산 분출과 관련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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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설명할 때 가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중대사고 종합해석 코드인 

MELCOR에는 고화된 피막층으로 상부의 물이 흡수되어 열전달 효과를 상승시키는 

물 흡수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실험결과로 얻어지는 여러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에 대한 모델링 추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실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작은 규모의 실험으로 dryout heat flux 와 피막층의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

   이 실험의 장점은 작은 규모여서, 코륨에 포함된 콘크리트의 양을 쉽게 변화시

킬 수 있고, 작은 규모라 실험후 조사 분석이 용이하고, 거시적은 피막층 강도

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작은 규모라, dryout heat flux가 정량적

이라기 보다는 정성적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피막층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

로 물이 침투되는 것은 물성치 문제이므로, 용융물의 조성을 변화시켜 실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그림 5에 작은 규모 실험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중간 규모의 실험으로 dryout heat flux 측정에 초점을 둔 실험  

   이 실험에서는 계측 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용융물의 양도 늘려서, dry out 

heat flux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험 장치가 아래 그림 6에 

도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 10 kW/m2 정도의 정확도로 dryout heat flux를 측

정할 수 있다. 규모가 커서, 시험을 여러 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 

그림 6에 중간 규모 실험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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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작은 규모의 water ingression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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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중간 규모의 water ingression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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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차원 장기 MCCI 현상에 대한 실험

      

     현재 이용 가능한 실험 자료들은 겨우 몇 시간 동안의 실험 자료인데, 실제 

원자로 조건에서는 몇일 동안 그 과정이 진행되므로, 이 현상을 모사하는 프로

그램을 검증하려면,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2차원적으로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이 있는 경우와 물이 없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험 장치가 그림 7에 도시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앞에서 언급한 용융물 분출 및 물 흡수에 대한 모델링을 추가하여 개선된 중대

사고 종합해석 코드인 MELCOR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실험 종류: 

     - 100% Oxide PWR with 20 wt% LCS concrete:  24 - 48 hrs 

     - 100% Oxide PWR with 20 wt% Siliceous concrete: 24 - 48 hrs 

     - 100% Oxide PWR with 20 wt% Siliceous concrete and 20 wt% FeO:24 - 48 hrs

                        그림 7  2D MCCI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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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SNP/APR-1400 MCCI 쟁점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8월 29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발전

소 중대사고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

우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사고 대

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대사고에 대비한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APR-1400과 KSNP는 중대사고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 가동 중 원

자로인 KSNP의 경우에는 적절한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면 되나, 새로 지

을 원자로인 APR1400의 경우에는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할 뿐 아니

라, 중대사고 쟁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심 용융물 냉각과 관련된 기술 현황 분석, APR1400 Cavity평가, EPR등에서 고

려되고 있는 Core Catcher 개념, MELCOR의 MCCI 모델을 평가하 다.

가.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 

  원자로용기 파손으로 노심용융물이 캐비티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노심용융물

이 냉각이 되려면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경계면(파편층 또는 각질층)에서 열유속

이 건조열유속(Dry out heat flux) 이하이고,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서의 용융

물 온도가 콘크리트 분해 온도 이하여야 한다. 캐비티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주요 현안으로는 노심용융물 질량 및 열 부하, 노심용융물 형태 

및 캐비티내 분산, 노심용융물 상부에서의 건조열유속, 냉각수 주입 방법 및 시

점, 바닥 침식 메커니즘 및 격납용기 건전성 향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노심파편층에서의 건조열유속(Dryout Heat Flux): 80년대까지 소규모 실험

∙CCI 및 냉각성에 대한 대규모 실험: MACE실험(EPRI)

∙증기 폭발: 소규모 실험 및 해석

∙Critical Pool Depth 개념이 제안됨.

∙OECD-NEA에서 노심파편층 냉각성 및 CCI에 관한 기술보고서 작성

    앞으로, OECD/MCCI 실험이 진행되어서 중요도가 높은 쟁점에 대한 해답이 제시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로 경우에 대한 해석 모델이 개발되어 위의 문제를 해

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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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R-1400 캐비티 설계 평가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을 적용하고자 할 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을 선정

하고, 선정된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캐비티 바닥 면적: APR-1400의 캐비티 바닥 면적은 Sump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EPRI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ump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만

족하지 못한다. System 80+에 대한 NRC 검토 사항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정량적

인 요건 만족의 여부보다, 현재 APR-1400의 캐비티 설계를 유지하면서 캐비티가 

노심용융물의 퍼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

다.

CPD(Critical Pool Depth): CPD는 전도만으로도 노심파편층 상부에 존재하는 냉

각수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높이이다. APR-1400의 경우 OECD에서 제안된 10CM의 

CPD와 EPRI에 의해 제안되는 원자로 캐비티 바닥 면적을 고려한다면, 사고 발생

이후 약 3 시간 정도의 시점(0.8 MW/㎥을 이용하 음)에서 원자로 캐비티에서 

재배치되는 노심용융물의 부피가 8.3 ㎥ 이하인 경우에만, 전도 열전달으로도 

노심파편층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붕괴열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

제 용융물의 양이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예측되므로 자연적인 전도만으로는 열

제거가 될 수 없다. 

콘크리트 재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는 현무질 콘크리토와 석회질 

콘크리트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현무질 콘크리트는 노심용융물과 반응할 경

우 석회질 콘크리트에 비해 비응축성 기체를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중대사고 대

처, 특히 격납용기 과압 보호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콘크리

트 침식율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침

식은 캐비티 조건에 따라 침식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System 

80+의 경우 Dry Cavity일 때 최대 2.5 m 까지 콘크리트 침식이 발행하지만, Wet 

Cavity인 경우 콘크리트의 침식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R-1400의 경우 

현무질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축 방향 콘크리트 침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지만, 캐비티를 그전에 침수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침식은 크

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PR-1400, KSNP 어느 경우에나 노외로 방출된 노심 용융물의 깊이가 CPD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며, Cavity Flooding System 혹은 Ex-Vessel Flooding 전략에 의해 물

이 공급되어 노심 용융물의 잔열을 제거하는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어는 경우에

나 노심 용융물이 안정적으로 냉각되어서, Basemat Concrete를 침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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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에, OECD/MCCI 실험 결과를 고려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 Core Catcher 적용 타당성 평가

(1) Core Catcher 개념 연구 현황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효과

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Core Catcher 개념들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국 ORNL에서 연구 중인 COMSORS[21]에서는 캐비티 하부에 유리 구조물을 두

어 흘러내려오는 노심용융물을 유리화하는 개념이며, 독일의 KfK에서는 COMET 

Core Catcher 개념을 연구 중인데, 하부로부터 주입되는 냉각수에 의한 노심용

융물이 냉각되도록 하는 개념이다[11]. 참고로 COMET core catcher개념에 대한 

개념을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에는 EPR의 reactor cavity 

및 spreading chamber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EPR에 제안된 COMET core catcher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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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의 바닥에 펼쳐진 노심 용융물로 냉각수가 침수되면서 노심 용융물이 

장기적으로 냉각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노심 용융물을 원자로 하부의 격

실에 모아 두었다가, spreading chamber로 배출하고, 뜨거운 용융물에 의해 격

납건물의 바닥이 침식되면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아래로부터 침투되는 개념이다.

아래 그림에 냉각수 침투에 의해 냉각되는 과정에 대한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

다.

 

            

              그림 9  COMET core catcher의 냉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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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외벽냉각 효율을 증진시키는 한편 원자로

용기 파손 시 Core Catch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OASISO 개념

[22] 을 제안하 다. 종전의 Core Catcher 개념들은 고압 시나리오나 원자로용

기 하부 헤드 파단의 확률을 무시하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고압노심용융물 방

출 시나리오나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전반적인 파손을 고려하지 못하 다. 그

러나, 최근의 COMET 개념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증기 폭발, 고압 노심용융물 

방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파손 등을 고려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념들이 

노심의 일정 분율이 한번에 흘러내리는 단일 노심용융물 방출(Unique Corium 

Release)을 가정하 지만, 이러한 경우가 조금씩 여러 번 불규칙하게 흘러내리

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성을 보

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VVER 원자로에 대해서는 Core Catcher 개념

[23]이 제안되고 실제 원자로 건설에 적용되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림 

10에 VVER에 적용된 Core Catcher 개념도가 있다. 따라서, 우리 APR-1400 및 

KSNP 의 Cavity에 적용될 수 있는 Core Catcher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VVER의 Core catcher 개념도. (1) 원자로; (2) 콘크리트 캐비티; 

    (3) 판 구조 물; (4)열교환기; (5) 물통; (6) 채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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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e Catcher의 APR-1400 적용 타당성 평가

  APR-1400은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를 위한 Post-Flooding을 기본 전략으로 하

고 있다. 노심용융이 발생하고, 원자로용기가 파손된 상황에서 캐비티로 냉각수

를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모터로 구동되는 밸브를 개방하여 캐비티로 IRWST의 냉

각수를 주입하는 방법(능동 시스템)과 Fusible Plug을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의 

열로 인해 플러그가 용융 개방되면 IRWST의 냉각수가 중력에 의해 캐비티로 주

입되는 방식(피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유럽은 원자로 공동 (Cavity) 내에 노심의 용융물이 분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원자로 공동의 바닥을 아주 넓게 설계해서 노심 용융물이 충분히 

잘 퍼져서 노심 용융물의 두께를 얇게 유지함으로 해서 용융물 상부에서 물을 

부었을 경우 용융물이 안정적으로 냉각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EPR 

(European Power Reactor)에 도입하 다.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KATS, VULCANO

등의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원자로 공동면의 바닥을 아

주 넓게 유지하게 되면 격납건물의 크기가 커지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서 KSNP/APR-1400 등에는 적용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APR-1400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없어서, 일반 대중

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해외 수출을 고려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Core Catcher 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연구계/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KSNP 및 APR1400에 적용 가능한 

Core catcher 개념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원자로의 중대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야할 것이다. 

  Core catcher는 결국 노외에 방출된 노심 용융물을 안전적으로 냉각시키는 것

이 주목적이므로, 냉각을 위해 물을 주입하게 될텐데, 이때 노심 용융물을 안전

하게 장기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데 OECD/MCCI 

실험 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때 증기 폭발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 폭발 실험이 Core catcher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행되는 TROI 증기 폭발 실험 결과[24]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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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CCI 모델 평가  

  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려면,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에는 MAAP [19], MELCOR[20]등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한다. MAAP의 

경우에는 노외 노심 용융물에 대한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MLECOR의 CORCON 

모듈의 Debris model을 평가하 다. 

  

     가. Debris model 평가 

  MELCOR 내에서 고온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공동 바닥 콘크리트의 반응은 

Cavity(CAV) Package 에 모델되어 있다. 모델링 내용은 관련된 열전달현상과 콘

크리트 침식, 가스 생성 등이며, CORCON 코드의 모델[7] 들이 근간으로 MELCOR 

Framework에 통합하기 위한 연계부분이 수정되었다. 

  기존 MELCOR코드로 계산되는 격납건물 공동에서의 용융물 풀과 상부냉각수 사

이의 열속은 MACE와 같은 대형 실험에서 계측되는 열속보다 낮게 예측되고 있으

며 이는 격납건물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의 냉각가능성과 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MELCOR의 열전달 모델을 검토하 고 다음으로 노심용융물과 상부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계산시 현상적으로 가능한 파편층의 형성과 이 파편층에 냉각수

가 침투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노심용융물과 상부냉각수 사이의 열전

달이 증가되도록 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하 다. 여기서는 우선, 파편층 일부를 

냉각수가 채우고 나머지는 Dryout 상태를 유지하는 Lipinski Dryout 열유속 모

델을 검토하 다. 

(1) 기존 MELCOR코드의  열전달모델 

  에너지 보존식 계산시 각 용융물층은 단일(평균)온도를 갖는 Lumped Mass로 

처리되며 각 층의 내부와 그 경계면(다른 용융물층, 콘크리트, 냉각수풀 또는 

대기) 사이의 열속(Heat Flux)은 별도로 계산되고, 열속의 연속성에 의해 각 경

계면의 온도가 결정된다. 

  각 용융물층 내에서는 기존의 상관식을 이용한 전도(conduction), 자연대류

(natural convection)와 Kutateladze[25]와 Surface Renewal[26] 모델을 이용하여 

기포를 포함한 대류 열전달이 가능하다. 모델링은 각 층의 내부가 유체일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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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의한 열전달과, 축방향 또는 반경방향의 표면이 고체상태의 각질층으로 덮

여 있을 경우 전도[27]에 의한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일차원

적 효과만 고려하고 Quasi-Steady로 가정한다.

  노심용융물 풀은 다층구조(Multi-Layered Pool Model)를 이루고 각 층의 상태

는 완전용융(Completely Molten), 부분고화(Partially Solidified), 또는 완전

고화 (Completely Solid)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완전용융층과 부

분고화층의 용융부분 내에서의 열전달에 대하여 기술하 다. 용융층 내부에서 

표면으로의 열전달계수가 필요하며 층구조가 원형실린더인 경우 용융물 상부, 

하부 및 반경방향 표면으로의 열전달계수를 계산하고 이때 용융물 바닥표면에서

의 가스유입과 측면에서의 Gas Agitation도 고려된다. 

  용융물풀의 바닥표면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콘크리트가 녹아 들어올때 동반되는 

기포(Gas Bubble)를 고려하게 되며 Kutateladze에 의해 고안된 다음 상관식을 

이용한다[28].

    

           Nu = 1.5*10 -3Ku 2/3 f(η)                       (1)

여기서 Nu는 Nusselt 수 이고 Ku는 무차원 수이며 η는 무차원 기체속도 

(Dimensionless Gas Velocity) 이다.

  용융물풀 내의 각 용융층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Greene에 의해 제안된 상관식

이 사용된다[29].

             h = 1.95 k (RePr)0.72/rb                        (2)

여기서 k 는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이고, Re 는 Characteristic 

Length Rb 와 Superficial Gas Velocity Jg 를 가지는 Liquid 에 대한 Reynolds 

수 이며, Pr 는 Liquid에 대한 Prandtl 수이고 rb 는 그 층에서의 평균 기포반경

이 된다.

  대기 또는 냉각수에 인접한 최상부 용융층에서는 Kutateladze 상관식을 수정

하여 열전달계수를 계산하는데 불안정한 표면 (Unstable Surface) 에서의 표면

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려한다. 즉, 최상부층에서는 Kutateladze 상관식에 

Farmer,M.T.[30]가 유도한 Area  Enhancement  Factor 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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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 4.5 jg/Ub                            (3)

여기서 A 는 Area Enhancement Factor이며  jg 는 Superficial Gas Velocity, Ub 

는 기포의 상승속도 (Bubble Rise Velocity) 이다.

  노심용융물층과 상부냉각수의 열전달 계산시에는 위에 냉각수가 없을 경우에

는 복사나 대류에 의해, 냉각수가 있을 경우에는 풀 비등 곡선(Pool Boiling 

Curve)을 이용하여 표면에서 열손실을 계산한다. 비등 곡선은 CORCON-mod3[31]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으며 대류, 핵비등(Nucleate Boiling), 천이 비등

(Transition Boiling) 및 막비등(Film Boiling) 역을 포함한다. 막비등 역

에서는 냉각수 과냉각도와 Gas Barbotage(냉각수와 접한 부분에서의 비응축성 

가스의 유입) 효과를 고려하며, 따라서 막비등 열속과 막 붕괴온도(Film 

Collapse Temperature, Leidenfrost Point)가  급격히 증가된다.

 (2) Dryout  열유속모델

  원자로 용기가 손상된 후 용기 하반구의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으로 분출되

고 나면 사고경위에 따라 원자로공동에는 용융 노심용융물과  냉각수가 공존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심용융물은 파편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파편층 냉각효과는 

상부 냉각수가 파편층속으로 얼마만큼 침투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이에 

따른 냉각효과는 주로 파편층 공극율 또는 제어체적 빈공간 정도에 의존한다. 

  실제 노심용융 사고시 파편층 공극율은 사고진행 및 파편층 각 구역에 따라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큰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분

석하려면 공극율을 결정하는 인자들, 즉 파편층 국부적 형상, 파편입자 분포 및 

모양, 질량분율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선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파편입자의 크기와 공극율

을 가지고 Dryout 열유속을 계산한다. MELCOR의 모델을 개선하는 방번 중의 하

나는 앞에 열거한 MELCOR의 기존 열전달 모델과 Dryout 열유속 모델을 같이 사

용하여 노심용융물과 상부냉각수 사이의 열전달을 모의하는 것이다.  

  파편층 내부의 열전달과정은 다음과 같다[32, 33]. 과냉각 상태인 냉각수가 파편

층으로 유입되면 파편층내에 존재하는 증기가 응축되면서 냉각수가 파편층의 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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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속으로 급속히 침투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물의 유입은 급격히 증발되고 

상향 증기와 하향하는 물방울간 역류 (Countercurrent Flow)가 형성된다. 이때 

파편층속으로 침투하는 냉각수는 파편층 단면적에 걸쳐 균일하지 않고, 우회된 

파편들 (Bypassed Debris) 사이에서 냉각수 유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34]. 

  파편층속으로 냉각수 유입이 이러한 역류 2 상유동의 수력학적 거동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볼 때, 파편층 평균 급냉율은 냉각수 침투정도를 고려하지 않고도 1 

차원 Dryout 열유속 모델에 의하여 적절히 계산할 수 있다[35]. 이 경우 냉각수

에 의한 파편층 급냉 및 증기발생율은 파편층 입자와 냉각수간 열전달에 의하여 

제한되기 보다는 유동특성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MELCOR 에서는 냉각수 후기유입시 파편층속으로 냉각수 침투정도를 상세히 계산

하지는 않고 단지 각 파편층 제어체적 상부표면과 냉각수와의 열전달을 주로 다

룬다. 

  파편층속으로 침투된 냉각수에 의한 열제거 계산시 개선모델에서는 

Lipinski[36] Dryout 열유속 모델을 사용하는 데, 이 경우 각 파편층 제어체적 

상부표면에서 하향 포화냉각수와 상승 포화증기를 통한 비등열전달(Boiling 

Heat Transfer) 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최대 열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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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MCCI 실험자료, 특히 water ingression 실험 결과가 확보되면, 이런 모

델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콘크리트 침식시 가스생성 모델

(1) 노심용융물층과 콘크리트의 열전달

  용융물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열저항 (Thermal Resistance) 을  고려하기 위하

여 CORCON-Mod3는 기포막 모델과 슬래그막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융물의 바

닥면과 측면에서 서로 다른 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바닥면과 

측면에서 모델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MELCOR 1.8.4에서는 기본모델로 

슬래그막 모델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CAVnnak 입력의 GFILMBOTT 와 GFILMSIDE를 

이용하여 특정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Stand-Alone CORCON-Mod3 에서는 기본적

으로 선택되거나 추천하는 모델은 없다. 

- 안정된 기포막(Stable Bubble Film) 모델

  기포막 모델은 용융물과 콘크리트사이에 안정된 기포막을 가정한다. 표면이 

수평에 가까우면 Taylor-Instability-Bubbling 막 비등 아날로그(Film Boiling 

Analog)가 사용되며[37], 경사가 심한 표면에서는 Attached-Flow 막비등 아날로

그가 사용된다. 또한 기포모델과  막류(Film-Flow) 모델사이의 천이 역 에서는 

천이(Transition) 모델이 사용된다. 

- Stable Gas Film 

  거의 수평인 기체막(경사각 15o 이하)에서 열전달은 콘크리트 표면에 평행하게 흐

르는 기체를 고려하지 않고 Taylor-Instability Bubbling Cell에 있어 운동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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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모델로 부터 계산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막의 두께를 고려한 

Nusselt 수로 나타내어 진다.

             
804.0==

gk
BBh

BNu
δ

                              (12)

여기서 hB 는 열전달계수, B 는 막의 두께, kg 는 기체의 열전도도 (Gas Thermal 

Conductivity) 이며 0.804는 기포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는 

표면적 비율이다. 콘크리트 표면으로의 열속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ghgjgTBhq ρ=∆="
                            (13)

여기서 ΔT 는 용융물과 가스필름 사이의 온도차이 이고 g 는 가스 도, hfg 는 

기화에 필요한 잠열이 된다.

- Flowing Film Model

  경사가 있는 기체막(경사각 15o 이상)에서 열전달은 콘크리트 표면과 평행하게 

기체가 흐른다고 가정한  막류(Film-Flowing) 모델을 사용한다. 층류막(Laminar 

Film) 과 난류막(Turbulent Film)에 대해서 각각 다음 식을 이용한다.

            1/ == gkLFLFhLFNu δ                             (14)

        
4/3Re3/1Pr0325.0/ FgkTFTFhTFNu == δ                    (15)

- 천이모델(Transition Model)

  기포모델과 막류모델사이의 천이 역 (경사각 15o에서 30o사이) 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다.

                 
3)sin/15(sin33
B

ofF δθδδ +=                        (16)

                 [ ] δ/ )1( gkFNufBfNuh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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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전체가스중 막(film)을 형성하는 부분을 제외한, 즉 기포를 형성하

는 가스분율이다. 

- 복사열전달

  한편, 일반적으로 노심용융물은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기체막을 통한 복사 열

전달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며, 이 복사 열전달은 슬래그막 모델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1/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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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WTATB

netradq
εε

σ
                       (18)

여기서 B는 Stefan-Boltzmann 상수, TA는 기체막과 용융풀 사이의 접촉면에서의 

온도, TW는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온도, P는 용융풀의 방사율, W는 콘크리트

벽의 방사율이다.

기체막이나 슬래그막을 통한 총 열유속은 다음과 같다.

qP = qRAD,NET + hf ( TA - TW )                    (19)

- 슬래그 모델 (Slag Model)

  콘크리트로 부터 생성된 기체량이 용융물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안정된 기체

막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가정하에 슬래그막 모델이 개발되었다. 즉, 기체

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간헐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용융

물 온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슬래그의 성장 및 소멸이 나타난다. 상세한 슬래그

막 모델은 Bradley [1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슬래그층과 용융물층 사이에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 cTiTshiTpTph −=−                             (20)

여기서 h는 대류 열전달 계수이고, 아래첨자 p, i, c, s는 용융물풀, 접촉면, 콘크

리트 표면, 슬래그층을 나타낸다. 

  Bradley는 슬래그막의 열저항(Thermal Resistance) 값이 용융물층 내부의 저항값

과 결합되면 용융물의 물성치와 관련없이 넓은 범위의 조건에서 용융물층 내부와 콘

크리트 표면사이의 열전달계수를 용융물층 내부의 열전달계수에 상수곱(0.29)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바닥면과 측면에서 CORCON 으로 계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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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막 모델에 대한 열전달계수는 용융물층 내부와 표면사이의 열전달계수의 

0.41배로 계산되었으며, 따라서 총 열전달계수는 용융물층 내부의 열전달계수의 

1.0*0.41/ (1.0+0.41) = 0.29배가 되는 것이다. 

(2) 콘크리트 침식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Quasi-Steady 침식모델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용융이 일

어날 때 경계조건은 침식온도(Ablation Temperature) Ta 로 일정하며 이 값은 내

부 데이타나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진다. Quasi-Steady 조건에서는 침식 전단면 

(Ablation Front)에 이르기 전의 Preheated Region에서의 Sensible Heat 양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콘크리트의 Thermal Diffusivity 는 극히 

작아 이 역에서의 Heat Content는 매우 작기 때문이다. 침식율은 용융물로부

터 콘크리트 표면으로의 열속에 비례하고 침식열(Ha)의 역수가 된다. 

  가정된 온도 Ta에서 콘크리트 표면으로의 열속이 음수이면 용융이 일어나지 않

으며 열전달은 콘크리트의 열경계면(Thermal Boundary Layer)에만 향을 준다. 

이 조건에서는 이 경계면의 Heat Content 변화는 무시되며 콘크리트 표면은 단

열경계로 처리된다. 콘크리트가 용융되기 전의 분해(Decomposition) 도 무시되

고 있다. 

  콘크리트로의 열속과 침식율은 비례하며, 이때 비례상수는 단위용적당 침식엔

탈피 이다. 캐비티의 각 Body Point에서 콘크리트로의 열속을 이용하여 그 지점

에서 침식율을 계산하며, Body Point의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고 나면 그 위치는 

표면에 대한 수직선분 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Body Point는 사용자 입력에서 

정의된 Ray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바뀐 캐비티 모양을 고려하여 내삽

(Interpolation) 하면 Ray 선상의 Body Point 위치를 알 수 있다. 모든 Ray는 

사용자가 정의한 원점을 지나지만, 캐비티의 편평한 바닥면 맨 바깥쪽 Body 

Point를 지나는 Ray는 축에 평행하게 함으로써 캐비티 바닥을 편평하게 유지한

다. 

  MELCOR 코드에서는 정상상태 및 일차원 에너지 보존식을 기본으로 해서 콘크

리트 반응을 간단하게 모델하고 있다. 콘크리트에서의 온도분포가 일정하다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 보존식을 세울 수 있다. 

                dtadxablHcq /" ∆= 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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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는 콘크리트로 전달되는 총열속(Net Heat Flux) 이고, ρc 는 콘크리트 

도, ΔHabl는 콘크리트의 침식엔탈피(Ablation Enthalpy), 그리고 xa는 콘크리

트 표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콘크리트로의 열속은 물론 용융풀로 부터의 열전달

과 일치하며 콘크리트 침식은 일차원적이고 침식선단에 선행해서 열전도나 콘크

리트 조성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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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연구 개발 목표인 OECD/NEA 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를 달성했으며, 이 실험 

결과가 APR1400 및 KSNP의 MCCI 쟁점 사항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

다. 즉, 이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한 APR1400 및 KSNP의 격실에 설치가능한 Corec Catcher를 개발하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이 2002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원자력 안전 분야 2단계 연구

의 세부과제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 설비 개발과제”를 통해 실현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국제 공동연구의 분담금 또한 위의 세부과제를 통해 

지불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MCCI 실험 자료가  

확보되면, 2단계 중장기 안전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자료를 국내 

여러 기관이 상호 공유하여 인허가 기관에서는 APR1400 인허가 쟁점 평가, 산업체

에서는 격납건물 위해도 평가 등에 활용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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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목적은 OECD/NEA MCCI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습득된 자료와 기

술을 한국형 표준 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드는데 있다. 따라서, OECD/NEA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이 과제를 통하여 OECD/NEA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차세대원자로 

및 한국형 표준원전에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연결

시킬 수 있도록 하 다.   

   (1) OECD/NEA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공동연구비를 투자하

고 자료만 받아오는 형태보다는, 실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한다. OECD/MCCI 프로그램은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성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지만, 노외로 분출되는 노심 용융물이 냉각수와 반응하여 증기폭발이 발생

하는데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지 못해 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Core 

Catcher 개발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24]과 OECD/MCCI 실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PRG/MB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실험의 진행 방향이 우리

에게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 APR1400 및 KSNP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한 보완적인 중장기 프로그램과 연결 

     OECD/NEA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가 차세대원자로 및 한국형 표준원전의 중대사

고 쟁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해석적인 모델

을 개발하고 보완적인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OECD/NEA MCCI 프로그램이, 2단

계 중장기 안전 연구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2002년 4월 1일 

부터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과제를 통해 관련 연구가 연속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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