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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예비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들은 서로 다른 코드들과 상호 연계를 

가지며 사고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중수로 사고해석은 한가지 사고에 대해서 각

각의 현상 혹은 해석 단계를 보수적으로 처리해왔던 종래 가압경수로의 사고해

석 방법과는 달리 사고발생부터 선량계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고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CATHENA 코드는 노심해석으로 부터 노심 

열출력 및 정지신호 등을 입력받아 계통전반의 열수력 거동을 모사하고, 핵연료 

건전성과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 그리고 감속재 계통과 격납건물의 해석 

(PRESCON2 코드 사용)의 입력 자료를 생산한다.

따라서, 복잡한 안전해석 절차를 통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GUI 구현을 통한 안전해석코드의 단일운 체제 수립과 안전해석코드 검증을 위

한 안전해석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수

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비 연구

를 수행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개발 예비 연구

  - 안전해석 분야간의 연계 분석

  - CATHENA 및 PRESCON2 코드 간의 연계 변수 및 GUI 예비 구현

  - GUI 구현을 위한 PC 버전의 코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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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류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고려사항 검토

  - 예시 데이터베이스 작성

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개발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 운 체제의 개발을 위해 현재 중수로의 안

전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코드들의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하 고 국내외의 기술 현

황을 수집 및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현 안전해석코드인 CATHENA 및 

PRESCON2 코드의 입출력 구조 및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또한, 코드의 연계 및 GUI (Graphic User 

Interface) 개발을 위해 PC용으로 변환된 두 코드들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한 예시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 두 코드 모두 대체적으로 workstation용 버전의 

계산결과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결과와 일치하 고 향후 GUI 개발 시에 기

본 계산 코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연계코드의 GUI를 개발 계획을 수립

하 고,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앞서 GUI 예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 다. GUI개발

을 위한 도구로서 Visual C++언어를 선정하 으며, GUI의 개발은 정확한 코드의 

구조 및 흐름을 파악해야하며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앞으로 

CATHENA 및 PRESCON2 코드들의 소스코드 검토와 함께 GUI의 본격적인 개

발이 수행될 것이다.

셋째, 중수로 안전해석용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월성 원자력발전

소 등 가동중 발전소 자료 및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심 및 열수력 실험에 대한 

자료의 현황을 조사 및 수집하 다. 수집된 노심 및 열수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화를 위한 정리 및 분류작업이 착수되었으며, 최종 목표인 web version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제시하 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해 예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의 프로그래밍을 수행하 다. 이는 차후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시 

수정 보완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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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Preliminary Study for Unified Management of CANDU Safety Codes and 

Construction of Database System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CANDU safety cod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 be 

used in the safety analysis. CANDU safety analysis starts from the initiation 

of accident and finally ends with the dose calculation passing through a 

series of safety analysis fields, although the safety analysi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deals with the individual phenomena conservatively. In 

this way, CATHENA code predicts the thermal-hydraulic system behavior 

using the inputs from physics calculations and produces the inputs used for 

the analysis of fuel integrity, moderator system, and contain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the Graphical User Interface(GUI) for 

the unified management of CANDU safety codes and to construct database 

system for the validation of safety codes, for which the preliminary study is 

done in the first stage of the present work.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Preliminary study for unified management of CANDU safety 

codes

  - Investigation of the interactive variables between CATHENA and 

PRESCON2

  - Beta version of GUI system

  - Validation of PC versions both for CATHENA and PRESC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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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liminar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system

  - Classification of database systems

  - Considerations of the structures of database systems

  - Beta version of GUI for database system

Ⅳ. Research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work and its application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3 items.

First, the characteristic and structure of the CANDU safety codes used 

for unified management system are studied. For this purpose, the input and 

output structures and data flow of CATHENA and PRESCON2 are 

investigated and the interaction of the variables between CATHENA and 

PRESCON2 are identified. Furthermore, PC versions of CATHENA and 

PRESCON2 codes are developed for the interaction of these codes and 

GUI(Graphic User Interface). The PC versions are assessed by comparing the 

calculation results with those by HP workstation or from FSAR(Final Safety 

Analysis Report). The results by PC versions well agree with those by the 

reference calculations. These PC versions will be used to develop GUI system 

in the future.

Second, preliminary study on the GUI for the safety codes in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are done. The sample of GUI programming is 

demonstrated preliminarily. Visual C++ is selected as the programming 

language for the development of GUI system. The GUI programming is so 

related to the structure of CATHENA and PRESCON2 codes that GUI model 

will be gradually improved with source program of the codes.

Third, the data for Wolsong plants, reactor core, and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execut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re collected 

for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system. The collected data for core and 

thermal-hydraulics are classified following the structure of the database 

system, of which two types are considered for the final web-based database 

system. The preliminary GUI programming for database system is 

demonstrated, which is updated in the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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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내 고유의 중수로 안전성 평가체제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1999년 월성 

원전에서 발생된 일련의 중수누설 사건으로 인하여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 평가

체제 및 기술능력 배양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동중 중수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수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

계 (KEPRI) 및 원자력연구소 (KAERI) 중심의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 향상 기

술개발 연구”와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 “중수형원자로 안전규제 기술요건 

개발”과제의 제 1단계 연구가 2000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추진되어 중수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에 주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는 중수로 안전해석 체계와 관련된 전산코드의 표준화 및 신뢰도 확보를 추진하

고 월성 2/3/4호기 설계 기술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기에 사용된 전산코드 

해석 기술을 학계 및 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중수로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들은 서로 다른 코드들과 상호 연계를 

가지며 사고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중수로 사고해석은 한가지 사고에 대해서 각

각의 현상 혹은 해석 단계를 보수적으로 처리해왔던 종래 가압경수로의 사고해

석 방법과는 달리 사고발생부터 선량계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고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CATHENA 코드[1]는 노심해석으로 부터 노

심 열출력 및 정지신호 등을 입력받아 계통전반의 열수력 거동을 모사하고, 핵연

료 건전성과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 그리고 감속재 계통과 격납건물의 해석 

(PRESCON2 코드[2] 사용)의 입력 자료를 생산한다.

따라서, 복잡한 안전해석 절차를 통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GUI 구현을 통한 안전해석코드의 단일운 체제 수립과 안전해석코드 검증을 위

한 안전해석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수

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비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 운 체제의 개발의 첫 단계로써 현

재 중수로의 안전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열수력 관련 코드들의 입출력 구조 및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 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하여 연계코드에 대한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초안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 생산되어진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는 다양한 Benchmark 해석 및 sample test run을 통하여 검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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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될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통합운 시스템은 

향후 기술수출에 대비하여 국내․외 지적소유권 등록을 추진할 것이다. 

중수로 안전해석용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가동중

인 중수로의 노심 및 열수력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월

성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 노심 및 열수력 자료의 현황을 조사․수집하 다. 수

집된 노심 및 열수력 자료를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필

요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방안을 연구하 다. 또한 데이터베이

스를 인터넷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eb version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의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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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분석을 위한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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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개발 

예비 연구

제 1 절  안전해석 분야간의 연계 분석

1. 노물리 해석

노물리 해석분야[3]에서의 주요 목표는 냉각재상실 사고 이후의 원자로 출력 

펄스와 이에 따른 원자로 트립 과정에서의 원자로 출력 과도상태를 분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노물리 코드로서 RFSP의 CERBERUS 모듈과 열수력 코드인 

CATHENA MOD3.5b를 상호 연계하여 노심 내 출력 분포를 계산한다.

출력 펄스는 파단하류 노심 채널에서의 기포화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이 채널들은 다른 3개의 노심경로의 것 보다 더 자세히 모델된다. 즉, 

CATHENA의 열수력 모델에서는 노심 초기 출력, 채널 고도 및 모관/피더의 연

결고도에 따라 파단하류 노심 경로에서의 95개 채널들을 7 개의 그룹으로 평균

한 다중평균채널이 사용되고 다른 3개의 노심 경로는 각각 하나의 평균채널로 

모델된다.

각각의 계산 단계에서 CATHENA는 특정 노드에서의 냉각재 도, 온도, 그

리고 핵연료 온도 등을 계산하고 이들 계산 결과는 다시 CERBURUS 모듈의 입

력자료로 사용되어 노심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여기서 구한 노심 출력분포는 다

시 다음 단계 계산에서의 CATHENA 계산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노심의 격자 특성은 RFSP 내의 격자 코드 POWERPUFS-V 모듈을 사용하

여 계산하는데, 격자의 기학학적 자료, 감속재 및 냉각재 순도 및 독물질 농도 

등을 입력자료로 하여 핵연료 및 반사체의 반응단면적을 구한다.

초기의 정상상태 노심 조건으로 초기 및 평형 노심 모델이 있다. 이 두 노심 

모델의 극한 조건 하에서 냉각재 배관파단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CERBURUS 모듈로 냉각재 배관파단 사고 과도현상을 모사한다. 초기 노심 상

태는 SIMULATE 모듈을 사용하여 구하는데, 주어진 초기 상태에서부터 플루토

늄 첨두 시기를 거쳐서 다시 장시간 정지 상태로 유지된 후 8시간 동안에 전출

력으로 증가된다고 가정한다. 평형노심 모델의 경우에는 TIME-AVER 및 

INSTANTAN 모듈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SIMULATE 모듈을 통해 채널 크립 

효과가 고려된 평형노심 모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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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과도 계산결과에 의하면 제 2정지계통은 제 1정지계통 보다 늦게 트립되

어 첨두 상대출력은 제 2정지계통의 경우가 더 높다. 그러나 제 2정지계통은 보

다 빠르게 정지되어 누적 출력은 제 2정지계통의 경우가 더 낮다. 따라서 안전해

석에서의 CERBURUS 분석은 제 1정지계통(인허가 관점에서 2개의 정지계통중 

덜 효과적인 정지계통 1개만 유효)을 사용한다. 제 1정지계통은 정지봉만 모델 

되어있고 보수적으로 가장 유효한 정지봉 2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중

성자 트립에 대한 정지계통의 계측기 반응 모사는 TRIPDPG 코드를 사용한다. 

트립시간은 제 1정지 계통의 두 번째 트립 (중성자 고출력변화율)으로 정해진다.

2.  열수력 해석

대형 냉각재 배관파단 사고의 열수력 분석[4]은 계통 및 단일 채널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초기 원자로 출력은 원자로 총출력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03%로 

가정한다. 파단 사고 이후의 노심 출력의 변화는 계통 및 단일 채널 모델 모두 

노물리 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진다.

계통 모델에서는 두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일차계통, 이차계통 및 비상노심

냉각계통을 포함한다. 파단하류 노심 경로가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다중평

균채널 모델과 이 7개 채널들을 다시 한 개의 평균채널로 단순화한 단일평균채

널 계통모델이 사용된다. 이때 단일평균채널 모델의 파단하류 노심 경로에 대한 

출력 변화는 7개 채널들에서의 출력 값을 평균한 것이다. 세 곳의 파단위치 (입

구 모관, 출구모관 및 펌프 흡입관) 와 파단 크기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파단 위치에서 가장 높은 피복관 온도 및 압력관 온도를 갖는 경우를 조사한

다. 각 파단위치에서의 100% 파단 이후 파단방출 과도상태는 격납건물 해석에 

사용된다.

단일 채널 모델에서는 A9, O6, O6_mod, S10 및 W10을 모델한다. 각 모델은 

입구 및 출구 모관, 피더, 종단이음 및 핵연료 채널의 모델만 포함한다. O6_mod 

채널은 O6 채널과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채널출력 및 채널 중간에 

위치한 두 다발의 출력을 각각 7.3 MW 및 935 kW 의 인허가 한도로 수정하

다. 입구 및 출구 모관 조건의 과도 상태 조건은 계통 결과에서 얻어진 경계조건

을 사용한다. 단일 채널 계산에서 얻어지는 냉각재 온도 및 압력과 핵연료 피복

재와 냉각재 사이의 열전달 계수는 자세한 핵연료 해석에 사용된다.

3.  핵연료채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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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채널 해석에서는 압력관 및 핵연료채널 거동을 평가한다. 핵연료채널 

분석의 목적은 핵연료채널의 건전성을 증명하고 냉각이 가능한 기하학적인 구조

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ATHENA MOD3.5/Rev. 1 코

드를 사용하여 전체 계통모사로부터 예측된 모관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단일채널

을 모사한다.

1) ECCS 주입이 가용한 경우

ECCS 주입이 가용한 경우 핵연료채널 건전성의 평가는 압력관/칼란드리아

관 접촉 이전과 이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압력관이 원주방향으로 비균일하게 가열될 때 압력관은 칼란드리아관과 접촉 

전에 국부적으로 변형하여 파손된다. 압력관의 원주방향 열적구배는 다음중 하나

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 열수력 효과: 채널내 성층화된 냉각재의 향

- 베어링패드/압력관 접촉

- 핵연료봉/압력관 접촉

이중 베어링패드와 핵연료봉에 의한 압력관 접촉의 모사는 CATHENA 코드

에서 고체간의 접촉열전달 모델인 “SOLID-SOLID CONTACT MODEL"에서 유

효한 열전달계수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압력관은 고온 및 냉각재 고압상태에서 변형되어 주위 칼란드리아관과 접촉

하게 된다. 고온의 압력관과 상대적으로 저온의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접촉이 일

어나면 칼란드리아관 주위의 감속재로 열속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배

관파단 사고시 감속재는 열침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압력관 변형은 

CATHENA 코드에서 “FUEL CHANNEL DEFORMATION MODEL"을 사용하

여 모사한다.

2) ECCS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중사고로써 ECCS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채널해석은 초기 블로우다운 평

가단계 (fornt-end) 와 압력관/칼란드리아관 접촉이 이루어진 후인 블로우다운이

후 평가 단계 (back-end) 로 나누어진다. 블로우다운 평가에서는 ECCS가 가용

한 경우에서와 같이 CATHENA 코드를 이용하지만 블로우다운이후의 분석은 

CHAN-II/A MOD2.0 코드를 사용한다. 즉, CATHENA 코드를 사용하여 초기 

블로우다운 시기까지는 핵연료 온도, 압력관 온도, 그리고 압력관의 원주방향 변

형율을 계산한다. 이후 블로우다운시기 종료 시점에서 얻은 값들을 CHAN 코드 

계산의 초기 값으로 사용하여, 저증기유량 조건하에서 핵연료 및 핵연료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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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및 기계적 거동 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서 격납건물로의 핵분열 생성물 및 

수소 방출에 대한 증기유량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또한 압력관/칼란드리아관 접

촉 이후 감속재로의 열부하를 계산하여 감속재 해석분야에서 감속재 내 3차원적

인 온도 구배를 계산하는데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4.  감속재 해석

감속재 해석의 목적은 압력관이 부풀어 칼란드리아관에 접촉할 때 칼란드리

아관의 건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감속재 온도 및 과냉각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다. 체적평균 온도는 1차원 MODSTBOIL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감속재내의 

온도분포 계산을 위해서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에서는 3차원 PHOENICS 코드

를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코드인 CFX-4.3를 이용해 개발된 3

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한다.

파단회로내 압력관/칼란드리아관 접촉을 통한 감속재로의 열전달은 

CATHENA/CHAN 분석으로부터 얻어진다.

5.  핵연료 해석

핵연료 해석의 목적은 파단회로에서 핵연료로부터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과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초기 정상상태에서 각 핵연료봉의 간극에 존재하

는 핵분열생성물의 양 (간극재고량)을 ELESTRES 코드로 계산한다. 과도상태 

이후에는 ELOCOA 코드로 각 핵연료봉의 파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파

손된 핵연료봉에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정상상태에서 해당 핵연료봉 

내에 존재한 간극재고량이라고 가정한다.

ELESTRES 코드에 입력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핵연료 소결체 및 피복관의 

기하학적 자료와 물성치, 노물리 해석으로부터 구한 출력과도경계곡선 및 핵연료 

다발에서의 출력/연소도, 그리고 정상상태 열수력 해석에서 구한 냉각재 온도 및 

압력, 피복재-냉각재 열전달계수 등이다. 이러한 입력자료를 통해서 단일 핵연료

봉 내의 핵분열생성물의 재고량과 분포를 구하고 초기 핵연료 조건인 내부 기체 

압력, 핵연료 온도, 소결체의 온도 및 변형율 등을 계산한다. ELOCA 코드는 

ELESTRES로 부터 구한 초기 핵연료 조건, 노물리 해석으로부터 구한 출력펄

스, 그리고 과도상태 열수력 해석에서 구한 냉각재 경계 조건들을 사용하여 핵연

료과도상태 거동을 분석한다. 즉, ELOCA 코드는 과도상태 동안 핵연료 및 피복

관 온도, 피복관 인장 및 변형율, 피복관 산화를 계산하고 각 출력/연소도 핵연료



- 8 -

봉군 내에서 주어진 연소도 하에서의 핵연료봉 파손기준 이상의 출력을 지닌 핵

연료봉의 수를 합함으로써 파손이 예측되는 핵연료봉의 수를 평가한다.

ECCS 주입이 불가능한 과도상태의 경우에는 ELOCA 계산 대신 여러 가지 

증기유량하에서 CHAN 코드를 사용한 블로우다운이후 평가로부터, 대표 채널들

내의 각 링에 위치한 핵연료봉에 대한 온도를 얻는다. 이 온도와 CORSOR 상관

식을 사용하여 채널내 각 링에 위치한 핵연료봉에서의 구속재고량에 대한 누출

분율을 예측한다.

6.  격납건물 해석

격납건물 열수력 분석에서는 파단으로부터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에 의한 격

납건물 압력 및 온도 과도 상태를 계산한다. 격납건물로 증기, 냉각재 및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에 대해서 아래 목표들 중 한가지 이상에 대해 평가한다.

- 격납건물 첨두압력 (PP)

- 격납건물 압력종속 신호의 발생 (PS)

- 원자로건물 내부 벽을 통한 압력차 (DP)

- 격납건물내 수소 농도 (HC)

- 외부로의 방사성핵종 누출 (RR)

격납건물내 첨두압력 평가에서는 격납건물 설계 압력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

이고, 수소 농도 평가에서는 수소 농도가 폭연이나 폭발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히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선량계산을 위해서 방사성핵종 누출량을 

결정한다.

격납건물 열수력 코드로는 PRESCON2-VER 0.610을 사용한다. PRESCON2 

코드는 살수과정, 국부공기냉각기, 벽으로의 열전달, 계기용공기 유동, 추가적인 

열부하, 격납건물격리, 파열벽 및 파단방출에 의한 순간기화 등에 대한 부모델을 

포함한다. 격납건물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은 장기 ECCS 주입시까지 

CATHENA 계통 모사로부터 얻는다. 장기적인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은 ECCS 회

복 단계를 모사하는 PRESCON2 코드내의 단순 일차계통 연계 열수력 부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CCS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냉각재계통의 냉각재가 고갈되는 시점까지

의 CATHENA 계산 결과를 이용하고 핵연료가열 시작 후에는 CHAN 코드 분석

에서 얻은 격납건물로의 방출에 대한 출력자료인 증기유량, 증기/수소의 온도 및 

수소 발생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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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ATHENA 및 PRESCON2 코드 간의 연계변수 

및 GUI 개발 예비 연구

1.  CATHENA 및 PRESCON2 코드 간의 연계변수 검토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중수로 코드 단일운 체제 및 GUI 개발을 위한 선

행 작업으로서, LOCA시 중수로 계통 열수력 분석 코드인 CATHENA[1]와 격납

건물 압력 응답분석 코드인 PRESCON2[2]의 상호 연계 변수들을 검토하 다. 열

수력 계산에 있어 CATHENA 코드와 PRESCON2 코드의 상호 관계는 그림 1에

서 볼 수 있다. CATHENA 계통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 및 질량 방출의 정보가 

PRESCON2 코드에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즉, PRESCON2 코드의 입력자료로 사

용되는 *.PRS 파일은 CATHENA 분석결과인 혼합체의 질량유량, 혼합체의 엔탈

피, 그리고 혼합체의 비체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연계변수들을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CATHENA 코드에서 PRESCON2 코드로 전달되는 연계변수

Parameter CATHENA Variable Name Description

Wm MFLO:L-IHD8>BREAK1 Mixture Mass Flow Rate

hm HMIX:IHD8(1) Mixture Enthalpy

νm=1/ρm 1 / ROMIX:IHD(1) Mixture Speci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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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 개발 방안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 코드 단일운 체제 개발에 대한 선행 단계로 GUI의 

구성 및 개발 방안을 검토하 다. GUI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검토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 GUI 구현을 위한 컴퓨터 언어 선택

• 전산코드 언어: 대부분의 공학용 코드가 Fortran 77로 제작되었음을 숙지

• 전산코드와 GUI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 윈도우 운 체제를 기반으로 한 GUI 및 사용자 플랫폼과의 독립성

본 연구에서는 GUI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Visual C++를 잠정 

결정하 으며, 이는 Visual C++언어가 타 언어에 비해 다루기가 다소 어려운 점

은 있으나, 가장 강력한 기능 및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Visual C++언

어를 이용하여 앞서 검토한 CATHENA 및 PRESCON2 코드간의 연계변수들을 

고려하여 중수로 코드 통합시스템에 대한 예시 GUI를 제작하 다. 그림 2는 두 

코드의 연계변수들이 고려된 통합시스템의 main 화면의 구성을 나타낸다. 사용

자는 pre-processing 단계로서 파단부위(Break Location), 파단크기(Break Size)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계산에서 사용될 CATHENA 및 PRESCON2코드의 Input 

등의 각종 파일들을 입력할 수 있다. PRESCON2의 경우 User Input을 사용하면 

popup 창이 생성되며 사용자는 계산 성격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선택하게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 코드 시스템을 실행하면 각 변수들에 대한 실시간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3은 CATHENA 코드 계산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사 데

모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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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수로 통합 코드 시스템 main 화면 예시

그림 3  CATHENA 계산결과 실시간 모사 데모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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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UI 구현을 위한 PC 버전의 코드 개발 및 검증

1. CATHENA 코드 PC 버전 개발

GUI 작업에 앞서 기존의 CATHENA/MOD3.5 Rev1 코드는 HP Unix 운

체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GUI System을 구현하는데 워크스테이션 사양이나 버

전에 따른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PC용으로 

CATHENA 코드를 개발하 다.

HP 버전의 CATHENA 코드의 소스 파일은 38개의 헤더 파일과 20개의 포

트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포트란 파일은 다수의 서브루틴을 포

함하고 있어서 컴파일이 간편해지지만 디버깅이나 코드 구조 분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Unix 상에서 “fsplit"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서브루틴 

단위로 파일을 분리하 고, 그 결과 총 829개의 포트란 파일을 생성하 다. 또한 

Unix 시스템 관련 변수인 host name, 날짜, 시스템 clock, CPU time의 변수들을 

Compaq 비주얼 포트란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환경에 맞게 수정하 다. plot 관

련 서브루틴들도 새로운 컴파일러에 맞게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컴파일을 수행

한 다음 PC 윈도우 운 체제에서 작동하는 실행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

지 기술한 PC 버전 개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브루틴 단위의 포트란 파일로 분리 (829개)

• 초기 화면, 실행 날짜 및 CPU 시간 관련 파일 수정 (batlog.f, cptime.f, 

gnodnm.f, gusrnm.f, intlog.f)

• plot 관련 서브루틴 수정

• Compaq 비주얼 포트란으로 컴파일 및 실행파일 생성

2. CATHENA 코드 PC 버전 검증

개발된 CATHENA PC 버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월성 2/3/4호기 입구모관 

35% 파단사고에 대해 FSAR[4]의 경우와 HP-Workstation에서 계산한 결과를 

PC용으로 개발된 CATHENA 코드와 비교 검증하 다. 

계산에 사용된 각각의 초기조건은 표 2와 같으며, 또한 입구모관 35% 파단

사고에 대한 사건전개는 표 3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CANDU 원자로계통에 

대한 nodalization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nodalization은 각각 그림 4와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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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다. 

파단방출 유량 및 엔탈피를 그림 6과 7에 나타내었다. 파단발생후에 파단 입

구모관(IHD8) 압력은 급속하게 감소되고 다른 모관 압력도 곧 감소한다(그림 8, 

9, 10). 핵연료 채널내 기포화는 원자로 출력을 증가시키고 원자로는 고출력 증가

율 신호(두번째 트립)에 의해 파단후 즉시(0.43sec) 트립된다. 원자로 압력이 냉

각재 상실사고 및 회로격리 신호 이하로 감소되면,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HPECC) 주입밸브가 개방되기 시작하고 회로 격리밸브가 닫히기 시작한다. 회

로격리 신호발생 20초 후에 파단회로는 비파단회로와 격리된다. 냉각재 상실사고 

신호발생 30초 후에 증기발생기 급냉이 시작된다. 파단회로가 고압 비상노심냉각

수 주입압력 이하로 감소될 때, 고압 비상노심냉각수는 파단회로로 주입되기 시

작한다(그림 11). 비파단회로는 파단회로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비파단회로 압력

은 파단회로 보다 높고 비파단회로로는 비상노심냉각수가 주입되지 않는다(그림 

12).

사고 직후에 파단력과 펌프수두가 균형을 이룰 때 짧은 기간 동안의 유동정

체가 파단하류 채널(제4노심경로)에서 발생한다(그림 13). 결과적으로 핵연료와 

압력관은 가열된다(그림 14). 계속되는 펌프수두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정체가 끝

난 후에 핵연료 온도는 감소한다. 62초경에 비상노심냉각수의 주입유량이 파단 

방출유량을 초과하여 파단회로는 재충수되기 시작한다(그림 15). 

파단력과 저하되기 이전의 펌프수두 때문에 파단상류의 채널(제3노심경로)은 

주입 이전에도 잘 냉각된다. 그러므로 단지 약간의 가열만이 예견된다. 주입이 

시작된 후 펌프수두가 저하되더라도 파단력은 이 노심경로에서 IHD6에서 OHD7 

방향인 정방향으로의 재충수에 도움을 준다. 

파단하류 노심경로에서는, 저하된 제4펌프 수두에 의해 증가되는 모관 사이

의 부압력차로 인하여 OHD5에서 IHD8 방향인 역방향으로 재충수된다. 176초경

에 냉각재펌프는 트립되어 감속되기 시작한다. 파단이 유일한 주된 구동력이므로 

제3증기발생기(SG3)를 우회한 OHD5와 IHD6로의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으로 파단

방향으로 재충수된다. 그 결과로서 제3증기발생기는 유동정체가 된다.

중압 비상노심냉각수(MPECC) 주입은 고압 비상노심냉각수가 고갈되는 

(FSAR: 293초, HP: 282초, PC: 298초) 시점에 시작된다. FSAR, HP, 그리고 PC 

계산에서는 각각, 678초, 671초, 677초에 저압 비상노심냉각수(LPECC)가 주입되

기 시작한다(그림 16). 냉각재 펌프가 트립되었기 때문에 장기 유동패턴은 파단

에 의해 지배된다. 파단상류의 노심경로에서는 정방향이고 파단하류 노심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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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역방향이 된다. 파단회로에서는 증기발생기가 열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 냉

각은 저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으로 유지된다. 

회로격리 이전에 파단회로에서는, 초기에 냉각재가 파단회로로 방출되지만 

가압기에 의해 다시 보충된다. 냉각재 재고량은 격리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

압기에서의 보충으로 인하여 초기 재고량 보다 높다(그림 15). 유량은 높게 유지

되고 냉각재 펌프 트립 이전에는 핵연료 가열이 발생되지 않는다. 냉각재 펌프 

트립 이후 모관 사이의 압력차는 급속하게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비판단

회로의 노심경로에서 유량은 감소하고 기포화가 약 195초경에 시작된다. 약 

250kg/sec의 자연순화 유량이 형성되고 정방향 유동을 유지한다. 비상노심냉각수

가 주입되지 않더라도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로 인해 핵연료의 적절한 냉각

이 유지된다. 비판단회로의 장기냉각은 2상 자연순화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계속

적인 열제거로 유지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발된 PC용 CATHENA 코드는 FSAR 및 기존의 

Workstation용 CATHENA 코드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그 계산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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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일평균채널 계통모델에 대한 초기조건 (103% 출력) 

월성 2/3/4 FSAR CATHENA 

1경로 2경로 3경로 4경로 1경로 2경로 3경로 4경로

RIH 압력 [MPa(a)] 11.4 11.4 11.4 11.4 11.354 11.354 11.355 11.356

RIH 온도 [℃] 268 268 267 268 267.7 267.7 267.5 267.6

ROH 압력 [MPa(a)] 10.0 10.0 10.0 10.0 10.022 10.022 10.025 10.023

ROH 온도 [℃] 310 310 311 311 310.49 310.49 310.50 310.50

ROH 유량 건도 [%] 4.8 4.8 4.6 4.7 4.8 4.8 4.6 4.7

펌프흡입구 압력 [MPa(a)] 9.58 9.58 9.58 9.58 9.58 9.5798 9.5809 9.5827

냉각재펌프 압력차 [MPa(d)] 1.80 1.80 1.80 1.80 1.802 1.802 1.802 1.801

노심 유량 [kg/sec] 1897 1897 1897 1899 1897.1 1896.5 1897.3 1898.8

경로당 핵연료 출력 [MW] 527.875 527.875 527.875 527.875 527.875 527.875 527.875 527.875

펌프 출력 [MW] 16 16

이차측으로의 열전달(SG 당) [MW] 532 531 532 532 532.34 530.70 531.67 531.02

가압기 수입 [m] 12.48 12.475

증기드럼 압력 [MPa(a)] 4.69 4.69 4.69 4.69 4.6903 4.6912 4.6904 4.6898

증기드럼 온도 [℃]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총 증기유량 [kg/sec] 1018 1061.375

총 급수유량 [kg/sec] 1061 1060.709

급수 온도 [℃] 186 186 186 186 186.03 186.03 186.03 186.03

증기발생기내 재순환비 5.1:1 5.1:1 5.1:1 5.1:1
1347.0:
268.35=
5.019:1

1351.6:
258.65=
5.225:1

1350.9:
266.30=
5.073:1

1350.4:
267.41
=5.0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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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일평균채널 계통모델을 사용한 35% 원자로 입구모관 파단의 

사건전개 

사     건
35% RIH (파단면적 : 0.07455m

2
) : [sec]

FSAR
1)

HP Run
2)

PC Run
3)

0.1초에서의 파단 방출 [kg/sec]
첨두방출 (도달된 시간)

5470 
5570 (0.3sec)

5470.66
5565 (0.3sec)

5470.66
5565 (0.3sec)

(40% RIH 펄스를 사용한) 원자로 트립 
(두번째 SDS 트립)

0.43 0.43 0.43

 LOCA 신호 8.6 8.5715 8.571

회로격리 개시 8.6 8.5715 8.571

회로격리 완료 28.6 28.5715 28.571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개시 
(첫번째 파열관 파열) 

37.8 37.97 37.969

증기발생기 급냉 개시 38.6 38.6156 38.615

터빈 조속기 밸브 완전 닫힘 40.1 40.0087 40.0

파단회로의 재충수 시작 
(재고량이 증가하기 시작)

62 62.03 62.02

IHD6 첫 번째4) 재충수 77 71.02 71.0

OHD5 첫 번째 재충수 82 87.0 87.0

제 3노심경로 평균 핵연료채널 재충수 127 130.0 121.0

OHD7 첫 번째 재충수 152 157.03 140.0

냉각재 펌프 트립 176.4 176.61 176.607

제 1노심경로 평균 핵연료채널 기포화 시작 195 195 197.0

제 2노심경로 평균 핵연료채널 기포화 시작 195 195 197.0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종료 및 
중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개시

292.8 281.7 297.606

IHD8 첫 번째 재충수 585 587.02 579.0

중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종료 및 
저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개시

678.1 671.0703 677.122

1) 월성 2, 3, 4호기 최종안전분석보고서에 수록된 결과
2) HP-Workstation에서 Run한 결과
3) PC용으로 개발된 CATHENA로 Run한 결과
4) 첫번째란 그 모관이 첫 번째로 재충수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후의 과도상태 동안
에 
   기포화와 재충수가 다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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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NDU 원자로 시스템에 대한 CATHENA Nodalization (IHD8에서 파단)

그림 5  비상노심냉각계통의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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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35% 입구모관 파단시 파단부위(IHD8)에서의 

방출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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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35% 입구모관 파단시 파단부위(IHD8) 에서의 

혼합체 엔탈피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HP
 PC
 FSAR

M
ix

tu
re

 E
nt

ha
lp

y 
[k

J/
kg

]

Time [sec]



- 19 -

그림 8  35% 입구모관 파단시 원자로 입구모관 

압력 (HP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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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5% 입구모관 파단시 원자로 입구모관 

압력 (PC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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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5% 입구모관 파단시 원자로 입구모관 

압력 (F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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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5% 입구모관 파단시 파단회로로의 

비상노심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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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5% 입구모관 파단시 비파단회로로의 

비상노심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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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35% 입구모관 파단시 파단회로내 채널 

중간에서의 (총노심)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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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5% 입구모관 파단시 파단부위(Pass4, Bundle 

7)에서의 피복관 외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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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35% 입구모관 파단시 회로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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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35% 입구모관 파단시 비상노심냉각수 유량

0 200 400 600 800 10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HP      PC    FASR
HPECC     
MPECC     
LPECC     

EC
C

 F
lo

w
 [k

g/
se

c]

Time [sec]



- 23 -

3. PRESCON2 코드 PC 버전 개발

PRESCON2 코드는 격납건물 내 여러 지역에 대한 압력 및 온도 정보 뿐 아

니라 여러 방사성핵종 코드들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자세한 출력을 제공한다. 

PRESCON2 코드는 tracer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방사능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tracer란 자체 무게, 부피 및 에너지가 무시될만한 적은 양

의 안정화된 기체를 의미한다. 또한 코드는 10여 가지의 방사성핵종 거동을 모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PRESCON2 코드의 구조는 그림 17과 같으며, Ryan-McFarland 

FORTRAN77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 및 입력, 출력이 SI 단위로 표

현된다. 또한 MS-DOS 용으로 개발되었으며, APOLLP, VAX 또는 ATARI-ST 

기종에 적용할 경우는 약간의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Compaq 비주

얼 포트란 환경과 혼환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버전을 그

대로 비주얼 포트란으로 컴파일 할 수 있었다. 다만 노드와 링크수에 따라 헤더 

파일인 "common.blk" 내의 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PRESCON2 코드 PC 버전 예비 계산

사고와 분석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 nodalization 정도에 따라 분석에 사

용되는 격납건물 모델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첨두압력, 압력종속 신호 및 방사

성핵종 누출 계산 등과 같은 압력을 결정하는 평가에서는 공간 nodalization에 별

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원자로건물 격실을 결합하여 하나의 노드로 

모사한다. 그러나, 압력차 및 수소 농도 평가에서는 더 자세한 nodalization을 요

구한다. 3 가지 서로 다른 격납건물 nodalization을 사용한다. 압력차 및 수소 농

도 분석에 사용되는 상세 모델은 격납건물을 40노드와 80링크 구조(그림 18)로 

모사한다. 격납건물 내 첨두압력 분석에 사용되는 합성 모델(환기 및 중수증기회

수 계통 비포함)은 9노드와 25링크(그림 19)로 구성되어 있다. 환기 및 중수증기

회수 계통에 대한 합성 모델은 14노드 및 37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압력종속 신

호 및 방사성핵종 누출 분석에 사용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 4에 나타내었으

며, 그림 19는 격납건물 내 첨두압력 분석에 사용하는 9노드 25링크모델의 

nodalization이다. 표 5에서는 월성원자력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첨두압력 분석 시 사용된 정상 및 과도상태에 따른 격납건물계통의 가정을 요약

하 다.



- 24 -

표 4  PRESCON2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nodalization

모 델 목  적

40노드, 80링크 모델   압력차 및 수소농도 분석

14노드, 37링크 모델
  압력종속신호 및 방사성핵종 누출 분석

  (환기 및 중수증기회수계통에 대한 합성모델)

9노드, 25링크 모델   격납건물내 첨두압력 분석 (환기 및 중수증기회수계통 비포함)

표 5  월성 2,3,4호기 FSAR의 첨두압력(PP) 분석 시 사용된 격납건물계통의 가정 요약

계통

분석목적: 첨두압력 (PP)

대형파단 소형파단

ECC가용 ECC손상
IV등급전원상

실

ECC 및 

IV등급전원상

실

IV등급전원상

실

격납건물 외벽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격납건물 누설 누설 없음 누설 없음 누설 없음 누설 없음

124kPa(g)에서 

5%의

건물 용적

(하루당)

벽 및 내부구조물의 

질량과 표면적
하한 평가 과소 평가 과소 평가 하한 평가 하향평가

국부공기냉각기와 

냉각팬(IV 및 III 등

급 전원)

8 8 8 8 8

국부공기냉각기와 

냉각팬(IV 등급 전

원)

0 0 0 0 0

파열벽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건전함

파열문
개방 혹은 

폐쇄
- - - -

추가 열원
모터, 전등, 

원자로표면 및 

배관

모터, 전등, 

원자로표면 및 

배관

모터, 전등, 

원자로표면 및 

배관

없음

모터, 전등, 

원자로표면 및 

배관

격납건물 격리
사고발생과 

동시

사고발생과 

동시

사고발생과 

동시

사고발생과 

동시

압력신호/방사

능준위신호 중 

첫 번째 신호

살수계통
6개중

4개 헤더

6개중

4개 헤더

6개중

4개 헤더

6개중

4개 헤더

6개 헤더

모두

계기용공기 최대 공기주입 최대 공기주입 최대 공기주입 최대 공기주입 최대 공기주입

살수 “시작” 설정치 - 19 kPa(g) 19 kPa(g) - -

살수 “정지” 설정치 - 12 kPa(g) 12 kP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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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RESCON2 Subroutine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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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ode-Link Structure for Detailed Containment Model (40 nodes, 80 links)

  그림 19  Node-Link Structure for Lumped Model (9 nodes, 25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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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운 체제 및 GUI 개발을 

위한 PC용 PRESCON2(VER-610) 코드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해 예시계산을 수행

하 다. 계산에 사용된 평가 사고조건은 ECC 손상을 동반한 100% 출구모관 파

단이다. 계산에 사용한 nodalization은 격납건물 내 첨두압력 분석에 사용되는 9

노드 25링크 모델이다. 계산에서 파단부는 6번 노드(F/M Room 107)이며, 파단 

면적은 0.25940 m
2
으로 주어졌다. PRESCON2 코드는 계산 결과로서 *.PTA 파

일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격납건물의 온도 및 압력 거동의 결과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다.  본 예시계산의 목적에 따라 예시계산으로부터 격납건물 첨두압력 거동

을 확인하 으며, 이를 월성원자력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데이터와 

비교하 다(그림 20). 비교계산 결과 PC용 PRESCON2 코드가 당 계산 경우에서 

격납건물의 첨두압력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반(200초 이후)

의 압력거동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 으며, 이는 추

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고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

루어짐으로써 PC용 PRESCON2 코드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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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CC손상을 동반한 100% 출구모관 파단시의 격납건물 첨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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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수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방안

제 1 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형태

1.  개요

열수력 및 노심 자료의 분류를 위해서는 구축될 데이터베이스의 형식 및 체

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수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데이터

베이스는 그 형태 즉, 체계 및 구조에 따라 ‘수목형 데이터베이스’와 ‘검색형 데

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임시적으로 명명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세 한 활용도 

및 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실시한 후 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결정하여, 선

택적으로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게 된다.

2. 수목형 데이터베이스

수목형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각종 윈도우즈 환경의 윈도우 창과 유사한 구조

를 갖는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프로그램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상단에 각종 메뉴바와 도구상자들을 두는 방식으로, 이는 

윈도우즈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메뉴바에서 검색카테고리 (현상별, 파라미터별, 발단사고별, 계통별 검

색) 선택한 후, 이어서 나오는 팝업메뉴를 따라서 그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찾고

자 하는 데이터에 도달하게 된다. 검색결과로서 나오는 데이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며, 마지막 창에 그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제공되는 상세 정보들은 사용자가 찾아가

는 검색 경로에 따른 단계별 키워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각각의 자료들에 대

해 데이터베이스 작성자가 미리 지정해놓은 상세 정보(키워드)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어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마우스를 이용한 클릭만으로 최종적인 자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가 내장된 독립 프

로그램으로 제공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온라인 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툴을 shareware로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고 있는 서버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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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제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

해하기 쉽고, 단계별 검색 과정에서 해당단계에서 연관되는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시스템의 업데이트 측

면에서 용이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툴을 제공할 경우, 서버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는 가능하나, 툴을 업데이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경

우,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Visual Basic 프로그램 및 MS Office 프로그램 또는 

MS SQL Sever를 이용한다.

3.  검색형 데이터베이스

검색형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로서 프로그래머가 사전에 검색될 키워드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고 이를 웹서버로서 운용하게 된다. 사용자는 웹 환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

련된 자료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항목 선택하여 다시 정

렬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검색 시 여러 개의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며, 

'and' 또는 ‘or'를 사용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수목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단순하면서 강력한 검

색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단, 검색에 사용될 키워드 입력 시, 프로그래머는 

중요한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항상 웹 상에서 데이

터베이스를 접근하게 되므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시스템만을 갖고 있으면 언

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웹서버의 단점은 언제든지 바이러스의 침

투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 보안 및 방호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

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웹서버의 보안 및 방호체계의 구축은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시에 주기적인 점검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형태의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본 연구는 MS SQL 

Serve를 사용할 계획이며, 완전한 웹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제 2 절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의 중요 고려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의 측면이다.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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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

다.

• 프로그램 또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됨으

로서 사용자의 검색이 용이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꾸준한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의 정기적인 업데이

트가 용이해야 한다.

• 사용자의 활용 면에 충분한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사용자인터페이스(GUI)를 고려해야 한다. 

제 3 절  예시 데이터베이스 작성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 구축의 실질적인 요구조건들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 다. 예시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형태는 앞서 언급된 수목형 데이터베이스로서 Microsoft사에

서 제공하는 Visual Bas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 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하며, 그림 21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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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목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메인화면 구성



- 32 -

제 4 절  자료 분류방법 검토

1. 개요

확보된 자료들은 차후에 구축될 데이터베이스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므로 각

각의 자료에 대한 세 한 분류 및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작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및 기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

요한 부분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자료를 제대로 정리 

및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 3 절에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형태가 대략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분류 체계 및 각각의 데이터가 제공해야할 정

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열수력 자료 및 노심 자료의 수집 대상의 특성

상 자료의 분류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제 3 절에서 언급한 데이터베이

스의 시스템 유형에 따라 프로그래머가 자료에 부여해야하는 정보 또한 차이가 

있다. 다음은 이들 두 종류의 자료에 대한 분류방법 및 정보 분류방법이다. 

2.  열수력 자료의 분류방법

(1) 수목형 데이터베이스

열수력 자료의 정리 및 분류는 월성원자력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와 KINS/GR-111 및 KAERI/CR-129/2002 (KINS/HR-436) 등의 보고서에서 제

시한 사고 및 과도상태 및 그에 따른 현상의 분류와, CATHENA 코드 평가에 

사용된 실험들의 분류로부터 출발하 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관점으로

부터의 개별 자료에 대한 정보취득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공될 자료는 그래프 혹은 raw data

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수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이들은 데이터베이

스에서 표 6의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표 6의 정보들 중 1번 내지 4번은 자료의 정리 및 분류과정에서 분류하여 그

룹화 할 수 있도록 해줄 정보들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제공될 정보들이다. 

즉, 데이터베이스 작성 시 프로그래머는 각 데이터들에 대해 1번 내지 4번의 항

목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하며, 5번 내지 13번의 정보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1번 내지 4번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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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절차를 따라 검색작업을 수행하며, 원하

는 데이터 혹은 같은 검색분류에 속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찾아지면 개별 데

이터에 대해 5번부터 13까지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 

때 사용자는 자료의 요약문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3번 항목의 

데이터 유형이 그래프일 경우, 사용자는 그래프 형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 검색형 데이터베이스

검색형 데이터베이스 작성에서는 표 6의 정보들을 위주로 한 키워드들이 동

일한 수준(level)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각 자료에 대해 표 6의 1번 

내지 12번 항목들과 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입력값으로 주게 된다. 

또한 제목 및 요약문에 있는 주요 단어들을 키워드로서 입력하여 한 자료가 광

범위한 역에 걸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라 추가

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키워드로서 입력된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용자

의 검색창에 입력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나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

그래머는 최종적으로 선택될 각 자료들에 대한 정보 즉 표 6의 1번 내지 12번의 

항목에 대한 내용의 요약과 자료의 유형이 그래프일 경우에 대해 미리 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3) 주요정보들에 대한 분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 6의 1번 내지 4번의 항목들은 구조화된 

자체 분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변수는 실험에 따라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분류를 하지 않으며, 현상에 대한 분류 또한 실험에 따라 그 정의 및 

내용의 범위가 애매 모호하게 사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

고 및 관련계통/부품의 분류만을 하 다. 사고조건의 분류는 월성원자력 2/3/4호

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사고분류를 표 8에 나타내었고, 관련계통/

부품에 대한 분류는 KAERI/CR-129/2002 보고서로부터 열수력현상 관련 계통을 

선정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3. 노심자료의 분류방법

노심자료는 중수로 임계시설인 캐나다의 ZED-2 및 일본의 DCA에 대한 자

료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실험장치별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한 후, 자료조

사과정에서 얻어진 개별 자료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구분을 할 계획이다. 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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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의 유형에 따라, 수목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표 7과 같이 열수력 데

이터베이스와 비슷한 구조의 자료들이 입력된다. 검색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는 열수력 데이터베이스의 분류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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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목형 데이터베이스의 각 열수력 자료에 대한 정보목록

번호 구 분 정 보 비 고

1

기술정보

(Technical

information)

 열수력 현상

검색 절차 동안 선택 사항

(최초 1개 선택)

2  변수

3  관련가상사고

4  관련계통/부품 (BSI번호)

5  실험조건

최종 자료 선택 후

제공되는 정보

6  원자로 계통의 상태 (필요시)

7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실험명/실험장치명

8  논문/보고서 제목

9  초록/요약문

10  발표 저널명/학회명/회의명

11  발표 연도

12  연구수행기관

13
데이터 형태

(Data format)
 데이터: Raw data 또는 그래프

표 7  수목형 데이터베이스의 각 노심 자료에 대한 정보목록

번호 구 분 정 보 비 고

1
기술정보

(Technical

information)

 관심 현상 검색 절차 동안 선택 사항

(최초 1개 선택)2  변수

3  실험조건

최종 자료 선택 후

제공되는 정보

4  원자로 계통의 상태 (필요시)

5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실험명/실험장치명

6  논문/보고서 제목

7  초록/요약문

8  발표 저널명/학회명/회의명

9  발표 연도

10  연구수행기관

11
데이터 형태

(Data format)
 데이터: Raw data 또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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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월성원자력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체계 분류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일차계통
사고

냉각재
상실사고

대형파단

ECC가용

ECC상실

ECC가용+
IV등급전원상실

ECC상실+
IV등급전원상실

소형파단

ECC가용

ECC상실

ECC가용+
IV등급전원상실

ECC상실+
IV등급전원상실

압력관파단
ECC가용

ECC상실

채널유동차단
ECC가용

ECC상실

종단이음관파손
ECC가용

ECC상실

피더파단

ECC가용
정체파단

비정체파단

ECC상실
정체파단

비정체파단

단일증기발생기
세관파단

ECC가용

ECC가용+
IV등급전원상실

다중증기발생기
세관파단

ECC가용

강제순환상실사고 ECC가용

IV등급전원
완전상실

IV등급전원
부분상실

단일펌프트립

제어상실사고 반응도제어상실

조절상실 압력/재고량조절
상실

ECC가용

재고량조절상실
가압사고

감압사고

압력조절상실
가압사고

감압사고

증기 및 
급수 
계통사고

주증기관파단
ECC가용

외부파단

내부파단

ECC상실

급수계통고장 ECC가용

이차압력조절상실 ECC가용

감속재계통고장 ECC가용

차폐냉각계통고장 ECC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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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열수력현상이 고려되는 중수로 계통 및 기기의 분류

BSI #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Remark

30000  Reactor, S/G and Auxiliaries

31000  Reactor

31100  Fuel Channel Assembly YES

32000  Moderator System

32100  Main Moderator System YES

33000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33100  Main Circuit YES

33320  Pressure Control System YES

33410  Shutdown Cooling System YES

34000  Auxiliary System

34320  ECC and Recovery System YES

36000  S/G Steam and Water System

36100  Steam System YES

36110  Main Steam Supply YES

36140  S/G Pressure Relief System YES

37000  Fuel

40000  Turbine-Generator and Auxiliay

43000  Feedwater and Auxiliary System

43200  Condensate and main Feedwater System YES

60000  Instrumentation and control

68000  Safety System

68200  SDS1 YES

68300  SDS2 YES

68400  Containment YES

68500  Emergency Core Coo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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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수로 안전성 평가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해

석코드의 단일운 체제 수립과 안전해석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예비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개발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중수로 안전해석코드 단일 운 체제의 개발을 위해 현재 중수로의 안

전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코드들의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하 고 국내외의 기술 현

황을 수집 및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현 안전해석코드인 CATHENA 및 

PRESCON2 코드의 입출력 구조 및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 다. 코드의 연계 및 GUI (Graphic User Interface) 

개발을 위해 PC용으로 변환된 두 코드들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한 예시계산을 수

행하 다. 계산 결과, 두 코드 모두 workstation용 버전의 계산결과 및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의 결과에 부합하 지만, PRECON2 코드의 경우 PC 버전이 

workstation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 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검토가 요

구된다.

둘째, 사용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연계코드의 GUI를 개발 계획을 수립

하 고,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앞서 GUI 예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 다. GUI개발

을 위한 도구로서 Visual C++언어를 선정하 으며, GUI의 개발은 정확한 코드의 

구조 및 흐름을 파악해야하며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앞으로 

CATHENA 및 PRESCON2 코드들의 소스코드 검토와 함께 GUI의 본격적인 개

발이 수행될 것이다.

셋째, 중수로 안전해석용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월성 원자력발전

소 등 가동중 발전소 자료 및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심 및 열수력 실험에 대한 

자료의 현황을 조사 및 수집하 다. 수집된 노심 및 열수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화를 위한 정리 및 분류작업이 착수되었으며, 최종 목표인 web version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제시하 고,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예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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