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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급속 붕산희석 과도현상에 관한 기술현황 분석

II. 내용

  최근까지에도 각 국에서는 원자로의 반응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일부 국가에

서는 이 과도의 물리적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바람직

한 현상은 아니지만 현행의 규제조치를 이행하면 안전서의 보장에 있어 심각하

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까지 간과해 왔거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급속 붕산희석 사고의 다양한 발생요인 

및 그 결과의 잠재적 위험성의 규명과 관련 안전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신형원자로인 APR1400에서 급

속 붕산희석 과도현상은 주요 안전고려 관심사의 하나로 우려되며 원자로 하향

유로에서의 다차원적인 열수력 특성 평가실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보

고서는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 기술현안 및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정리하여 향후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하 다. 

  대부분의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연구는 외부기인사건(external event) 또

는 내재사건(inherent event)에 의해 형성된 비붕산수 슬러그(unborated slug)가 

노심으로 주입되는 경우를 모의하 다.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 입구에서의 일

차계통수와 주입된 비붕산수 슬러그 간의 유체혼합을 실험과 해석을 통해 평가

하고 있다.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실험설비의 대부분은 1/5 또는 1/7의 선형 축

소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냉각재의 혼합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에서는 관

심국의 고유한 원자로의 유량조건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유동혼합이 일어나

는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과 같은 역에서는 원형에 대한 각 부위의 부피비

가 유지되도록 축소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유동혼합을 온도

추적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나, 독일의 ROCOM실험에서는 유동혼합의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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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r)로써 식염(sodium chloride) 용액을 사용한다. 붕산의 농도분포는 추적자

의 분포와 온도/붕산 농도의 상사성(analogy)을 이용하여 식염추적자와 

electrode-mesh conductivity sensor를 이용하고 계측하 다. 실험결과 노심입구

에서 시간대별 과도 혼합 스칼라(mixing scalar) 값의 공간분포를 잘 보여주었다. 

실험에서 일부의 비붕산수 슬러그는 하향유로에서 정체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슬러그의 공간적, 시간적 정체는 노심입구의 붕산수 혼합에 큰 향을 준

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원자로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원자로의 관

심 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현상에 관한 해석연구는 1984년 열 혼합 해석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각 국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석에서는 2D 및 3D 격

자로 하여 주로 상용 FVM코드인 FLUENT, CFX, PHOENICS 등이 사용되었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는 초기의 비붕산수 슬러그 부피도 중요하지만 이 슬러그가  

노심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난류에 의해 지배되는 혼합이 일어나므로 난류모델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k-ε또는 RNG k-ε 난류모델이 주로 

사용되었다. APR1400원자로의 붕산희석사고 해석에 FLUENT 4.4 코드를 이용

하여 2차원 축대칭 모델로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1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

동에 의해 주입되는 슬러그의 혼합현상을 해석하 다. 예측계산 결과는 충분한 

여유도가 확보되지는 못하 다. 따라서, 하향유로에서의 3차원 혼합효과가 고려

된 3차원 해석을 수행한다면 2차원 해석에서 적용한 보수적인 가정을 제거함으

로써 여유도가 확보될 것으로 권장된다. 

최근의 특이사항으로 DVI방식을 채택한 APR1400에서는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비상노심냉각수의 주입에 따른 고농도붕산수의 혼합과 붕산희석 사고시 배관에 

축적되어 노심으로 유입되는 비붕산수의 강수부에서의 혼합현상이 기존의 표준

형원자로에 비해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된 실험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APR1400의 DVI 고유 열수력 현상의 파악과 기존에 수

행된 실험 등에서 계측하지 못한 난류모델관련 실험데이터, 예를 들면 난류강도 

의 생산은 향후 수행될 실험계획 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실험에 병행하여 보완적인 해석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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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A State-of-the-Art Report on Rapid Boron-Dilution Transients

II. CONTENTS

    Until quite recently, several countries have recognized and studied on the 

importance of rapid boron dilution transients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reactivity problems. A certain countries have accepted the physical 

consistency of this transient, but it's probability assume to be very rare and 

finally concluded that this transient, although undesirable, is not so severe 

enough to warrant if they comply with the presently undergoing licensing 

practice.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hat a continuing attention for examining 

the various causes and the potential risks of the incidents and evaluating the 

safety issues which have been failed to notice or under-estimated until now. 

Especially for the Korean advanced reactor APR1400, the rapid boron dilution 

transients is suspected to be one of the major safety concern and a need for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verification test is increasing. This report 

is prepared for giving informations of the status of previous studies, technical 

issue and/or problems and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 for 

the future studies. 

  The most studies for the rapid boron dilution transients are simulating that 

the unborated slug, which are accumulated in the system by a certain 

external event or inherent event, are injected to the core. The mixing of the 

two flow at the reactor downcomer and at the entrance of core are evaluated 

by test and/or analysis.

  Most of the test facilities, such as in Russia, Germany, USA, France etc 

have been built in a linear scale of 1:5 or 1:7. For the investigation of coolant 

mixing phenomena, a wide range of flow conditions are adapted for their 

interested specific reactor. The reactor pressure vessel model is designed to 

maintain whole system volumetric ratio between the model and the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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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at the flow mixing region of downcomer and core.  The flow mixing 

is measured by tracing the temperature in most of the test, but in a ROCOM 

test in Germany uses sodium chloride solution as a mixing tracer. The boron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the tracer was measured by electrode-mesh 

conductivity sensor, assuming a similarity exist between tracer field and the 

temperature/boron concentration fields. Test results showed a transient 

courses of the spacial distribution of the mixing scalar at the core inlet very 

well. Flow stagnation of some portion of the deborated water slug in the 

downcomer is investigated in the tests, and this kind of stagnation in space 

and time affect the boron mixing at the entrance of the core seriously. The 

characteristics depend on the geometries of reactor of the specific plant, so 

each countries should evaluated it by themselves. 

Analytical studies for boron dilution transient had been started in 1984 

regarding thermal mixing and continued until now by the several countries 

for their own purpose. Usually the analysis are performed by 2D or 3D grid 

using the commercial CFD code with finite volume method, such as 

FLUENT, CFX, PHOENICS etc. The selection of turbulence model is very 

important for calculation, because the transferred transients behavior of flow 

mixing is mainly governed by the turbulence instead of the initial volume of 

deborated water slug. Most of the previous analysis use k-ε or RNG k-ε 

turbulence model. An analysis of unborated slug mixing on the boron dilution 

events for APR1400 was performed using 2-D axisymmetric model of 

FLUENT code version 4.4 with recirculation of water following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LOCA) assuming one Reactor Coolant Pump(RCP) 

restart. The prediction may not have sufficient margin to ensure the 

subcritical condition for core cooling. Therefore, a 3-D analysis which 

includes a 3-D mixing effects in downcomer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margin by eliminating the conservative assumptions adopted in the 2-D 

analysis. 

As of one of the recent concerns, the behavior of the mixing of highly 

borated water entrained with the emergency core cooling water following a 

main steam line break accident and the mixing of unborated water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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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comer following the rapid boron dilution transient could have a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ing APR1400 with the previous standard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ated test could be required. Accordingly, the evaluation for the 

specific thermal hydraulic behaviors related to the direct vessel injection(DVI) 

of APR1400 and the experimental data for turbulence model, for example 

turbulent intensity, which have not been measured by any of the previous 

experiment can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experimental 

program. A numerical analysis will be needed for the future experiment as a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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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급속 붕산희석(Rapid Boron-dilution) 과도는 원자로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

하여 원자로냉각재에 주입하는 붕소의 농도가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소하여 

노심의 반응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되는 반응도유발사고(Reactivity Induced 

Accidents)와 관련이 있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 사고의 중요성은 핀란드의 J. Hyvarinen
[1]
에 의해 처음으

로 제기되었으며, 이 과도에 대한 각 국의 연구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수행되어

져 왔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 

USNRC)는 1987년 4월 10일 Diablo Canyon발전소에 발생한 잔열제거 능력 상실

사고 이후 저 출력 및 원자로 정지운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 PWR)의 경우 

발생하는 주요 사고들은 잔열제거 상실(Loss of Decay Heat Removal) 사고와 

급속 붕산희석(Rapid Boron Dilution) 사고 등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서 관심 있는 안전 현안은 외부기인사건(external event) 

또는 내재사건(inherent event)에 의해 형성된 비붕산수 슬러그(unborated slug)

가 노심을 통과할 때 정반응도의 삽입에 의한 출력증가 시에도 발전소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가에서는 급속 붕산

희석 과도에 의한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당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으

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고의 물리적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행의 규제조치를 이행하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로 간주하

기도 한다
[3]
. 

급속 붕산희석 사고는 기존 발전소의 최종 안전성보고서(FSAR)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FSAR에서는 1차 계통에 주입되는 순수 또는 저 농도의 붕산수가 1

차 계통의 냉각수와 균일하게 혼합되는 것을 가정하는 homogeneous external 

dilution event 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까지 간과해 왔거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급속 붕산희석 사고의 다양한 발생요인 및 그 결과의 잠재

적 위험성의 규명과 관련 안전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APR1400원자로에서도 붕산희석 과

도현상은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예상되며 원자로 하향유로에서의 다차원적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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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특성 평가실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현황, issue, 

문제점 및 이제까지의 연구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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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분류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시나리오는 크게 외부기인사건(external event; 

ex-primary slug formation)와 내재사건(inherent event; in-primary slug 

formation)에 의해 과도로 나눠진다
[1]
.  즉, external dilution은 일차계통의 외부

로부터 주입된 순수(pure water) 또는 희석된 붕산수가 슬러그(slug)를 형성하여 

노심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은 system-related local boron dilution 

event라고도 불린다.  Inherent dilution은 일차계통 내의 비등 및 응축열전달 모

드, 1, 2차 계통의 누설사고 시 2차 냉각수의 유입 등과 같은 사고 중의 inherent

한 현상으로 인하여 일차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Gavrilas 등
[4]
은 그림 1

과 같이 급속 붕산희석 과도 사건을 분류하 다. 

그림 1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개시 및 진행 분류

2.1. External dilution

External event에 의한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희석 붕산수의 수원으로는 증기

발생기, CVCS 계통, accumulator, RWST, containment sump 등이 될 수 있으

며, 붕산희석 사건은 출력운전, 발전소 정지 또는 사고조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ternal event에 의한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

며 각 경우의 붕산희석 사건의 시나리오 및 평가 시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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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원자로 내부 계통의 유지보수 기간 중 원자로용기 직접주입관을 통해 정지

냉각계통을 경유한 비 붕산수(unborated water)의 유입.

 (1) 사건 시나리오

이 경우의 급속 붕산희석 사건은 갑작스런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으로 인해 직

접주입관(DVI line)을 통해 차가운 비 붕산수가 일차계통 내로 유입되어 원자로 

용기 lower plenum에 혼합됨이 없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축적된 차가운 비붕산수 덩어리(slug)는 

빠른 속도로 노심을 통과하게 되고, 노심을 통과하는 비붕산수로 인해 최소 붕산

농도가 노심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최소 붕산농도로 인해 정지여유도

(shutdown margin)를 초과할 만큼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면 노심에 손상을 일으

킬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2) 주요 가정

원자로 정지모드(shutdown mode)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급속 붕산희석 사

건의 경우 원자로 운전모드 중 모든 정지모드의 경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몇 가지 가정에 의해 단순화시킬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보수

적인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선정될 변수들은 일차계통의 압력과 온도, 초기 일차

계통수 내의 붕산 농도, 역붕산치(Inverse Boron Worth)와 고압안전주입유량, 안

전주입유량의 온도와 정지여유도 등이다.  그리고 유입된 비 붕산수를 노심 내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작동을 가정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

할 중요한 가정은 붕산과 물이 원자로 냉각재계통 내에서 잘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차계통수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최소와 최대인 것으로 가정하고, 안전주입 

유량은 최대로 가정한다.  임계 붕산농도는 최대치, 역붕산치는 최소치를 사용하

고 안전주입의 온도를 최소로 가정하게 되면 운전모드는 모드 3과 모드 5의 두 

가지 경우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감소된 재고량을 

가정하여 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2.1.2 원자로 기동 또는 재 장전 운전 동안 일차계통 내로 유입되는 냉각수 유입

원자로의 정지 후 재 기동 시에는 원자로 정지 중의 붕소 농도가 정상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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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재 기동 시에는 저 농도의 물을 체적탱크에 충수하여 

CVCS에 의한 일차계통의 붕소희석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소외전원상실(loss of 

off-site power) 등으로 이 작업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  이후에 비상전원이 

충전펌프에 공급됨으로써 체적제어 탱크의 희석된 붕산수가 일차계통에 주입되

어 원자로 하부 공동 등의 정체 역에 모이면 저 붕산농도의 붕산수 슬러그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전원이 복구되어 기동 작업이 재개되면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기동시키면 하부공동의 희석된 붕산수가 노심에 급격히 주입되어 

강한 정반응도를 주입하는 효과를 일으켜 이로 인한 순간적인 출력증가로 노심 

손상 등을 야기할 수 있다.       

2.2 Inherent dilution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ATWS, 1, 2차 측 누설사고 등의 사고 시 

노심과 증기발생기에서 비등/응축열전달 모드(boiling-condensation mode)가 형

성된다.  이 모드에서 사실상 붕소농도가 0 ppm인 순수 응축수가 저온관의 loop 

seal에 모여 비붕산수의 슬러그를 형성한다.  이 슬러그는 일차계통의 자연순환

의 재개 또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동에 따라 노심에 유입된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사고 시 일차계통은 역 응축(reflux condensation)의 양식

에 의해 안정된 냉각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증기발생기 U-tube의 하향 

부위에서 응축된 응축수는 저온관의 loop seal에 그대로 축적된다.  이 응축수의 

붕소농도는 사실상 0 ppm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온관에서는  

희석된 붕산수의 슬러그가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로냉각재 펌프를 재가

동하거나 자연순환이 재개되면 저온관에 형성된 희석수의 슬러그는 노심에 유입

되고 이어 정반응도 주입효과에 따른 급속한 출력증가를 야기하여 원자로의 안

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2.3 급속 붕산희석 사건관련 주요 물리현상

급속 붕산희석 사건과 관련한 주요 물리현상은 1) 희석수 슬러그의 형성, 2) 

슬러그의 이송 및 혼합, 3) 비붕산수 슬러그에 의한 노심 내 정반응도 삽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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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응답특성 등이 있다.

2.3.1 희석수 슬러그의 형성 기구

희석수 슬러그의 형성기구(mechanism)는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초기 경계조건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희석수 슬러그는 발전소의 설계에 따라 각

기 다른 여러 사건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나 슬러그의 형성기구는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일차계통이 단상 또는 liquid/air인 유동의 경우

펌프 봉기구, 1, 2차 측간의 누설 등에 의해 희석된 붕산수가 1차 계통으로 

유입될 때 희석수 슬러그가 형성된다.  단상유동에서 희석수 슬러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순환에서 정체유

동으로 천이되는 상태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  

(2) 일차계통이 2상유동인 경우

2상유동은 단상유동의 슬러그 형성기구에 PWR의 reflux condensation 모드에

서와 같이 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형성되는 비붕산수의 수원이 추가된다.  희석수 

슬러그는 슬러그 주변의 유속이 매우 작은 경우에 형성되며, 단상유동과는 달리 

counter-current flow, phase stratification, complex heat and mass transfer 등

의 복잡한 유동패턴이 존재하며 loop 자체의 유동이 저속이 아닌 경우에도 형성

이 가능하다.  

2.3.2 Water 슬러그의 이송 및 혼합

노심으로의 희석수 슬러그의 수송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희석수 슬러그의 수송과정 중 가장 중요한 현상은 유동장 내의 슬러그의 거동이

다.  붕소의 확산과 주변의 냉각재와의 혼합은 슬러그 내부의 붕소농도의 분포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유로의 기하학적 형태(즉, 저온관 1D, 강수관 2D, 

lower plenum 3D 등)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된다. 또한 다른 loop으로

부터 유입되는 유체에 의해 추가적인 혼합이 일어나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

킨다.  슬러그의 수송은 이송경로에 따른 유동특성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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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2상유동은 liquid와 증기의 경계면의 이동, 경계면에서의 난류효과, 열역

학적 특성이 다른 유체간의 열 및 물질전달 효과 등과 같은 특정한 현상들에 의

하여 향을 받는다.  슬러그 수송과정 중 혼합현상은 노심 내로 유입되는 슬러

그의 형태와 슬러그 내부의 붕소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현상이다.   

2.3.3 비붕산수 슬러그에 의한 노심의 반응특성

비붕산수 슬러그의 유입에 따른 노심의 반응도는 슬러그의 형태 및 붕소농도

에 크게 향을 받는다.  노심 내 슬러그의 수력적 특성은 인접 유체와의 혼합효

과 등을 포함한 3차원 특성에 의하여 지배된다.  슬러그 내의 붕소농도가 낮은 

경우 노심에 정반응도를 삽입하며 슬러그의 3차원 특성 때문에 반응도 삽입도 3

차원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3차원의 열수력 및 Neutron-Kinetics 특성이 서로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노심 내의 반응도 증가는 핵연료봉에 출력 pulse

를 유발한다.  핵연료봉의 성능저하는 연료봉 온도의 상승, 연료봉 내부 압력 증

가, 핵생성물질 누출, DNB 발생에 따른 피복관 온도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 가

지 효과에 기인한다.  연료봉의 성능저하는 출력 pulse의 강도에 직접적인 향

을 받기 때문에 삽입되는 엔탈피의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급속 붕산희석 

사건 시 핵연료 손상에 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초기 안전정지 여유도(shutdown margin)

- Doppler feedback

- Delayed Neutron fraction

- 중성자 수명

- 희석수의 노심 유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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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평가

3.1  안전 현안 및 평가 방법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평가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붕산수 슬러

그가 노심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반응도 삽입에 의한 출력증가 시에도 발전소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급속 붕산희석 사건의 보수적인 평

가는 노심에 유입되는 슬러그의 크기 및 형태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열수력 해

석 및 Neutron-Kinetics 계산을 통해 이 슬러그가 노심을 통과할 때 반응도 삽

입 및 출력증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허

용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붕산수의 혼합효과 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방

법에 의한 열수력 및 Neutron-Kinetics 계산으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규제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계통의 개선 또는 관련 초기사건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운전절차의 개

선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Neutron-Kinetics 계산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이 계산의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열수력 관점에서 급속 붕산희석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안전현안 및 관련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게된다.

- 슬러그 형성기구, 슬러그의 붕산농도, 온도분포 및 그 크기

-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동에 의한 슬러그의 수송

슬러그의 형성 mechanism은 발전소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각 발전소마다 설계

특성 및 이에 따른 운전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급속 붕산희석 사건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내에는 

Westinghouse사의 2-loop 발전소(고리 1, 2호기), 3-loop 발전소(고리 3, 4, 광 

1, 2호기), Framatome사의 울진 1, 2호기, ABB-CE사의 광 3, 4, 울진 5, 6호기 

등이 건설, 운 되고 있고 APR1400 원자로도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급속 붕산

희석 과도의 모든 가능한 event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발전소 specific 

study가 필요하다. 

슬러그 수송 및 붕산희석 사건의 결과에 가장 심각한 향을 미치는 혼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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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에는 실험 및 전산유체역학(CFD) 코드를 이용한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난류에 의한 혼합효과, 수치적 확산(numerical 

diffusion) 문제이며 해석의 결과는 실험 데이터에 의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3.2  APR1400의 평가 현황[5]

NRC가 제시하는 USIs(Unresolved Safety Issues)와 GSIs(Generic Sasety 

Issues) 중에 GSI No. 022항으로 분류된 Inadvertent Boron Dilution Event는  

plant가 저온정지(cold shutdown) 상태에서 노심이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노심이 수명초기(BOL)에서 운전되고 있고 일차냉

각재의 붕산농도가 충분히 희석되고 모든 제어봉인 삽입된 상태인 원자로 저온

정지 운전(보수유지 또는 재장전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제한적인 경우

가 된다.  이 사건에 대한 NRC assessment의 결론은 기존의 운전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back-fit이 불필요하며 SRP 15.4.6에 의한 운전절차로 해결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SRP 15.4.6를 통해 이 

사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과 accident analysis에서 inadvertent boron 

dilution 사건을 평가할 때 설계자는 다음 항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design limit for maximum RCS pressure and minimum DNBR

- moderate frequency events in conjunction with a single failure or operator 

error and their possible effects on fuel integrity and radiological dose 

calculations

- time limits specified for each mode of plant operation     

APR1400의 SAR 15.4.6에서는 KNGR standard design은 design basis 

events(DBAs)의 하나로 inadvertent boron dilution을 채택하고 안전해석에서 상

기의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을 보여주었다.  운전

원에게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MMI에 boron dilution alarm logic을 넣고 

ex-core detector에 중성자속 검출이 monitor되도록 설계하 으며, 이것은 loss 

of shutdown margin 요건인 15∼30분 운전원 조치시간을 만족하 다.  APR1400

에서 노심으로 주입되는 deborated water의 source는 reactor makeup water 

tank이다.  



- 10 -

APR1400의 SAR Appendix 6B 및 6C에서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사고 시 

reflux boiling/condensation에 의해 저온관에 축적된 unborated condensate 

water slug가 자연순환 또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재 가동에 의해 노심에 유입

되면서 붕산희석 과도가 일어나는 것을 해석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각각 제공하

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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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연구 현황

4.1  실험 연구

4.1.1 실험 연구 현황

급속 붕산희속 과도에 대한 실험연구는 러시아, 독일, 미국, 기타 여러 나라에

서 수행되었는데 그 개략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면 실험

은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수행되었고 각국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원자로에 

대해 주로 1/5 정도의 축소모형에서 RCP 재가동 또는 자연대류 과도시의 혼합

거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급속 붕산희석 과도 관련 실험연구 현황

국명 실험설비 명 
실험대상 

원자로
설비 Scale

실험대상 

과도
주 연구자

러시아
OKB 

"Gidropress"

4-loop,

VVER-1000
1/5

RCP restart & 

NC

Berzukov[6]

(2002)6-loop,

VVER-440
1/7

독일 UPTF
4-loop,

PWR
Full scale

NC & ECC 

injection

Umminger[7]

(1999)

" PKL "
Volume:1/145,

Height: 1/1
NC "

" ROCOM

4-loop,

PWR Konvoi

(1300 MWe) 

Linear 1/5 RCP restart

Prasser[8]

(2002),

Grunwald[9]

(2003)

미국 UM 2x4 Loop
B&W TMI-2

(1000 MWe)
1/5 "

Green[10]

(1995)

, Gavrilas[11]

(2002)

프랑스 BoraBora

3-loop,

 PWR 900 MW 

CPY

1/5 "
Alvarez[12]

(1994)

스웨덴 Vattenfall
Westinghouse 

PWR
1/5 "

Andersson[13]

(1995)

핀란드 Pactel
6-loop,

VVER-440
1/5

RCP restart & 

NC

Gango[1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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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OKB Gidropress의 첫 번째 실험설비는 Novovoronezh NPP 설계모델

인 VVER-1000 원자로를 1/5 scale로 하여 금속으로 제작한 모형이다. 실험설비

는 모두 4-loop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loop는 loop seal과 RCP를 모의

하도록 하고 다른 3개의 loop는 short-cut으로 하되 압력손실만 모의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또한 노심은 151개의 핵연료집합체를 모의하 다. 원자로 모델은 그

림 2와 같다.  대상 사고로는 SB-LOCA 후 RCP 재 가동 또는 자연대류 시 붕

산희석사고 과도로 하고 붕산농도를 온도변화로 모델링하여 열적 혼합을 실험으

로 관찰하 다. 과도중의 열적 혼합을 계측하기 위해 100 개의 열전대를 노심 입

구에 설치하 다. 계통에 상주하는 붕산수는 고온(60∼80℃)으로 하고 주입되는 

deborated water slug는 cold water로 하 다.  두 번째의 실험설비에서는 

VVER-440을 1/7 scale로 하여 유동가시화가 되도록 투명한 원자로 모델을 꾸몄

다. 이 실험에서는 저온관으로 주입되는 유체에 도차를 부여하기 위해 NaNO3 

용액을 사용하 으며, 유체혼합 시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하향유로의 반경방

향 및 원주방향으로 열전대를 설치하 다.
[6] 
    

그림 2  OKB Gidropress 원자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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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붕산혼합 실험에 매우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Framatome ANP로 그 이

름이 바뀐 Siemens/KWU에서 수행한 UPTF(Upper Plenum Test Facility) 및 

PKL(PrimaKreisLauf) 실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ROCOM(Rossendorf Coolant 

Mixing Model) 실험이 있다. UPTF실험에서는 전형적인 서구식 경수로인 

4-loop 원자로를 실 규모로 모의하 고 자연대류 과도에서 ECC 주입되는 경우

의 유동혼합을 실험하 다.
[7]
 PKL의 실험은 UPTF와 같은 4-loop 원자로를 부피

비 1/145 규모로 모의하 고 SBLOCA 후의 reflux condenser 모드로부터 자연대

류가 시작될 때의 혼합거동을 실험으로 확인하 다. ROCOM 실험에서는 독일 

PWR KONVOI, 1300 MWe 원자로를 1/5 linear scale로 축소 모의하여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재기동에 의한 유체혼합 실험을 수행하 다.
[8]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2 x 4 Thermal-hydraulic Loop Facility(UM 2x4 

Loop)는 높이 및 압력을 축소한 모델로 B&W 경수로원자로인 TMI-2를 모의한 

것으로 2개의 고온관과 4개의 저온관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노심 역의 

thermal/hydraulics-neutronics 계산용 code의 verification에 사용할 초기 및 경계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을 통해 하향유로 및 lower 

plenum에서의 유동혼합과 관련된 지배현상 등도 규명하 다. 이 실험은 1997년

도에 OECD/CSNI에서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No. 43(ISP 43)으로 설정

하여 붕산희석 사고에 관심이 있는 미국, 프랑스, 국, 스웨덴, 독일, 일본, 체코 

및 핀란드의 8개국에서 각 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험 및 해석 결과를 

benchmark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10]

 

프랑스의 Bora-Bora 실험설비는 프랑스 CPY형 3-loop PWR 원자로를 1/5 

scale로 모의하여 가시화 및 LDV 유동장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실험에서 

water plug의 혼합을 passive tracer 추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주입되는 물

의 온도가 노심의 온도보다 10℃ 높게 하 다.
[11]
 스웨덴의 Vattenfall 실험은 

Westinghouse PWR의 단순 1/5 scale로 모델링하여 rapid RCP 기동에 의한 혼

합(무차원 붕산농도: borated water를 1.0, 소금물을 사용한 unborated water을 0

으로 함)을 전도도 계측을 통해 확인하 다.
[12]
  그 밖에 핀란드의 Pactel 실험은 

VVER-440 6-loop 원자로를 1/5 scale로 모의하여 실험하 다.
[13] 
 

독일 ROCOM의 실험과 미국의 UM 2x4 실험은 관심이 있는 매우 중요한 실

험이었으므로 이 두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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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독일, ROCOM의 실험

(1) 실험 개요

독일의 ROCOM 실험에서는 독일 PWR KONVOI, 1300 MWe 원자로를 1/5 

linear scale로 축소하고 노심은 단순화하여 아크릴 유리로 제작한 모형을 사용하

다. 원자로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ROCOM 실험의 원자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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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및 계측장치

원자로의 크기는 부피 비로 1/125이 되도록 하고 loop의 공칭 유량은 185 m
3
/h

로 하 다.  원자로에는 4개의 입구와 4개의 출구로 설계하 으며 상온의 대기압 

하에서 유량혼합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대상 사고를 flexible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loop를 구성하 다.  즉, 정상상태 유동혼합의 모의에서는 “multiple loop 

with one deborated water slug loop"이 구성되도록 하고, 과도 유동혼합의 모의

에서는 ”boiling condenser mode 후의 펌프 재기동 또는 자연순환의 재개“ 조건, 

그리고 ECC 주입모의에서는 ”gravity driven flow"가 되도록 계통을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정상상태 및 과도 시의 혼합실험에서는 혼합의 추적자(tracer)로써 sodium 

chloride 용액을 사용하 으며, gravity driven ECC 주입 혼합실험에서는 설탕

(glucose)을 추가함으로써 도의 구배를 모의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법은 소금추적자(salt tracer)를 사용한 유로에 

electrode-mesh sensor를 설치하여 전기전도도를 계측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추

적자의 분포와 온도/붕산 농도의 analogy 관계를 이용하여 붕산의 농도분포를 

구하 다. 즉, 유체혼합을 판단하는 purturbation의 크기는 무차원의 mixing 

scalar(θ)로 표시될 수 있다. 

Θx,y, z,t =
σx, y,z,t − σ0
σ1− σ0

Tx, y,z,t − T0
T1− T0

 =
CB,x,y,z, t − CB,0

CB,1− CB,0

            (1)

여기서 σ는 전기전도도, T는 온도 그리고 CB는 붕산농도이며 하첨자 1은 주입

되는 추적자 슬러그에 대한 값이며, 0은 추적자가 주입되기 전 초기의 물에 대한 

값이다.  

원자로 입구노즐,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 입구의 3 지점에서 추적자의 분포

계측을 위한 mesh sensor 부착 형상은 각각 그림 4, 그림 5 및 그림 6과 같다. 

원자로 입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8.9 mm의 피치를 가진 각 16개의 electrode 

wire가 90° 각도로 엮어져 있다. 그런데 입구노즐 유로는 원형이므로 실제의 계

측 점은 216개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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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자로 입구노즐 상류의 

추적자 분포측정을 위한 mesh sensor

하향유로에서의 추적자 센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향유로의 상, 하 2

곳에 설치되는데 그림 5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5.625° 피치 간격으로 64개, 그리

고 반경방향으로는 13 mm 피치 간격의 4열로 배치된다.    

그림 5  하향유로에 설치된 mes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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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입구에서 추적자 센서는 그림 6과 같이 노심 지지판에 각 15열로 서로 90°

각도로 엮어져 배치되어 있다.   

그림 6  노심입구에 설치된 mesh 

sensor 

(3) 실험 주요 결과

그림 7은 각 loop로 scaled nominal flow rate(185 m
3
/h)가 흐르고 loop 1에 추

적자를 흘려 유사(quasi)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하여 추적자의 평균 측정값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면 각 loop으로 유량이 흐르는 경우에는 

추적자가 주입된 부분이 하향유로 및 노심입구에서 전체의 1/4로 잘 구분되어 

지고 있다. 특히 노심 입구에서는 추적자의 최대 값이 분포하는 위치가 원자로 

입구노즐이 부착된 위치(22.5°)보다 약간 이동된 45° 위치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의 추적자의 측정값들은 식 (1)에서 σ1 및 σ0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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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사 정상상태에서의 추적자의 평균 

측정값의 분포(각 loop의 유량: 185 m
3
/h)

그림 8은 노심입구에서 추적자 slug의 도착과 mixing scalar를 시간대 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인데, 그림을 통해서 노심입구에서 추적자 분포는 하행

유로에서의 유동상태에 따라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적자가 처음에

는 원주방향에 분포하는 2개의 점에 각각 따로 도착하며 곧 서로 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향유로에서 발생되는 이차 와류의 생성에 따른 것으로 

이 와류는 입구노즐 하부에서 유로면적이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발생된다.  

ROCOM 실험을 통해 발견된 주요사항은 노심입구 주위에서 불안정한 혼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것과 이러한 유동혼합은 경계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는 것이다.    

그림 8  추적자 slug의 도착을 보여주는 시간대 별 mixing scalar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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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미국, Univ. of Maryland의 실험 (UM 2x4 Loop)

(1) 실험 개요

University of Maryland는 2 x 4 Thermal-hydraulic Loop Facility(UM 2x4 

Loop)를 구성하여 붕산희석의 과도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노심 

역의 thermal/hydraulics-neutronics 계산용 code의 verification에 사용할 초기 

및 경계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을 통해 하향유로 및 

lower plenum에서의 유동혼합과 관련된 지배현상 등도 규명하 다. 

본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실험을 1997년도에 

OECD/CSNI에서 ISP 43으로 설정하여 붕산희석 사고에 관심이 있는 미국, 프랑

스, 국, 스웨덴, 독일, 일본, 체코 및 핀란드의 8개국에서 각 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험 및 해석 결과를 benchmark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ISP 43 실험설비(UM 2x4 Loop)는 희석된 slug가 초기의 정지위치에서 노심 입

구에 도달하는 과정 중의 혼합현상을 CFD 코드가 잘 예측하는지 서로 확인이 

용이하게 설계되고 실험을 통해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

록 계획되어 있다.  

UM 2x4 Loop는 그림 9의 (a) 및 (b)와 같이 실 규모에 대해 높이 및 압력을 

축소한 모델로 B&W 경수로원자로인 TMI-2를 모의한 것으로 2개의 고온관과 4

개의 저온관을 가지고 있다. 실험설비는 저온관을 통해 무붕산수의 slug가 노심

으로 주입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slug의 초기 상태는 그림 9의 (b)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또한, 실제로 실험에서 만들어지는 slug 형태는 그림 10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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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2 hot/4 cold 

leg test loop

         

(b) Loop diagram indicating 

initial conditions for test

그림 9  UM 2x4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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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hape of slug/front deformation as it travels through a 

1D channel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유체혼합은 주로 하향유로 내에서 일어나므로 ISP 43에

서 전산 코드의 예측과 실험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하향유로 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실제로 급속 붕산희석 사고에서는 노심 입구에서의 붕산농도가 물리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lower plenum을 모의하는 역에 포함시키게 된다. 

ISP 43에서 모의하는 경계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1  The recommended 

simulation boundary for IS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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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모두 다음과 같은 4개의 계열(series)의 loop 실험과 유동가시화 실험으

로 구성된다.

- Series A test(single inlet/single outlet front injection) : 그림 12의 (a)와 같

이 한 개의 외부에 설치된 unborated water source로부터 물을 받아 하향유로에

서 혼합이 일어나고 고온관의 opening부를 통해 계통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도

록 실험계통을 구성한 것으로 downcomer bypass가 없는 external dilution을 모

의하게 된다.

- Series B test(single inlet/single outlet slug injection) : 그림 12의 (b)와 같

이 하향유로 전, 후에는 저온관, 고온관의 각각 한 개의 유로가 있고 증기발생기

를 통과하는 폐회로로 구성된다. Series A 실험과 같이 외부에 설치된 unborated 

water source로부터 물을 받으므로 제한된 slug가 들어와 계통 내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증기발생기 하부로부터 slug flow가 주입되는 inherent 

dilution을 모의하게 된다.

- Series C(slug with single bypass) & D(slug in full primary system) test : 

그림 12의 (c) 및 (d)와 같이 slug가 하향유로를 통과하는 outlet과 저온관을 

bypass하는 출구를 모두 갖도록 loop이 구성된다. 단, Series C 실험은 2개의 저

온관으로, 그리고 Series D 실험은 고온관 B 및 나머지 4개의 저온관으로 slug 

유량이 bypass하여 순환되도록 loop을 구성하고 있다.

(a) Series A test (b) Series 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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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ries C test (d) Series D test

그림 12  Participating components and flow paths in series tests

붕산희석 과도는 하향유로에서의 혼합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Series A와 B의 

실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유동혼합 실험 및 계측장치

UM 2x4 Loop는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되었으며 scaling 압력비 1:7을 적용하여 

그 허용 최대 압력은 2.1 MPa(300 psi)로 설계되었다. 모델과 실 규모간 부피의 

비는 1:505이며 높이의 비는 1:4가 적용되었다. 모델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

는 core barrel과 annular downcomer를 가진 원자로 용기, 2개의 고온관, 2개의 

관류형 증기발생기, 4개의 저온관, 4개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및 1개의 가압기로 

구성된다.   

(가) 원자로 용기

원자로용기는 외경 508 mm, 높이 1,276.4 mm, 내경 482.6 mm 및 두께 12.7 

mm 인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되었다. Core barrel은 두께 4.8 mm, barrel 상부 외

경 419.1 mm, 하부 외경 381 mm의 304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하

향유로의 간극은 상부에서 50.8 mm, 하부에서 31.8 mm가 된다. 하향유로의 면

적을 크게 한 것은 이곳에서의 volume fraction이 실 규모의 경우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3은 원자로 용기의 주요부 치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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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ajor dimensions of test reactor 

vessel at a vertical cross section through the 

cold legs (unit : mm)

(나) 계측장치

UM 2x4 Loop에서 노심으로 주입되는 slug의 혼합은 유체의 온도분포를 통해 

계측된다. 원자로용기 하향유로 및 lower plenum에서의 온도분포 계측을 위해 

그림 14의 (a)와 같이 11개의 레벨에 대해 총 165개의 열전대(thermocouple)가 

설치된다. 하향유로의 3곳과 lower plenum의 3곳에서는 열전대를 많이 설치하

다. 특히, 레벨 2에서는 간극이 갑자기 넓어진(backwards facing step) 후면에서 

reattachment에 의한 유체 혼합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배려를 하 다. 하향유로에

서는 매 15도 간격으로 열전대를 설치하되 다시 매 30도 간격으로는 반경방향으

로 열전대 2개가 더 추가하여 반경방향의 온도분포를 계측하도록 하 다. 하향유

로로 흘러내리는 찬 slug 유체의 온도는 장치 벽면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내벽 및 core barrel의 양면은 0.8 mm 두

께의 에폭시 절연재로 코팅하 다. LOwer plenum에서의 열전대 설치 및 에폭시 

절연재로 코팅형상은 그림 14의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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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nstrumentations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입구의 경계조건은 유량과 온도로 주어진다. 유량은 주입탱크의 수위변화와 

ultrasound flowmeter로써 계측된다. 노심에서의 압력손실은 차압계를 사용하여 

계측한다. DAS는 172개의 채널에서 최대 약 2 Hz의 데이터 획득 용량을 가진

다.   

(3) 유동가시화 실험 장치

UM 2x4 Loop 장치와 별도로 slug 혼합에 대한 가시화 개별효과 실험을 하기 

위해 B-MOV(Boron-Mixing Optical Vessel) 장치를 설계하 다. 이 장치는 입

구 저온관 및 고온관 그리고 하향유로에 대해 동일한 부피와 치수가 되도록 하

고 노심을 제거한 모양의 투명유리로 설계되었다. 실험용 원자로의 주요부의 크

기는 앞에서 본 그림 13의 스텐레스강 용기와 같다. 유동가시화 장치는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장치의 사진 및 주요 구성은 그림 15와 같다. 

(a) Thermocouple locations in the 

simulation volume

(b) Mounting of thermocouples 

on the core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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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붕산희석 가시화 실험장치(B-MOV) 

유동혼합의 측정은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를 사용하 다. 측정방식

의 개념은 그림 16과 같다. LIF는 난류 스칼라 핵종의 농도 등을 측정하는데 사

용되는 일반적인 기법이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량화의 기본원리는 염료가 포함

된 유체의 illuminated 체적에서 측정되는 형광강도는 그 체적 내에 함유되어 있

는 염료의 분자 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B-MOV 설비에서는 5-W multiline 아

르곤-이온 레이저를 excitation source로 사용하고 Rhodamine-6G를 붕산농도를 

모의하는 형광염료로 사용하 다. 액체 내의 평균 염료의 농도는 발광량을 측정

하여 적절한 교정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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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B-MOV 장치의 측정 개념

 B-MOV 설비에서 광학 관측기기는 그림 16 (a)와 같이 설치된다. 레이저빔은 

내부 노심 역으로부터 하향유로 간극의 방향으로 직접 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간극으로 유체가 흐르면 레이저가 용해된 염료 속으로 쐬어지고 필요한 형광을 

일으킨다. 발생된 빛은 photomultiplier tube(PMT)에 의해 측정된다. 측정된 값은 

illuminated 체적의 길이에 대해 분포된 염료의 평균농도가 된다. 하향유로는 2 

Hz의 주기로 scan되고 각 회전별 400회의 vertical sweep을 한다. 그림 16 (b)는 

농도측정에 사용되는 축계를 보여준다. 하향유로 각 역에서 발생되는 형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MT를 레이저빔 통로에 일치되도록 정렬시켜야 한다. 이를 

(a) Optical instrumentation setup 

for LIF

(c) Schematic of the "one-pixel fluoroscope"

(b) Coordinate system for 

concentration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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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림 16 (c)와 같은 “one-pixel fluoroscope"가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레이저

의 경로 상에 short-pass 필터를 설치하여  Rhodamine-6G의 흡수 스펙트럼에 

있는 radiation만 하향유로에 도달하도록 하고 또한 long-pass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염료의 형광강도가 측정되도록 하고 있다.       

(4) 실험 주요 결과

붕산희석 과도는 원자로 하향유로에서의 유체혼합이 주요 관심사이므로 Series 

Test A와 Test B의 실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Test A의 24초 ∼ 36초간의 

level 4에서는 원주방향의 온도분포가 그림 17과 같다. 이 값들은 유로의 가운데 

설치된 14개의 열전대로부터 샘플링 한 것이다. 

그림 17  Test A의 24초 ∼ 36초간의 level 4에서는 원주방향의 

온도분포

18회의 반복실험을 통해 얻은 Test A 및 Test B의 각 level에서의 평균 온도

이력 곡선은 그림 18 및 그림 19와 같다. 그림 18에서 level 8과 level 4에서의 

표준편차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8 ℃와 4 ℃가 되어 

각 level에서의 실험의 재현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향유로의 최상부인 

level 11에서는 공기가 trap되어 있어 실제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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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그림 19에서는 하향유로에서 유체가 진행할수록 붕산혼합이 많이 이

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8  Test A의 각 level에서의 평균 온도이력 곡선

그림 19  Test B의 각 Level에서의 평균 온도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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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의 종합 및 결론

급속 붕산희석 과도를 모의하기 위해 integral facility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통해 하향유로 및 lower plenum에서의 유동혼합과 관련된 지배현상 등이 

규명되었다. 유동혼합은 온도추적기법(temperature tracking technique)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열전대의 신뢰도가 좋고 계측응답속도가 빠르

다는 것이며, 반면 유일한 단점으로 측정 대상유체로부터의 열 출입을 어떻게 효

과적으로 방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단열 coating울 하여 이를 최소

화하 다. 실험은 2가지의 closed loop 실험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Test A는 

외부 탱크로부터 front injection되는 것을 모의한 것으로 18회의 반복실험을 통

해 재현성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하향유로에서의 평균 열손실은 8%이내가 되

었다. 유량(관성력)과 부력의 향에 대한 인자의 민감도분석이 수행되었다. Test 

B는 증기발생기 바닥에 형성된 slug의 주입을 모의하는 것으로 single 

inlet/single outlet의 loop 실험을 수행하 다. Slug의 크기가 Test A보다 작기 

때문에 열손실은 Test A보다 작았다. 고유량의 실험에서는 노심입구에 도달하기 

전에 유동혼합이 더 잘 일어나고 있으나 일부의 slug는 하향유로에서 정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slug의 공간적, 시간적 정체는 원자로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plant specific feature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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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 연구

4.2.1 해석연구 현황

붕산혼합에 관련된 해석 연구는 1984년 Combustion Engineering(C-E)의 열 

혼합 해석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관심 있는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개략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급속 붕산희석 사건 해석현황

주연구자
대상 

원자로

CFD

Code

Type of 

mesh

Time 

step

(sec)

Total # 

of cells

Turbulent 

model

BC at 

outlet

Core 

support 

plate 

model

Lunsford

[15](1984),

USA

C-E Plant

1100 MWe

4 loop

COMMIX-

1A
3D - 10,948

Prandtl 

mixing 

length

- None

Alvarez 

[12](1994),

Martin

[16](1998),

France

PWR 

900 MWe

3 loop 

Code N3S

(FEM)
3D - 201,566 k-ε - None

Hoehne

[18(1999),

Germany

VVER-440

6 loop
CFX 4.2 3D - 159,800 k-ε - porous

Gango

[14(1994),

Finland

VVER-440

6 loop
PHOENICS 3D -

70,000

63,000
k-ε press. porous

Kim

[19(1999),

Korea

APR1400

1400 MWe

4 loop

FLUENT 

4.4

Body fitted 

2D 

axisymmetric

0.01 9,860 k-ε Neumann porous

Gavrilas

[20](2000),

USA

TMI-2

1000 MWe

4 loop

FLUENT 

4.4
3D

0.01-

0.1,

10
-5

75,975

-

750,000

k-ε etc.
press. 

etc.

porous

etc.

Prasser

[8](2002),

Germany

KONVOI

1300 MWe

4 loop
CFX-4 3D - 450,000 k-ε press. p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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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E의 Lunsford
[15]
는 증기관 파단사고시 찬 안전주입수로 주입으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가압열충격(PTS) 평가를 위해 원자로 하향유로에서의 열혼합

(thermal mixing) 해석을 수행하 는데 계산에서는 C-E plant(1100 MWe, 4 

loop PWR)를 대상으로 하고, ANL이 개발한 3차원 열수력 해석 코드인 

COMMIX-1A, Version 12.6을 사용하 다.

프랑스의 Alvarez
[12]
 및 Martin

[16]
은 각각 EDF가 개발한 유한요소법(FEM) 코

드인 Code N3S를 사용하여 PWR 900 MWe, 3 loop 원자로의 하향유로에서 

plug 과도 혼합거동을 해석하여 노심 입구에서의 붕산희석 지도(dilution map)를 

생산하 다. 여기에서는 1/5 scale의 BORA-BORA mock-up 실험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Alvarez
[17]
는 동일한 해석 코드의 붕산희석 계산능력의 확장성을 평가

하기 위해 PWR 1300 MWe, 4 loop 원자로의 정상운전 시의 정상상태 계산과 

plug 과도 계산을 수행하 다. 정상상태 계산에서는 계통압력 155 bar, 온도 30

0℃ 그리고 annulus의 질량유량 4,400 kg/s/loop로 하 고 총 비붕산수 부피는 3 

m3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노심 입구에서의 붕산농도 분포를 생산하 다. 반

면, 과도계산에서는 annulus의 질량유량은 BORA-BORA 실험과 같은 350 

kg/s/loop을 사용하여 계산하 고 최소 붕산농도의 시간 이력을 생산하 다. 계

산결과로 최소 농도가 노심의 임계점에 도달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되었고 4 loop 

혼합이 3 loop 혼합보다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독일의 Hoehne
[18]
는 증기관 파단사고 시 주냉각재 운전에 따른 붕산희석 과도

를 대상으로 정상상태 계산을 하 다.  계산의 목적은 열수력 코드와 3D 

Neutron-Kinematics 모델의 coupling을 위한 계산과 Draeger의 potential flow 

해석모델(DYN3D-ATHLET)의 검증 및 PWR 원자로에서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

이었다. 해석에서는 상용코드인 CFX-4.2를 사용하여 3D 계산을 하 다. 해석대

상으로는 러시아 VVER-440/V-230형(6 loop) 및 PWR SIEMENS Konvoi형(4 

loop) 원자로를 각각 모의하 다. VVER-440(6 loop)의 계산에서는 계통압력 125 

bar, 온도 268.8℃ 그리고 annulus의 질량유량 8,550 kg/s/loop(평균유속, 9.55 

m/s)로 하 고 계산결과는 potential flow 해석모델 및 1/5 scale model 실험과 

비교하 다. Konvoi형(4 loop)의 계산에서는 계통압력 158 bar, 온도 291.3℃ 그

리고 annulus의 질량유량 18,800 kg/s/loop(평균유속, 14.2 m/s)로 하 고 계산결

과는 Ulrych의 air test 결과와 비교, 속도장이 서로 잘 맞고 있음을 확인하 다. 

난류모델은 k-ε모델을 사용하 으며 과도계산을 수행되지 않았다. 해석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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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상용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할 것으로 평가하 으며, 추가로 과도계

산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핀란드의 Gango
[14]
는 VVER-440 원자로를 대상으로 PHOENICS 코드를 사용

하여 3D 해석을 하 다. 난류모델은 k-ε모델을 사용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Kim
[19]
은 APR1400원자로를 대상으로 SB-LOCA 시 냉각

재펌프 재가동 시의 과도에 대해 FLUENT 4.4를 사용하여 2D 계산을 수행하

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Gavrilas
[20]
는 앞의 실험부분에서 설명한 ISP 43의 한 

부분으로 B&W 경수로원자로인 TMI-2 원자로에 대해 SB-LOCA 후의 일차계

통 펌프가 재시동 될 때에 대한 해석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ISP 43의 

CFD 해석에 참여하는 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체코, 미국, 일본, 스웨덴의 8

개국 10개 기관에 대한 각각의 사용코드를 비교하고 그 주요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CFX 코드는 FLUENT, CFX 등이며 모두 3D 과

도해석을 수행하 다.

독일의 Prasser
[8]
는 PWR Konvoi 1300 MWe 원자로를 1/5 scale로 모의한 

ROCOM 실험을 이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유동혼합을 예측할 수 있는 코드의 

validation을 위해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에서는 CFX-4를 사용하여 3D 정상상

태 및 과도계산을 수행하 다. 입구는 속도와 온도 및 붕산농도를 경계조건으로 

주었고 출구는 다른 해석에서와 같이 압력을 주었다. 난류모델은 k-ε모델을 사용

하 으며 계산결과 CFD 코드는 정성적인 validation이 확인되었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현상에 관한 해석연구 중 관심 있는 것은 독일 ROCOM의 

실험과 비교한 Prasser의 해석연구와 ISP 43 실험을 벤치 마크하는  ISP 43 참

여국에서 수행한 해석 그리고 국내에서 수행한 김 인의 2D 해석은 향후 본 과

제에서 수행할 해석에 참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각각에 대한 그 주

요 해석 현황과 상세 해석방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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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독일 Prasser(ROCOM 실험)의 해석

(1) 개요

독일의 Prasser
[8]
는 PWR Konvoi 1300 MWe 원자로를 1/5 scale로 모의한 

ROCOM 실험을 해석을 통해 모의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유동혼합을 예측할 수 있는 코드의 validation을 위해 계산을 수행하 다. 이 코

드는 실제 원자로 크기에 적용하는 scale-up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 다. 계산에

서는 CFX-4를 사용하여 3D 정상상태 및 과도계산을 수행하 다. 

(2) 해석 방법

ROCOM 실험설비의 제원을 모의하여 계산하 다. 원자로 내의 유체혼합에 있

어 입구노즐, 하향유로의 형상에 의한 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집

된 격자를 생성하 다. 총 격자수는 약 450,000개로 구성하 다. 원자로 하향유로

의 하부에 있는 perforated drum, 노심 지지판 및 노심은 porous media로 처리하

다. Porosity는 전체 유로 단면적에 대한 오리피스 면적의 관계로부터 구하

으며 구조물의 압력강하 값 모의를 위해 마찰손실의 분포를 고려하여 body 

force를 결정하 다. 난류모델은 표준 k-ε 모델을 사용하 고 실험값과 비교를 

위해 mixing scalar를 계산하 다. 계산에서는 SGI Origin200 Workstation을 사

용하 는데 정성상태 계산은 1,000회 이상의 iteration에 수 시간 걸렸으며 과도 

계산은 수 주의 시간이 결렸다. 입구에서의 유체속도, 온도 및 추적자 값은 실험 

데이터를 경계 값으로 사용하 으며 출구(노심 출구)는 제어된 압력 값을 경계조

건으로 주었다. 

원자로 안전해석 수단으로 사용하는 CFD 모듈에서는 이와 같은 장시간의 계

산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Hertlein
[21]
은 SAPR (Semi-Analytical Perturbation 

Reconstruction) 모델이라는 단순 해석적 수학모델을 개발하 는데 여기에서는 

원자로 입구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Dirac impulse 형태의 

perturbation을 system transfer function으로 이용하여 출력으로 mixing scalar를 

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주요 해석결과

ROCOM 실험을 통해 LDA로 계측한 하향유로 하단에서 원주방향의 수직 속

도성분의 분포와 CFX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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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하향유로 하단에서 원주방향 수직 속도성분의 분포

그림 21은 펌프 기동으로 loop 1으로만 36m
3
의 deborated coolant 공급될 때 

노심입구에서 14초에서 17초간에 걸친 mixing scalar의 분포를 실험과 SAPR 모

델 및 CFX 해석 결과와 서로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14초 지점에서 노심입

구에 deboration front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입 노즐이 위치한 곳으로

부터 양 쪽으로 120〫떨어진 곳에 각각 나타났다. 이때에는 실험에서 측정한 것

과 SAPR의 값이 서로 잘 맞고 있다.  그러나 CFX 계산 결과는 그 도착위치는 

서로 일치하나 약간의 시간지연(약 0.5초 정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deboration front가 최대가 되는 곳의 위치는 주입구가 있

는 방향으로 노심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심입구에서의 

mixing scalar의 변화는 원자로 하향유로에서의 유동 패턴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실험과 해석이 서로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펌프가 기동하여 

원자로 입구노즐로 들어오는 물은 하향유로의 노심 barrel 통을 타고 좌, 우 양쪽

으로 갈라져 먼저 흘러내려 가고 비교적 저속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노심입구 중

앙 부분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 모양은 그림 22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실험과 

SAPR의 계산 값은 서로 매우 잘 맞고 있으며 CFX 계산 결과는 이들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같은 특성을 보여주며 정성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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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심입구에서의 mixing scalar의 시간별 분포

(펌프 기동으로 loop 1에서 36 m3의 deborated coolant 공급 시)  

그림 23은 펌프 기동으로 loop 1에서 주입 시 노심입구에서 최대 mixing 

scalar의 시간이력 곡선을 보여준다.  이 mixing scalar의 최대 값 즉 최소 붕산

농도는 과도 시 반응도 삽입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림에서 보면 실험에서 측정한 

것과 SAPR의 값, 그리고 CFX 계산 결과는 평균편차 범위에서 비교적 잘 맞고 

있다. 그러나 SAPR 계산 계산의 대부분의 값은 신뢰도 95.4% 구간의 상부에 위

치하고 CFX 계산 값은 이 구간의 하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계

산결과 CFX 코드는 정성적인 validation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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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노심입구에서 최대 mixing scalar의 

시간이력 곡선(신뢰도 95.4% 구간)

그림 282  펌프 기동으로 

loop 1에서 주입시 stream 

lines

( CFX-4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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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ISP 43 관심 국의 해석연구

(1) 현황

ISP 43에서는 B&W 경수로원자로인 TMI-2를 모의하고 있으므로 해석 대상의 

원자로는 2개의 고온관과 4개의 저온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석의 대상 과도

조건은 SB-LOCA 후의 일차계통 펌프가 재시동 될 때로 하고 있다.  표 3은 

ISP 43의 CFD 해석에 참여하는 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체코, 미국, 일본, 스

웨덴의 8개국 10개 기관에 대한 사용코드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표에서 보면 4

개 기관은 FLUENT를 사용하고 있고 2개 기관은 CFX를 사용하는데 이들 상용 

전산코드는 모두 FVM을 사용하는 코드이다.
[11] 

표 3  ISP 43 관심 국의 해석 연구현황 개괄

국명 기관명 주 연구자 CFD 코드 Version 노드 형태

국 AEA Tech. C. Fry CFX-4 4.2 FVM

프랑스 CEA B. Menant TRIO-U V1,1,3 "

핀란드 Fortrum(IVO) T. Toppila FLUENT 5.0 "

독일
GRS M. Scheuerer

CFX-

TASCflow
V 2.9 "

Battelle A. Kneer Comet V1.040 "

체코 NRI P. Muhlbauer FLUENT5 5.0.2 "

미국

USNRC C. Boyd FLUENT V5 5.2 "

Framatech B. Boman
ANSYS/

FLOTRAN
5.5.3 FEM

일본 NUPEC T. Morii PLASHY 1 FDM

스웨덴 Vattenfall B. Hemstorm FLUENT 5.1.1 FVM

CFD 전산해석에서 numerical diffusion 관점이나 계산의 정확도 면에서는 

mesh의 형태, 총 계산 cell 수, time step, 그리고 시간/공간(또는 p-v coupling) 

이산화의 order 및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렴성을 위해서는 time 

step과 이산화 방법이 중요한 파라메타가 된다. 유동의 패턴은 mesh, 온도에 따

른 물성치( 도, 점성, 열전도도, 비열 등) 반 , 난류모델 및 경계조건(입, 출구 

경계조건, core support plate의 모델링, 하류 압력강하 값 설정 등)의 선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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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되며, 혼합현상은 물성치와 난류모델의 선정(벽 함수 도입 포함)에 

따라 큰 향을 받게된다. 부력의 향은 온도에 따른 물성치 값 반 을 통해 고

려할 수 있다.  

표 4는 참여 10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해석의 mesh, 이산화 방법, step size, 

cell 수, 난류모델 및 경계조건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참여 기관에서는 에너지와 운동량 식에서 high order의 이산화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간 이산화에서는 hybrid scheme인 QUICK과 p-v coupling에서 

SIMPLE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 이산화에서는 본 경우와 

같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과도계산에 효율이 좋고 비교적 안정적인 계산이 

가능한 implicit scheme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 계산의 time step은 implicit 

scheme에서 0.01 ∼ 0.1 초, 그리고 explicit scheme에서 10
-5
 초 정도가 사용되

고 있다. Mesh의 크기는 전체 75,976 ∼ 750,000 cell 범위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의 계산에서는 250,000 ∼ 500,000의 cell 크기로 계산을 하고 있다.

부력에 의한 향을 고려하는 모델은 주로 유동 패턴과 관계가 있으므로 수치

계산의 validity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물성치

( 도, 점성 등)의 가변 값을 사용하 다.

급속 붕산희석과도는 초기의 slug volume도 중요하지만 이 slug이 core 방향

으로 진행하면서 난류에 의해 지배되는 혼합이 일어나므로 난류모델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난류모델을 사용하

다. 특히 2개 기관에서는 난류모델로 RNG k-ε 모델을 사용하 다.        

출구 경계는 하부 유동이 lower plenum이나 하향유로의 유동 패턴에 향을 

주지 않도록 core support plate의 모델링과 적절한 하부 유로의 압력 손실 값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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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SP 43 해석코드 주요사항 비교

기관명
Type of 

mesh

Discretization Time 

step

(sec)

Total # 

of cells

Turbulent 

model

BC at 

outlet

Core 

support 

plate 

model
Spacial/

p-v coupling
Temporal

AEA Tech.
Body fitted 

multi-block

3:QUICK/

SIMPLEC

1:implicit 

backward 

Euler

0.05 454,720 k-ε Neumann porous

CEA structured 2:  "
1:explicit 

Euler

600,000 

and

750,000

k-ε

w/ wall 

law

uniform 

press.
none

Fortrum

(IVO)

unstructured

hybrid

(tetra and 

hexahedral) 

2:upwind/

SIMPLE
2:implicit

0.05 to 

0.10
175,361 " P=0 pa

detailed 

model

GRS
block-struct.

hexahedral

2: mass

-weighted

skew-upwind

1:implicit 

Euler 

0.1 to 

0.5
470,000 k-ε

const.

press.
porous

Battelle unstructured 1:upwind
implicit 

Euler 
0.1 75,967 k-ε

zero

grad.

actual

model

NRI
mixed, 

unstructured

diffusion:

central

convection:

1:upwind/

SIMPLE

1:implicit

0.025 

to

0.1

272,261 k-ε press. none

USNRC hexagonal 2/SIMPLE 1:implicit 0.05 434,589 RNG k-ε
const.

press.
porous

Framatech "
linear element/

SIMPLER
2:implicit 0.05

210,457

elements
k-ε "

5 rings

(distr.

resist.)

NUPEC
3D

cylindrical

QUICK/

SMAC

1:explicit 

Euler 

7.7E-5

to 

4E-3

273,945 none
free

outflow
none

Vattenfall unstructured
2: upwind/

SIMPLEC
2:implicit 0.01 133,136 RNG k-ε

static

press.

=0

uniform

distr.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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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결과 비교

ISP 43에서는 해석 코드의 계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과 해석 결과의 비

교를 수행하 다. 실험에서 원주방향으로 설치한 24개의 열전대로 측정한 온도를 

하향유로 출구 위치인 level 4와 slug 유입구의 직, 하단인 level 8에 대해 평균온

도의 시간별 변화이력과 원주방향에서 front 유체와 slug 유체의 혼합을 평가하

기 위한 온도의 평균편차, 최대, 최소 값을 서로 비교하 으며, 원주방향 온도분

포 및 유동 가시화 실험을 통해 얻은 하향유로에서의 유동 패턴과도 각각 비교

하 다. 

Level 4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이력의 평균값과 이 온도의 평균편차에 대한 

실험과 각 해석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24 및 그림 25와 같다. 그림 24에

서는 평균온도 이력은 실험 데이터와 가시화 실험(VIZ) 데이터가 오차범위를 포

함하여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오차 범위에서 잘 맞고 있다. 각 해석계산

의 결과를 보면 약 반 정도는 실험보다 혼합이 약간 더 작게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Level 4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온도 이력

(실험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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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evel 4에서 온도 이력의 표준편차

(실험 A의 경우)

  그림 25에서 온도의 표준편차 분포를 보면 어떤 해석에서는 실험보다 원주

방향 유체혼합을 더 크게 예측하는 반면, 일부의 해석에서는(예, GRS 및 NRI의 

경우) 혼합을 더 작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약 

30초 이후에는 모든 해석결과가 실험보다 균일한 분포가 되는 것으로 예측함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level 8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이력의 평균값과 이 온도의 평균편

차에 대한 실험과 각 해석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26 및 그림 27과 같다. 

그림 26의 평균온도 이력곡선에서는 loop 실험 데이터와 가시화 실험 데이터의 

오차 범위는 level 4의 경우보다 차이가 더 나고 있다. 그림 26 및 그림 27에서 

대부분의 해석결과는 가시화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이중 IVO의 해

석 결과는 실험에 비해 혼합이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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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Level 8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온도 이력

(실험 A의 경우)

그림 27  Level 8에서 온도 이력의 표준편차

(실험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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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24초 시점에서 level 4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도로써 실험 가시화 

실험 데이터와 각 해석결과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시화 실험 데이터

는 loop 실험 데이터와 서로 크게 다르며 따라서 유동 패턴은 매우 다르게 나타

날 것으로 알 수 있다. 해석 결과는 가시화 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4초에서는 유체의 혼합은 slug가 주입되는 저온관 위치의 바로 하부 

및 그 반대편(그림에서 각도 0도 및 180도 위치)에서 가장 작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36초 근방에서는 그림 29와 같이 실험이나 해

석의 경우 모두에서 혼합이 이뤄져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8  24초 시점에서 level 4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도

(실험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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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6초 시점에서 level 4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도

(실험 A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결과의 유동 패턴은 가시화 실험 결과와 비교하

는 것이 의미가 있다. Level 4에서의 24초 및 36초 시점에서의 유동패턴을 가시

화 실험 결과와 해석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 그림 30 및 그림 31과 같다.

 그림 30은 과도의 제일 초기단계의 유동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림 27에서

와 같이 실험의 유동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양한 모양의 해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해석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IVO의 해석에서만 하향의 지배유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Battelle, GRS, NUPEC 및 Vattenfall의 해석에서는 

이 초기 시점에서 확실한 정체 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IVO의 해석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체가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력의 향을 모의하는 모델선택의 차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IVO의 계산에서는 다른 해석과 비교해 볼 때 부력 관련 물성 값을 

훨씬 중요하게 처리하 다.    

그림 31은 과도의 후기단계의 유동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림 28에서와 같

이 실험의 유동장과 해석의 유동장이 매우 흡사한 모양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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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Z 

    

(b) AEAT (c) Battelle

(d) GRS   (e) IVO

(f) NRC   (g) NRI

(h) NUPEC (i) Vattenfall 

그림 30  24초에서의 하향유로 내 유동 패턴 비교 (test A)



- 47 -

(a) VIZ 

(b) AEAT (c) Battelle

(d) GRS   (e) IVO

(f) NRC   (g) NRI

(h) NUPEC (i) Vattenfall 

그림 31  36초에서의 하향유로 내 유동 패턴 비교 (te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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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P 43의 결론

ISP 43 프로그램의 목표는 급속 붕산희석 과도의 integral facility 거동모의 실

험과의 비교를 통해 CFD 코드가 복잡한 형상의 과도조건에서 유체의 혼합을 얼

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여 유체혼합을 예측하

는 데는 계산 mesh의 해상도와 난류모델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parametric study가 수반되어야 하며, 유동에 큰 구배가 있거나 유동 패턴이 급

변하는 곳에서는 mesh의 국부적 refinement가 필요하다. 

Slug 유입구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인 하향유로 출구(level 4)에서의 평

균혼합 계산은 실험과 비교적 잘 맞고 있다. 그러나 level 8과 level 10과 같이 

주입구와 가까운 곳은 유동 구배와 유동 패턴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역에서는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동 패턴에 향을 주는 

것은 주입구 아래의 하향 유로에서 predominant한 유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부력의 효과 또는 하향유로 이후의 압력강하도 계산결과에 중요한 

향을 준다. 

(4) Fortum의 해석 격자 예

 핀란드의 Fortum은 FLUENT를 사용하여 3D 계산을 수행하 는데 이들이 사

용한 격자는 다음과 같다. 하향유로에서의 유동장과 유동혼합을 예측하는 것이 

계산의 주목적이지만 계산모델은 관성 향을 충분히 반 해 주기 위해 노심과 

고온관의 일부를 격자에 포함시켰다. 벽면 근처의 첫 번째 셀의 mesh는 

30⋏y
+
⋏300로 하 고 적절한 난류모델과 벽면함수를 사용하 다. Geomesh를 

사용하여 unstructured 격자를 구성하 는데 육면체 및 사면체 셀의 총 개수는 

175,361개로 하 다. 그림 32는 구성격자의 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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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온관을 중심으로 한 단면 (b) 노심 바렐 통

(c) 원자로 용기 외벽

  

(d) 하부판(사면체 grid)

그림 32  Fortrum의 FLUENT 계산에 사용된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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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김 인의 해석 

(1) 개요

해석은 APR1400 원자로에 대해 다차원 전산유체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코드로 2차원 모델을 설정하 다.  소형 냉각재상실사고를 대상으로 붕산희석 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저 농도 붕산수 slug의 형성기구, 크기 및 slug의 주입에 

따른 유동장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FLUENT 4.4 코드에 내장된 물리적 모

델을 이용하여 붕산희석 거동을 평가하 다.  해석격자의 크기, 입구면적 크기 

등의 기하학적 인자와 계산시간 간격(time step size), 주입 무 붕산수의 체적 및 

주입속도 등의 인자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계산

하는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설정하 다.  또한 이 모델에 보수적으로 설정된 무 

붕산수 slug의 양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냉각

재펌프의 재 기동에 의해 주입되는 무 붕산수 slug의 혼합현상을 해석하여 노심 

내의 국부 급속출력 가능성을 평가하 다.

(2) 가정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scenarios

APR1400 원자로의 참조발전소인 CE의 SYSTEM 80+는 등가 직경 2.54 ∼

7.62 cm (1∼3 inch) 크기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시에 일차계통은 역응축류

(reflux condensation) 형태의 안정된 냉각상태에 도달하므로 이것을 APR1400에

서 해석의 초기조건으로 하 다.
[21]
  왜냐하면, 이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파단사

고 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증기발생기를 통한 순환유동이 건전하게 유지되

며, 이 보다 큰 파단사고 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재충수 되지 않고 파단 부

위를 통하여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가 제거되므로 생성되

는 응축수의 양이 매우 작게 되어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재 기동되어도 원자로로 유입되는 저 농도붕산수의 양은 매우 작아 노심의 급속 

출력증가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3) 해석모델 및 지배방정식

붕산희석 사고 해석에는 비정상 유동에 대한 연속 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

지 보존 방정식과 난류 모델 및 species transport 방정식이 필요하다.  난류모델

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k-ε모델을 사용하고 species transport는 species로 

명명된 별도의 옵션을 선택하여 붕산희석과 species 수송문제를 해석하 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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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운동량, 에너지,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은 유한 차분법에 의한 제어체적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지배방정식은 곡면의 형상에 따른 유동장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곡면 좌표계(curvilinear  coordinate)에서 이산화처리 된다.  Interpolation

을 위한 numerical scheme은 2차 up-wind scheme을 사용하고 압력과 속도의 

계산에는 SIMPLEC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FLUENT의 porous media 모델은 여러 계수 값으로 계산된 압력결손 즉, 

momentum sink항을 운동량방정식에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역에서의 압력결손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M
α
V+C 2(

1
2
ρV |V|)

여기서, α는 permeability in each component direction(m2), C2는 inertial 

resistance factor(m
-1
)로서 경험적인 입력 값이다. Porous media에 추가로 필요

한 입력으로는 porosity, 열전도도, 난류 인자와 열전달 문제를 포함할 경우 고체 

media에 대한 도와 비열을 입력해 주어야한다. 이 유동 저항 값들은 유동방향

에 대한 압력손실 값(forward pressure loss)으로부터 계산된다. 

저 농도붕산수 slug는 대류(advection)와 확산(diffusion)에 의해 혼합되면서 노

심으로 이송된다. 붕산의 보존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ρC
∂t
+Ui

∂ρC
∂x i

=
∂
∂x i
(D
∂ρC
∂x i

)+S

여기서 D는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S는 source term, 아래첨자 i는 직

교좌표계에서의 좌표 방향을 나타낸다. 난류유동에서 국부적인 농도차는 난류와 

분자의 확산에 의해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용기의 하향유로 유동에서 

molecular effect는 거시적인 관점의 혼합현상해석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4) 해석격자 및 경계조건

해석격자는 원자로를 planer jet에 의한 2차원 축 대칭격자로 모델링하고 원자

로 내의 붕산농도 변화를 시간과 위치의 함수로 결정하 다.  2차원 축대칭모델

은 그림 33과 같이 냉각재 입구는 입구노즐 하단에서 시작하고 원자로 하단의 

하부 플레넘으로부터 상부플레넘 일부까지를 모델링하 다.  하향유로의 반경방

향 격자는 충분히 세 한 격자를 사용하여 유동의 압력손실과 혼합현상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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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예측할 있도록 하 다.  또한, 하향유로 하부와 하부플레넘 역에서도 유체

의 방향전환과 난류 및 혼합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세 한 격자를 사

용하 다.  원자로 내부의 하부플레넘 역과 노심 역 등의 복잡한 구조물은 

porous media 모델을 사용하여 단순화하 다.  이 porous media 모델에서는 실

제 형상으로부터 계산된 평균유동저항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유동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3  기본 해석 

격자 (예)

(44 x 29 = 1247)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초기에 노심은 4000 ppm의 붕산수가 채워져 있고, 원

자로내의 냉각재는 정지상태에 있으므로, 붕산수 slug의 붕산농도는 0 ppm으로 

가정하 다. 또한 수송과정의 확산효과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열전달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동의 크기에 비해서 붕산농도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부력

(buoyancy force)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므로 도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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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펌프 특성
[21]
에 따라 0초부터 15초까지는 입구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15초 이후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원자로냉

각재펌프 1대만 가동될 경우 펌프에서 방출되는 최대용량은 정상운전시의 펌프

용량의 150%이다. 이 유동은 원자로용기 하향유로의 환형공간에서  펌프가 가동

되지 않는 다른 유로로 분산되어 최종적으로 98%의 유량이 노심을 통과하게 된

다. 보수적으로 펌프용량을  98%와 150%로 변화시켜 붕산혼합현상을 계산결과

를 비교하 다. 원자로냉각재펌프 흡입구 쪽의 저농도붕산수가 원자로용기로 주

입되기 까지의 지연시간은 5.36초로 하 다. 

무붕산수 slug의 체적은 loop seal과 저온관 배관의 중심선 하부(below 

centerline)가 무붕산수로 채워진 것으로 가정하되 원자로냉각재펌프 1대가 기동

되면 증기발생기 출구플레넘에 연결된 반대쪽 저온관의 loop seal에 축적된 무 

붕산수도 가동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흡입구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체적을 고려하여 무붕산 slug의 총 체적은 14.84 m
3
(524 ft

3
)로 하 다. 

복잡한 3차원 혼합 유동특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RCP 방출배관, 입구노즐의 상

부공간, 출구플래넘 등 해석격자에 포함되지 않은 역에서의 혼합현상을 고려하

지 않았으며, Flow skirt, 하부헤드 및  하부구조물을 porous media로 모델링함

으로써 복잡한 구조물과 jet 유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난류에 의한 추가적인 혼합

효과도 무시되어 3차원 모델보다는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 다.

(5) 민감도 분석

과도유동의 수치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해석격자와 계산 시간간격에 대한 민감

도해석을 수행하여 보수적인 격자를 차세대원자로 붕산희석사고의 해석격자로 

설정하 는데 격자의 크기는 170 x 58로 시간 간격은 0.01초로 하 다. 해석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무붕산수의 체적을 524 ft
3
으로 가정하고, 원

자로내로 주입되는 유체의 유속을 pump의 용량대비 98%로 설정하 다. 입구면

적의 감소는 유속을 증가시키고, 유속의 증가는 난류에 의한 붕산의 확산을 증가

시킨다.  또한 주입되는 저농도붕산수의 slug와 고농도붕산수의 접촉면적의 증가

는 붕산의 확산을 촉진시킨다.  노심입구에서의 최소붕산농도는 입구면적의 크기

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이용하여 붕산희석사고를 해석할 

경우 주입되는 입구조건을 적절히 반 할 수 있도록 입구면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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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석결과 및 고찰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해석격자와 계산시간간격 및, slug의 체적과 노

심 주입유량을 이용하여 차세대원자로를 대상으로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발생이 

예상되는 붕소희석사고를 해석하 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시간에 따른 붕산농

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붕산농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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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간별 붕산농도 분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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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농도는 저농도 붕산수의 slug가 원자로 용기의 하향유로를 통하여 노심으

로 이동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붕산농도는 노심입

구의 외측 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slug가 노심을 통과하면서 노심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다. 계산된 최소붕산농도는 381 ppm으로 노심의 재임계 도달을 방지

를 위한  임계농도 314 ppm (350 ℉)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23]
 그러나 임계농도

에 대한 여유도는 67 ppm으로 참고노형인 SYSTEM 80+의 여유도 800 ppm (임

계농도 550 ppm, 해석결과 1350 ppm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해석결

과의 충분한 여유도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7) 결론

다차원 전산유체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4.4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원

자로의 붕산희석사고를 해석하 다.  2차원 축대칭 모델의 해석격자에 대한 민감

도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보수적인 해석격자를 설정하 으며 또한 이 모델에 보

수적으로 설정된 unborated slug의 양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소형냉각재상실

사고시 1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에 의해 주입되는 water slug의 혼합현상

을 해석하 다.

차세대원자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붕산희석사고 해석결과 노심내의 최소

붕산농도는 381 ppm으로 최소임계붕산농도(Ccrit, 314 ppm) 보다도 높은 붕산농

도를 나타내므로 노심이 임계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임계붕산농도에 대한 여유도가 67 ppm으로 매우 작

기 때문에 추가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해석에 사용된 2차원 축대칭 모델은 해석결과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입구

면적의 적절한 산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결과의 보수

성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차원 모델링에 의한 붕산희석

사고 해석은 원자로 하향유로에서의 붕산수의 혼합현상을 3방향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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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근의 특이 사항

5.1 APR1400 고유 특성에 따른 붕산수 강수부 우회 현상

원자로 압력용기로의 직접주입(DVI) 방식을 채택한 APR1400에서는 정상운전 

시 압력용기 상부의 alignment key hole을 통한 냉각수의 우회비율이 전체 

vessel flow(166.6 x10
6
 lbm/hr)의 약 0.486%인 0.809x10

6
 lbm/hr가 된다. 계통의 

압력이 1,514 psia일 때 HPSI 유량은 약 0.264x10
6
 lbm/hr이며 4대가 작동될 때 

총 안전주입유량은 약 1.05x10
6
 lbm/hr정도가 된다. 따라서 안전주입수가 주입될 

때에는 압력용기 우회유량과 비슷한 유량이 강수부 상부에서 원자로 용기 상부 

플래넘으로 우회하는 유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냉각재 

펌프가 작동하는 상황을 계통해석 코드로 해석할 때, 강수부를 1 개의 단일 노드

로 모사할 경우 압력차에 의해 유발되는 계통의 유동은 DVI로 주입된 안전주입

수를 원자로 용기 상부 플래넘으로 흐르게 하므로 이 때에는 DVI로 주입된 안전

주입수가 강수부 하부로 흐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원자로 용기 상부 

플래넘으로 우회된 붕산수는 노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온관으로 흐르게 되어 

붕산수의 노심 우회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심에서

의 반응도는 붕산수의 노심우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강수부를 1 개의 유동channel 또는 2개의 유동 channel

로 모사하는 경우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유동 현상에 근

접하는 결과를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CFD 계산에서는 DVI로 주입된 

붕산수가 고온관의 vortex 역을 통해 강수부 하부로 강하되는 것으로 계산되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계통해석 코드와 CFD 계산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세

히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유동 조건의 수립, 계

산 모델의 정립, 그리고 실제 유동 현상에 대한 실험이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생

각된다.

5.2 기존 연구 결과의 보완 방향

많은 붕산 농도관련 일련의 실험은 CFD코드 해석 결과를 확인시키는데 이용

되었다. 그런데 다차원 CFD 계산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 인자는 난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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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난류 모델은 각 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압력용기의 유동 구조에 적합하거나 예측 능력이 검증된 모델

을 이용한 계산은 수행되지 못하 다. 이제까지 이러한 난류모델의 적용상 어려

움으로 인해 정확한 해석 결과의 도출이 어려웠으며, 계산 결과의 예측 정확도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열유동 혼합현상에 가

장 큰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난류모델의 적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난류 강

도 등의 실험 데이터를 생산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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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대부분의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연구는 외부기인사건(external event) 또

는 내재사건(inherent event)에 의해 형성된 비붕산수 슬러그가 노심으로 주입되

는 경우를 모의하고 있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 연구의 관심사는 원자로 하향유

로 및 노심 입구에서의 일차계통수와 주입된 비붕산수 슬러그 간의 유체혼합을 

평가하는 데 있다. 연구는 실험과 해석의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실험은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 대부분 

1/5 또는 1/7의 축소모형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의 대상원자로는 각 국에서 관심

이 있는 원자로로 하고 있는데 유동혼합이 일어나는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 

역에서 부피 비가 유지되도록 축소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실험장치 중 미국 매

릴랜드 대학의 UM 2x4 실험장치는 1997년도에 OECD/CSNI에서 ISP 43으로 설

정하여 붕산희석 사고에 관심이 있는 미국, 프랑스, 국, 스웨덴, 독일, 일본, 체

코 및 핀란드의 8개국에서 각 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험 및 해석 결과를 

benchmark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M 2x4 실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험에서

는 유동혼합을 온도추적기법(temperature track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열전대의 신뢰도가 좋고 계측응답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며, 반면 유일한 단점으로 측정 대상유체로부터의 열 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UM 2x4 실험에서는 단열 coating울 하여 이를 최소화

하 다. 독일의 ROCOM 실험에서는 유동혼합의 추적자로써 sodium chloride 용

액을 사용하 으며, gravity driven ECC 주입 혼합실험에서는 설탕(glucose)을 

추가함으로써 도의 구배를 모의하여 실험하기도 하 다. 붕산의 농도분포는 추

적자의 분포와 온도/붕산 농도의 analogy를 이용하여 구하 다.  계측기법으로는 

salt tracer와 electrode-mesh conductivity sensor를 이용하고 있다. 실험에서는 

노심입구에 도달하기 전에 유동혼합이 잘 일어나고 있으나 일부의 슬러그는 하

향유로에서 정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슬러그의 공간적, 시간적 정체는 

원자로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plant specific feature에 대한 연구는 각 

관심 국에서 별도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 붕산희석 과도현상에 관한 해석연구는 1984년 CE의 열 혼합 해석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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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99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한국 등에서 

개별적인 해석이 수행되었다. ISP 43 실험을 벤치 마크하는 해석은 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체코, 미국, 일본, 스웨덴의 8개국 10개 기관에서 수행하 다. 해석

은 2D 및 3D 격자로써 주로 상용 FVM코드인 FLUENT, CFX, PHOENICS 등

이 사용되었다. 에너지와 운동량 식에서 high order의 이산화식을 사용하고 있으

며, 공간 이산화에서는 hybrid scheme인 QUICK과 p-v coupling에서 SIMPLE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시간의 이산화에서는 효율이 좋고 비교적 안정

적인 계산이 가능한 implicit scheme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 계산의 time step은 

implicit scheme에서 0.01 ∼ 0.1 초, 그리고 explicit scheme에서 10
-5
 초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Mesh의 크기는 전체 75,976 ∼ 750,000 cell 범위에 걸쳐 있

으며 대부분의 계산에서는 250,000 ∼ 500,000의 cell 크기로 계산을 하고 있다. 

부력에 의한 향을 고려하는 모델은 주로 유동 패턴과 관계가 있으므로 수치계

산의 validity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물성치(

도, 점성 등)의 가변 값을 사용하 다. 급속 붕산희석과도는 초기의 슬러그 부피

도 중요하지만 이 슬러그가 노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난류에 의해 지배되는 혼

합이 일어나므로 난류모델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k-ε또는 RNG k-ε 모델이 

사용되었다. 출구 경계는 하부 유동이 lower plenum이나 하향유로의 유동 패턴

에 향을 주지 않도록 core support plate의 모델링과 적절한 하부 유로의 압력 

손실 값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APR1400원자로의 붕산희석사고 해석에 FLUENT 4.4 코드를 이용

하여 2차원 축대칭 모델로 보수적으로 설정된 비붕산수 슬러그의 양을 경계조건

으로 적용하여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1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에 의해 주

입되는 비붕산수 슬러그의 혼합현상을 해석하 다. 해석결과 노심 내의 최소붕산

농도는 381 ppm으로 최소임계붕산농도(Ccrit, 314 ppm) 보다도 높은 붕산농도를 

나타내므로 노심이 임계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임계붕산농도에 대한 여유도가 67 ppm으로 매우 작기 때

문에 추가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

석에 사용된 2차원 축대칭 모델은 해석결과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입구면적의 

적절한 산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결과의 보수성 입증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기의 참조연구를 활용하

여 3차원 모델링에 의한 붕산희석사고 해석을 수행한다면 보수성 확보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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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여유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현안사항으로는 APR1400관련 DVI 고유 열수력 현상과 기존에 수행된 

실험 등에서 계측하지 못한 난류모델관련 실험데이터의 생산이 향후 수행될 실

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중요한 항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증기관 파

단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작동하는 상황 하에서 DVI로 주입되는 안전주입

수의 원자로 용기 우회 검증실험 자료는 APR1400 DVI 고유 열수력 현상에 대

한 실험데이터로서 이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강수부 하부 및 저온관 유입

부와 노심하부에서의 난류강도 데이터는 난류모델 적용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유일한 원자로 용기 강수부 열혼합 난류데이터로서 희소성와 다차원 CFD해

석에 적용된 난류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향후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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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급속 붕산희석 과도에 대한 연구는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 입구에서의 

일차계통수와 주입된 비붕산수 슬러그 간의 유체혼합을 실험과 해석을 통해 평가하

고 있다. 실험설비의 대부분은 1/5 또는 1/7의 선형 축소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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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유동혼합이 일어나는 원자로 하향유로 및 노심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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