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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증기폭발 현상은 서로 다른 크기 스케일을 가지는 다상, 다차원, 다물질로 이루져 

있다. 증기폭발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상은 크게 수 초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

는 혼합과정과 수 리초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폭발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혼

합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제트 붕괴 및 용융물과 상간의 열전달을 들 수 있으

며, 폭발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용융물의 미세 분쇄 및 이로 인한 급격한 열

전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크기 스케일은 초기에 주입되는 용융물

제트의 크기에서부터 미세한 분말까지 수 cm에서 수십 μm까지 매우 넓은 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용 전산코드는 그 개발이 어려우며 특히, 혼합과 폭발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검증 후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증기폭발 해석코드들의 신

뢰성을 검증하고자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가 2002년도에 발족하 다. 원자

력연구소에서는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 모델 에

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 증기폭발 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코드를 활용

하여 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SERENA 연구에서 

증기폭발 해석코드를 혼합실험, 폭발 실험, 혼합/폭발실험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원

자로에서의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 다.

혼합계산에서는 SERENA 연구에서 채택된 혼합 계산에서  비교 실험으로 선택된 

L-28 과 L-14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여기서는 물리적 및 전산 계산에 있어서 혼

합 모델과 제트붕괴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

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혼합 계산을 수행한 후에는 주어진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폭발 계산을 수행하 으며, 이 단계에서는 물리적 및 전산 계산에 있어서 폭발모델

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폭발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FARO L-33의 증기폭발 실험 데이타, KROTOS-44, TROI-13, TROI-BLIND 실험

에 대해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KROTOS-44, FARO L-33, 

TROI-13, TROI-Blind 등의 실험에 대한 혼합/폭발의 연속 계산을 수행하여 전산

코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로규모의 노내외 증기폭발 혼합/폭발의 연속계산을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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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computational model for the steam explosion phenomena should be able to 

describe the multi-phase, multi-dimensional, and multi-component phenomena at 

different length scales. The fundamental phenomena is a melt jet break up and 

an interfacial heat transfer between the melt and the two-phase mixture during 

the mixing phase which occurs in an order of seconds, and the 

thermal-hydrodynamic fragmentation and the heat transfer during the explosion 

phase, which occurs in an order of mili seconds. The length scale involved in 

those processes is widely spread from the scale of the jet diameter to the fine 

particles. 

So, constructing even a simplified model is a formidable task because the 

coherent verification through the mixing and explosion would be needed before 

the reactor calculation. The exercise of the computational model against the 

selected experimental data is a part of an internationally collaborated research 

called the OECD/SERENA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ursue a 

converged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hysics of the steam explosion 

phenomena,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ediction of the steam explosion load 

on a reactor scale and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models and 

experimental data. We have been participating the SERENA project with the 

TEXAS-V, which widely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team explosion load 

during a hypothetical severe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where a molten 

core material at a very high temperature is in contact with water. The results 

were arranged in this report. 

Two sets of experimental data are carefully selected for the validation of the 

major physical models of the computational model in the OECD/SERENA 

program. The experimental data of FARO L-14, L-28 was selected for the 

validation of the hydrodynamic jet break up model and the related heat transfer 

models. KROTOS-44, FARO L-33, and TROI-13 are selected for the simulation 

of the explosion fragmentation model and the relevant heat transfer models. The 

evaluated model was consistently used for the ex_vessel steam explosion 

calculations for the reactor condition, which was selected by the SEREN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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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증기폭발 실험은 증기폭발의 현상 파악 및 증기폭발 압력 및 하중 측

정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원자로규모에서의 증기폭발의 위해도를 평가하기

에는 스케일링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인자에 대해서 

실험을 통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기폭발 해석용 전산코드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전산코

드들은 다상, 다차원, 다물질로 이루어지는 증기폭발 해석을 여러 가지 규모

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증기폭발 현상은 서로 다른 크기 스케일을 가지는 다상, 다차원, 다물

질로 이루져 있다. 증기폭발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상은 크게 수 초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혼합 과정과 수 리초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폭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혼합 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제트 붕괴 및 용융물과 상간의 열전

달을 들 수 있으며, 폭발 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용융물의 미세 분쇄 

및 이로 인한 급격한 열전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크기 스케

일은 초기에 주입되는 용융물 제트의 크기에서부터 미세한 분말까지 수 cm

에서 수십 μm까지 매우 넓은 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용 전산코드는 그 개발이 어려우며 특히, 혼합과 

폭발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검증 후 활용이 요구된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코

드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가 2002년도에 

발족하 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모델 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

코드를 활용하여 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SERENA 연구에서 증기폭발 해석코드를 혼합실험, 폭발 실험, 혼합/폭발실

험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원자로에서의 증기폭발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

하 다.

증기폭발의 해석은 SERENA 계산과 동일한 일정으로 수행하 으며, 1

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모델 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코드를 활용하 다. 

SERENA에서 채택된 FARO L-28, FARO L-33, KROTOS-44, 

TROI-13, TROI-Blind 및 TROI-18 등의 혼합계산, 폭발계산, 그리고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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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의 연속계산을 통하여 전산코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로 규모의 노내

외 증기폭발 혼합/폭발의 연속 계산을 수행하 다. 따라서, SERENA 및 

TROI 실험해석의 목표는 달성하 으나, 더 많은 TROI 실험 해석을 차기 단

계에 수행할 예정이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증기폭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모델과 실험 데이터의 한

계를 인식하여 원자로스케일의 증기폭발 하중을 평가하고자 한다[2].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SERENA 국제공동연구 현황을 수록하 으며, 

3장에서는 TEXAS-V 코드의 검증 과정인 혼합 계산, 폭발 계산, 그리고 혼

합/폭발의 연속 계산을 수록하 다. 4장에는 3장에서의 TEXAS-V 코드의 

검증을 토대로 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노내/외에서의 증기폭발을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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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기폭발 해석코드 평가 및 SERENA 국제공동연구 참여

2.1 증기폭발 해석코드 평가

증기폭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험은 아주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경

제적인 이유 또한 증기폭발 현상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기폭발 실

험은 실제 일어나는 산업체의 스케일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로 수행된다. 그

러나 증기폭발은 스케일링 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1 대 1 스

케일 규모가 아닌 대규모 실험의 결과조차도 직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기폭발

의 모델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모델링을 통한 증기폭발 연구는 실험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

한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개

발되어 증기폭발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 코드로는 IFCI, TEXAS-V, 

PM-ALPHA & ESPROSE, TRACER-II, MC3D, MATTINA, VAPEX, 

IDEMO, JASMINE 등이 있다. 이들 전산코드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고, 특히 사실상 아직 원자로 규모의 증기폭발을 해석에 있어 최적화

된 해석 결과를 주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SNL의 Young[3]은 IFCI라고 불리는 증기폭발 모사 모델을 개발하

다. 이 모델은 2 차원적이며 수증기과 냉각수, 용융물과 고화된 용융물 등의 

4상으로 구성된 모델이다. IFCI에서는 용융물과 냉각수간의 열전달 및 운동

량 전달을 계산하기 위한 용융물 표면적을 표면적 수송방정식을 통해 계산

하고 있다.

∂Av
∂t
 + ∇∘(vmA v) =  ΓA                                 (1)

여기서, Av , v m , 그리고 ΓA는 각각 단위 부피당 용융물의 표면적, 용

융물의 속도, 표면적 선원항을 나타낸다.

TEXAS 코드[4,5] 는 증기폭발의 혼합 및 전파 과정의 일련의 완전한 

증기폭발을 모사할 수 있는 천이상태, 일차원적, 3상 유동모델이다. 이 모델

에서는 냉각수의 기상과 액상의 열적, 기계적 비평형을 허락하고 있으며, 좀 

더 현실적인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유동 역 천이를 다룰 수 있



- 4 -

게 하 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냉각수의 액상과 기상은 Eulerian 모델인데 

반해서 용융물은 Lagrangian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융

물은 각기 방울형태를 이루게 되어서 그 운동을 각기 추적 가능하게 된다. 

이 모델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Theofanous 등[6,7,8]은 증기폭발의 혼합 및 전파 과정을 해석하기 위

하여 2차원적, 3유체의 거동을 모사하는 PM-ALPHA와 ESPROSE-m를 개

발하 다. ESPROSE-m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순간적 Bond수로 표시된 용

융물분쇄 모델과 m-유체(냉각수 증기와 용융물 파편 그리고 포획 냉각수의 

개념 적용이다. 

m-유체 개념은 용융물 파편으로부터의 모든 열이 일부 냉각수에만 전

달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m-유체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양의 결정

에 있어서 정량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Theofanous는 

수은-냉각수 실험에서 분쇄된 질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 과 이

미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순간적 Bond수 형태의 용융물분쇄 모델을 

제시하 다.

Fr = nf
dM
dt
 = 

6α f

πl
3
f

dM
dt
 = 

1

t
*
b

α f|ul-uf| ρ lρ f/ l f             (2)

무차원화된 분쇄시간( t*b)과 각상에 대한 Bond수( Bo)는 다음 식으로 정

의된다.

t
*
b =  13.7Bo

- 1/4
i , Boi = 

3
8
1
σ
CDρ i |ui - uf |

2 l f
2          (3)

TRACER-II 모델[9]은 혼합부터 전파까지 증기폭발의 전체 과정을 하

나의 모델로서 일관성 있게 모사할 수 있는 천이상태, 3상, 2차원 전산코드

이다. 이 모델에서 용융물의 유동은 냉각수 및 수증기와 같은 Eulerian 유체

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상간의 열전달 및 운동량 전달 계산을 위한 

용융물 표면적 계산을 위해 용융물직경 수송방정식을 풀어서 용융물의 표면

적을 계산하고 있다. 이 용융물직경 수송방정식의 선원항으로 용융물 파쇄

(breakup)와 분쇄(fragmentation)로 기인한 용융물 직경 감소 효과가 삽입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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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fρ fL f
∂t

+∇∘α fρ fu fLf=-Γ bk-Γ fr                        (4)

여기서, α f, ρ f, L f, u f,Γ bk, 그리고 Γ fr  는 각각 용융물 분율, 용융물 도, 

용융물 직경, 용융물 속도, 용융물 파쇄로 인한 선원항, 그리고 용융물 분쇄

로 인한 선원항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CEA와 IPSN에서는 증기폭발의 3차원적 거동을 모사하기 위

하여 MC3D를 개발하 다.MC3D의 특징은 3차원적 거동을 모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MC3D의 분쇄 모형은 식(5)와 같다.

                                    (5)

여기서, t*=Cte Bo
-1/4, 이고 C = 0 일때는 bubbly flow를 나타

내며,C = 1 일때는 dropplet flow를 나타낸다.

IDEMO는 용융물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냉각수, 수증기, 데브리의 3

가지가 균등하게 섞인 물질이라고 가정한다. 즉, 용융물은 다음 식 에서와 

같은 가중 평균 도를 가진 가상의 유체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6)

일본의 JAERI와 NUPEC에서는 JASMINE 코드를 개발하 는데, 이 코

드의 특징은 용융물 제트를 증기폭발의 해 역에 포함하지 않고 용융물 제

트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용융물 입자만을 냉각수와 혼합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JAMINE 코드의 용융물 분쇄 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 셀 내부

의 기포계수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기포 계수에 따라 감소되는 용융

물 분쇄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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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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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RENA 국제공동연구 참여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5월, 

원자력 연구소에서 제 2차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

다. FARO L-28, FARO L-33 혼합 해석 결과에 대해 토의하 고, 증기 폭

발 대상 해석 실험을 선정하 다. 세계적인 실험인 FARO L-28, 33과 

KROTOS-44 실험과 함께 TROI 실험 2건(TROI-13 와 TROI-Blind)이 검

증 계산 대상 실험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TROI 증기폭발 실험 장치와 

실험 기술뿐 아니라, 실험 자료도 국제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이와 독립적으로 한불 원자력 상설 위원회에서 프랑스와 함께 

OECD 증기폭발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 

일이 성공한다면 OECD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제공동연구를 하게 된다

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의 신뢰도를 세계적으

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그림 1에는 

SERENA 참여 연구원들이 대전 회의때 TROI 실험동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 그림 2에는 SERENA 연구에서 검증 실험으로 채택된 TROI 

실험에서 폭발 압력 데이터이다.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의 참가기관 및 사용하는 증기폭발 해석

코드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SERENA 1단계 연구스케줄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SERENA 2단계 연구는 2005년 최종적으로 1단계 연구가 마무리 

되는 때에 가시화될 예정이다. SERENA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1단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5개의 계산으로 구성되

어 있다. 

SERENA TASK1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폭발에 관련한 초기조

건의 범위를 밝히고, 현재 가용한 증기폭발 해석코드들의 계산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현존하는 실험을 선정하 다. 

SERENA TASK2에서는 물리적 및 전산적 계산에 있어서 혼합 모델과 

제트 붕괴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실험 데이터의 한계와 단점을 밝혔

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FAROI L-33와 L-28의 혼합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 다. 

SERENA TASK3에서는 물리적 및 전산적 계산에 있어서 폭발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폭발 실험 데이터의 한계와 단점을 밝혔다.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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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FARO L-33, KROTOS-44, TROI-13, TROI-BLIND 실험에 대해 증기

폭발 계산을 수행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 다. 

SERENA TASK4에서는 앞에서의 실험에 대한 증기폭발 계산에 있어

서의 한계, 단점, 차이점 등이 원자로규모의 증기폭발 계산에서도 여전한지

를 밝혔다. 또한 원자로규모의 증기폭발에서 증기폭발로 인한 하중을 계산하

기 위한 중요 물리적 현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 다.

SERENA TASK5에서는 원자로규모의 증기폭발 해석에 있어서 불확실

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로 

하 다. 이번 연구 단계에서는 SERENA TASK2, TASK3, 및 TASK4를 수

행하 으며, 차기 연구 단계에서는 SERENA TASK5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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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XAS-V 코드 검증 계산

증기폭발의 해석은 SERENA 계산[2]과 동일한 일정으로 수행하 으며,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 모델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 코드[10, 11]를 활용하 다. 

혼합 계산에서는 SERENA 연구에서 혼합 계산에서 비교 실험으로 선택된 

L-28 외에 L-14과 UO2/ZrO2 구성비가 80:20인 TROI-18,19를 혼합 계산 대

상으로 선정하 다. 

표 3과 같은 혼합계산결과 중 TROI-18과 FARO L-28의 경우를 다음

에 예시하 다. TROI실험의 경우는 압력용기의 압력증가가 미미해서 그 결

과를 논하기는 어렵고, TEXAS-V 는 FARO-L14의 압력을 잘 예측하고 있

으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FARO L-28의 압력은 낮게 예측하 다. 

이는 현재의 증기폭발의 혼합 모델이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용융물제

트 직경의 효과, 압력 효과, 용융물의 바닥 퍼짐 효과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실제 원자로 조건에서 용융물의 직경에 유사한 FARO-L14 해석

에서 사용된 혼합 모델의 사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1 FARO 실험 및 TROI 실험 소개

FARO 실험은 그림 3과 같이 압력용기 속에 직경이 710 mm이고 높이

가 2,390 mm인 Test section이 들어가 있으며, Test section 상단부에 용융

물을 용광로로부터 전달을 받아 Test section에 투하하기 위한 용융물 전달

구조물이 들어가 있다. FARO 실험장치는 100 kg - 200 kg의 용융물을 직

경 10cm로 5 MPa의 고압 또는 0.5 MPa의 저압의 포화상태의 냉각수에 투

입하여 혼합되고 냉각되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FARO L-28 실험은 저압하의 냉각수에 용융물이 투하되었을때 혼합 

및 냉각되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실험으로, 온도가 3053 K인 8:2 코륨 175 

kg을 0.51 MPa, 423.7 K, 1.44 m의 냉각수에 투하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이 

0.51 MPa에서 1.6 MPa까지 증가하 다.

FARO L-33 실험은 FARO 실험장치의 본래 목적인 용융물의 혼합 및 

냉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코륨의 폭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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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폭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온도가 3070 K인 8:2 코륨 100 kg을 0.41 

MPa, 294 K, 1.62 m의 냉각수에 투하한 뒤 1.1 초 후에 14 MPa의 외부기폭

을 이용하여 최고압력이 7.5 MPa에 이르는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1.1초 당

시 압력용기의 압력은 0.45 MPa에 이르 다.

TROI 실험장치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경이 2 m이고 높이가 

3 m인 하부압력용기 속에 Test section을 설치한 뒤 상부압력용기 내부에서 

Cold crucible을 활용하여 생산한다. 코륨 생산이 완료되면 하부 압력용기와 

상부 압력용기의 대기를 차단하는 슬라이딩밸브를 열고 반응용기에 담겨진 

직경이 60 cm이고 높이가 50 cm 150 cm인 0.1 MPa하의 과냉각수에 10 - 

20 kg의 코륨을 투하하고 슬라이딩 밸브를 닫는다. 

코륨을 투하한 뒤 이 현상을 투시창을 통해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하고 압력센서 및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반응용기에서의 폭발압력, 냉각수

의 온도 그리고, 압력용기의 내부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한다. TROI 실험장치

는 초기에는 자발적인 증기폭발을 관측하 으나, 최근에는 외부 기폭을 사용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TROI-18 실험에서는 3500 K의 용융물 9 kg이 0.116 MPa, 288 K, 67 

cm의 냉각수에 투하되어 압력용기의 압력이 0.131 MPa까지 증가하 고, 냉

각수의 온도는 305 K까지 증가하 다. TROI-19 실험에서는 3200 K의 용융

물 21 kg이 0.118 MPa, 295 K, 130 cm의 냉각수에 투하되어 압력용기의 압

력이 0.153 MPa까지 증가하 고 냉각수의 온도는 317 K까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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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ROI-18 혼합 계산 수행

TROI-18 실험에서는 3500 K의 용융물 9 kg을 1 기압, 288 K의 냉각

수에 투하하 다. 용융물 냉각수의 열반응으로 압력용기의 압력이 0.15 기압 

상승하 고 냉각수의 온도는 302 K까지 증가하 다. TROI-18에 대한 입력

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5에는 TROI-18 실험에 대한 TEXAS-V 해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ROI 용기는 높이와 부피를 맞추면서 총 48 개의 격자로 나누었다. 

계산시작 1.5 초 후에 냉각수의 온도는 실험치와 근사한 301 K를 나타내었

으며 4 초 정도까지는 정상상태의 모습을 보 다가 다시 온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용기의 압력의 경우 TROI 실험에서 압력 상승분이 0.15 기압이

지만, 계산에서는 1.01 기압으로 거의 압력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는 TEXAS-V 코드가 용융물 분쇄모델 등에서 개선할 점

이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TEXAS-V는 대기를 100 % 수증기로만 인식하

는 반면 TROI-18 실험에서는 대기가 상온의 공기인데 이러한 점도 개선

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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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ARO L-28 혼합 계산

SERENA 국제 공동 연구에서 택한 FARO L-28에 대한 입력 마련 및 

혼합계산을 완료하 다. L-28의 기하학적 조건 및 초기조건은 그림 6과 같

이 1차원적인 TEXAS-V의 입력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3.3.1 Original TEXAS-V results(NBREAK=0, C(141)=.01, C(142)=.2)

그림 7과 그림 8 에서 보는 것처럼 L-28 실험이 16기압까지 증가함에 

반하여 압력증가가 8 기압에 머물러 심한 차이를 보 다. 수위변화의 경우는 

실험치보다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 것으로 계산되었다. 주로 압력증가의 차

이에 주목하여 TEXAS-V 코드의 용융물 분쇄모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3.2 민감도분석(C(141), C(142)=0.2)

L-28 실험 결과와 TEXAS-V 계산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몇 몇 인자들(KHI 분쇄모형상수, NBREAK, 격자

갯수 등)을 선정하여 이들의 계산 결과에 대한 향을 분석을 하 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는 이 계산 결과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C(141)의 값을 0.12로 하 을 때 압력 증가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격자 갯수와 Overflow level의 경우도 계산 결

과에 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민감도 분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C(142)의 값도 TEXAS-V 계산에 상당히 큰 향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C(142)=0.6을 사용하 을 때 예측된 압력의 크기가 실험치에 근접하 다. 

C(141)과 C(142)는 모두 KHI에 의한 용융물 분쇄 모형에 관련된 상수로서 

이러한 결과는 TEXAS-V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융물 분쇄 모형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3.3 혼합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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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민감도 분석 결과 FARO L-28(용융물 직경이 5 cm, 0.51 MPa

하의 포화냉각수)에서의 혼합 과정 분석은 KHI 파쇄 메카니즘의 상수인 

C(141)를 0.01에서 0.12로 하던지 아니면 수증기막의 Thick film criterion을 

0.2에서 0.6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NBREAK=5, C(141)=0.01, C(142)=0.6)를 사용하여 L-28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11과 그림 12에서와 같이 압력증가 거동과 수위 변

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실험 값과 근사하다. 실험의 경우 0.5 초부터 6 초

까지 계속적인 압력 증가를 보이는데 반해 TEXAS-V의 계산 결과는 0.5 초

부터 3 초까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 후에 완만한 압력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NBREAK=5, C(141)=0.12, C(142)=0.2)를 사용하여 L-28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13과 그림 14에서와 같이 압력 증가 거동과 수위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실험값과 근사하다. 1 초까지의 압력거동은 실험

과 TEXAS-V의 계산치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 초 후부터 6 초까지는 

실험에 있어서 압력은 1 초까지의 기울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TEXAS-V 계산의 결과는 0-1 초의 압력 상승과 같은 기울기로 2.5 초까지 

증가한 후 더 이상의 압력 증가는 없다.

3.3.4 FARO L-33 혼합 계산

SERENA 국제 공동 연구에서 택한 FARO L-33에 대한 입력 마련 및 

혼합계산수행을 완료하 다. L-33의 기하학적 조건 및 초기조건은 그림 14

와 같이 1차원적인 TEXAS-V의 입력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이 실험의 

TEXAS-V 분석은 L-28의 분석결과 제시된(NBREAK=5, C(141)=0.12, 

C(142)=0.2)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C(141)=0.01, C(142)=0.2의 값은 FARO L-14의 실험을 해석할 때 사용

되는 모델 상수이다. 그러나, L-14실험은 10 cm 직경의 용융물을 2 m 깊이

의 5 MPa하의 포화 냉각수의 부은 실험으로, 5 cm 직경의 용융물을 깊이 

1.5 m인 0.5 MPa하의 포화 냉각수에 부은 L-28, L-33 실험으로 그 조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L-28 실험의 혼합 해석을 통하여 얻은 C(141)=0.12, 

C(142)=0.2를 사용하여 L-33의 혼합 과정을 해석하 다.

혼합 계산은 1.2 초까지 수행하 는데, 이는 L-33 실험에서 1.2초까지

의 혼합 후에 1.2 초에 외부 기폭을 이용한 증기폭발을 발생시켰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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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6과 그림 17과 같이 혼합시 0초에서 1.2초까지 압력용기의 압력은 

0.41 MPa에서 0.45 MPa로 증가하 다. 그림 18과 그림 19의 수위 변화에 있

어서도 TEXAS-V 코드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는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다만, TEXAS-V 계산시 격자 크기로 인해 연속적인 수위의 상승을 보

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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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폭발 계산

SERENA 국제공동연구에서 폭발 계산 수행에 있어서, 외국 실험으로

는 FARO L-33 및 KROTOS-44 실험이, TROI 실험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

륨의 자발 폭발이 관찰된 TROI-13과 34(Blind Test로서 기타 조건은 

TROI-13과 동일하지만 외부 기폭이 있음) 가 선정되었다. 이 4 가지 경우에 

대하여 폭발 해석을 수행하여 OECD에 제출하 다. 폭발계산 수행시 혼합조

건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미리 주어지는 혼합체의 조건을 활용하 다.

표 4와 같은 폭발 계산 결과를 다음에 예시하 다. KROTOS-44의 경

우에는 R f  =20 μm, Cfr  =0.002, Tfr  =1 ms인 폭발 모델 상수를 이용하여 실험 

압력 50 MPa 과 비슷한 75 MPa의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폭발 모델 상

수를 이용하여 FARO L-33의 폭발계산을 수행한 결과 계산된 폭발 압력이 

100 MPa로서 실험에서 측정된 11 MPa의 거의 10 배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

는데, 이것은 알루미나/냉각수의 증기폭발과 코륨/냉각수의 증기폭발에는 동

일한 폭발모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TROI-13, 34 실험에서는 KROTOS-44와 다른 폭발모델 상수인 R f  

=100 μm를 사용하 으며, 이 모델을 사용한 폭발압력의 예측은 실험치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륨/냉각수의 증기폭발에서 폭발모델 상수는 

Rf  =100 μm, Cfr  =0.002,Tfr  =1 ms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4.1 TEXAS-V의 증기폭발 분쇄 모델

Tang [12]은 TEXAS-V 전산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기폭발 분쇄 

모델을 다음 식과 같이 개발하 다. 

Mf= Cfr mp(P-Pth)
0.5/(ρcRp

2)0.5g(τ)F(α)

여기서 P, Cfr, mp, Pth, ρc, Rp, τ, α, g(τ), F(α)는 분쇄된 용융물의 질량, 

실험 데이타와 경험상수, 용융물입자의 질량, 압력, 수증기막이 파쇄되기 위

한 문턱압력, 냉각수의 가중평균 도, 용융물의 반경, 용융물입자 분쇄특성시

간, 기포계수, 용융물 입자 분쇄 특성시간에 따른 분쇄율 보정 계수, 기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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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른 분쇄율 보정계수 이다. 

Cfr는 위의 분쇄모델로 구한 분쇄된 질량과 실험 데이타에 의한 분쇄질

량을 맞추기 위한 경험상수이며, Pth는 대기압하에서 수증기막이 파쇄되기 위

한 문턱 압력이다. 넬슨 [13] 과 김[14]의 연구에서는 수증기막이 파쇄되기 

위한 문턱압력이 대기압에 대해서 0.2 ~ 0.4 MPa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모 용융물 입자 그룹은 그것으로부터 분쇄된 용융물 입자를 대표

하는 하나의 분쇄 용융물 입자 그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모 용융물 입자

로부터 분쇄되어 나오는 미세 입자는 생성 즉시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고, 이

로 인하여 냉각수에 전달된 열은 모두 냉각수를 수증기화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τ는 용융물 분쇄 시간 간격이며 g(τ)는 1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 용

융물 분쇄 시간 간격이 지나게 되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냉각수의 기포 계

수에 대한 보상계수 F(α)는 용융물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막이 파쇄

되고 냉각수 제트가 용융물입자에 침투하는 비율이 기포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값은 기포 

계수가 0일때 1의 값을 갖고 있다가 기포계수가 0.3이상이 되면 0으로 된다. 

KROTOS-21 실험과 KROTOS-26 실험에서 용융물 분쇄 모델과 실험 

데이타와의 보정을 위한 경험상수 Cfr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후 Tang 

[12]은 Cfr의 값으로 0.001 ~ 0.002 사이의 값을 사용하 고 특성시간 τ의 값

으로는 0.2 ~ 4 ms 의 값을 사용하 다. Cfr이 증가하면 폭발 최고압력이 커

졌고 폭발압력파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Nelson의 실험 [15]에서 주위압력

의 증가에 따라서 용융물 분쇄 특성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KROTOS 21의 2 ms와 KROTOS-26 실험의 0.5 ms를 지지할 만한 데

이터는 없었다. 

Tang [12]은 KROTOS-44 실험을 모사하면서 Cfr을 0.002로 유지한 상

태에서 용융물분쇄 특성시간(0.0012 ~ 0.012)과 기포계수(0.27 ~ 0.35)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KROTOS 44

에 대해서 Cfr에는 0.002의 값이 특성시간 τ 에는 1 ms의 값이 사용되었다.

3.4.2 KROTOS-44 증기폭발 해석

KROTOS 실험장치는 FARO 실험과 함께 Italy, Ispra에 설치된 증기폭

발 실험장치 이다. FARO 실험장치가 주로 100 kg이상의 코륨을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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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및 냉각현상을 관측하는 것에 반하여 KROTOS 실험장치는 소량의 용

융물을 떨어뜨려 1 차원적인 증기폭발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KROTOS 실험장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20과 같

이 직경이 400 mm이고 길이가 2000 mm인 압력용기 속에 직경이 95 mm 

혹은 200 mm이고 길이가 1500 mm인 폭발용기를 설치하고 폭발용기의 바닥

에는 15 MPa의 개스압을 분출시키는 외부기폭장치를 설치하 으며, 폭발용

기의 상부에는 용융물을 폭발용기에 전달하는 전달장치를 설치하 다.

그림 21에는 KROTOS-44 실험에서 측정된 압력 데이타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22에는 TEXAS-V 계산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KOTOS-44의 

경우에 주어진 초기조건하에서 폭발모델 상수 Rf  =20 μm, Cfr  =0.002, Tfr  =1 

ms를 사용한 결과 계산된 폭발압력 최고치와 실험결과가 잘 들어맞고 있다. 

그림 23에서 폭발모델 상수중 Cfr을 0.002의 두 배인 0.004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폭발압력은 더욱 증폭됨을 알 수 있다.

3.4.3 FARO L-33 증기폭발 해석

FARO 실험장치는 주로 대량의 코륨을 사용한 혼합 및 냉각과정을 관

측하기 위한 실험장치이지만, KROTOS 실험장치가 많은 코륨을 부어서 증

기폭발 실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FARO L-33 실험에서는 기존의 

KROTOS 실험보다 더 큰 규모의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24에는 FARO L-33에 대해서 실험에서 측정된 폭발압력 그래프

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25에는 주어진 초기조건하에서 KROTOS-44을 계

산할 때와 동일한 폭발모델 상수를 사용한 계산결과가 제시되어있다. 

KROTOS-44와 같은 폭발모델 상수를 사용한 폭발압력의 계산치는 

FARO L-33의 실험 측정치의 거의 10 배에 이르 으며, FARO L-33의 폭

발압력과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Cfr  을 본래 값이 0.002보다 10 배 낮

은 0.0002로 낮추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FARO L-33의 TEXAS-V

의 계산 결과가 그림 26에 제시되어 있다.

3.4.4 TROI-13 증기폭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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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에는 TROI-13 실험[18,19]에서 측정된 증기폭발의 압력파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28에는 TROI-13에 대해서  표 4에서 주어진 혼합체

의 조건을 사용한 TEXAS-V의 증기폭발 계산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TROI-13의 경우 폭발모델의 경우 R f  =100 μm, Cfr  =0.002,Tfr  =1 ms를 사용

하 는데, 계산으로 예측된 폭발압력의 최고치가 실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

다. 

TROI-13의 경우 실험에 있어서 폭발로 생성된 미세 분말의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FARO L-33의 20 μm보다는 큰 100 μm를 사

용한 것이다. 폭발압력 계산값이 실험치에 비해 낮기 때문에 미세 분말의 사

이즈를 50 μm로 줄여서 계산하 으나 효과가 미미하 으므로, Cfr  를 0.002에

서 0.004로 하여 폭발시 용융물 분쇄율을 2배로 하 더니, 그림 29와 같이 

폭발압력최고치가 계산치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계산에 있어서 폭발의 전파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

은 TROI-13 이 자발 폭발이고 또한 TROI-13의 실험용기가 1차원적이 아니

기 때문에 1 차원적인 전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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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혼합/폭발의 연속계산 및 원자로 스케일 증기폭발 해석

위에서 기술한 혼합 및 폭발에 대한 각각의 계산에서 TEXAS-V 코드

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혼합 모델의 상수 및 폭발 모델 상수를 고정

하 다. 이러한 상수들을 혼합 및 폭발의 연속 계산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원자로 스케일 증기폭발의 혼합 및 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이와 

관련된 각종 모델의 상수 및 최종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SERENA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외국 실험으로 FARO L-33 및 

KROTOS-44 실험이, TROI 실험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륨의 자발 폭발이 관

찰된 TROI-13과 34(Blind Test로서 기타 조건은 TROI-13과 동일하지만 외

부 기폭이 있음) 가 선정되었다. 이 4 가지 경우에 대하여 혼합 및 폭발 해

석을 수행한 뒤 이를 기초로 실제로 원자로 스케일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먼저, Rayleigh Taylor instabilities 만을 고려하는 Old breakup 모델을 

사용하여 각 실험의 혼합/폭발을 계산한 결과 KROTOS-44와 TROI-34의 

경우에는 실험치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FARO L-33 및 

TROI-13에서는 실험치를 훨씬 상회하는 폭발 압력을 예측하 다. 

용융물 제트의 파쇄와 관련된 3 가지의 현상을 모두 고려하는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한 결과 KROTOS-44의 폭발압력이 30 MPa로서 실험

의 50 MPa보다 낮게 나온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코륨 실험들은 대체로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코륨/냉각수의 경우에는 Old breakup 모델을 사용할 경우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할 경우 비교적 

최적화된 폭발 압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New breakup 

모델의 경우 Kelvin-Helmholts instabilities에 의해 파쇄된 용융물 입자가 너

무 작은 것 등 세부 모델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5.1 FARO L-33 혼합/폭발 계산

FARO L-33의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혼합 계산을 1.1

초 동안 수행한 뒤, 바닥에서 14 MPa의 외부 기폭을 사용하여 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0 에는 L-33의 압력의 측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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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에는 TEXAS-V의 L-33의 해석 결과로 얻은 압력이 제시되어 있다. 

혼합계산의 결과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압력은 4.14 bar에서 4.16 bar로 그 

증가가 미미하 다. 

혼합 계산을 완료하 을때 냉각수, 수증기, 용융물 분율이 그림 32와 

33에 제시되어 있다. 냉각수가 0.41 MPa하에서 294 K로 상당히 과냉각도가 

크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의 수증기 분율은 상당히 낮으며, 용융물은 전체

적으로 0.005정도의 부피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FARO L-33의 폭발

계산만을 위해서 주어진 혼합체의 초기조건에 의한 수증기 및 용융물 분율

의 0.05, 0.026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4에는 L-33의 폭발 압력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으

며, 그림 35에는 L-33의 TEXAS-V 해석으로 얻은 폭발 압력이 제시되어 

있다. FARO L-33의 혼합 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혼합체의 조건하에서 14 

MPa의 외부기폭을 이용한 증기폭발계산을 수행한 결과 폭발압력의 최고치

는 11 MPa에 이르 다. 이 값은 실험 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는 증기폭발의 압력파가 전파되는 과정이 잘 나타났으

나 TEXAS-V의 계산에 있어서는 폭발전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TEXAS-V의 FARO L-33의 혼합과정 모사에 있어서 용융물의 

분율이 깊이 0.5 m와 깊이 1.25 m에서 각각 0.015와 0.03으로 많고 다른 부

분에서는 0.005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ARO 

L-33를 균일하게 주어진 혼합체의 조건을 사용하여 폭발 과정 계산만을 수

행한 경우를 보면 폭발 압력의 전파되는 모습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5.2 TROI-13의 혼합/폭발 계산

TROI-13의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혼합 계산을 0.4 초 

동안 수행하여 얻어진 혼합체의 조건을 사용하여 자발적인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6에는 TROI 실험에서 압력 용기의 압력을 표시한 것으로 1.22 

초에 폭발 압력이 계측이 되었기 때문에 혼합 과정은 1.22 초에 완료되었다. 

이때 압력용기의 압력은 0.113 MPa로 초기치 0.107 MPa에 비해 0.06 MPa

정도 상승하 다. 

그림 37에서 혼합 계산의 결과 압력용기 내부 압력은 1.0기압에서 1.2

기압까지 상승하여 실험에서 압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과는 상이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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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실제로 실험에서는 압력용기에 의한 열손실이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38과 그림 39에는 TROI-13 실험의 폭발 압력 데이터와 

TEXAS-V로 혼합과 폭발을 계산하여 얻은 폭발 압력 파형이 제시되어 있

다. TROI-13의 혼합 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혼합체의 조건하에서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한 결과 폭발압력의 최고치는 13 MPa에 이르 다. 이 값은 실험

에서 측정한 7 MPa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서는 증

기폭발의 압력파가 전파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났으나 TEXAS-V의 계산에 

있어서는 폭발 전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3.5.3 TROI-Blind의 혼합/폭발 계산

TROI-Blind(New Breakup): TROI-Blind의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혼합 계산을 0.4 초 동안 수행하여 얻어진 혼합체의 조건을 사

용하여 자발적인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40과 그림 41에는 

TROI-Blind 실험의 폭발 압력 데이터와 TEXAS-V의 혼합/폭발 계산을 통

하여 얻은 압력 파형이 제시되어 있다. 

TROI-Blind의 혼합 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혼합체의 조건하에서 10 

MPa의 외부기폭을 사용하여 증기 폭발 계산을 수행한 결과 폭발 압력의 최

고치는 12 MPa에 이르 다. 이 값은 실험에서 측정한 15 MPa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압력파의 거동은 혼합 계산 수행없이 주어진 혼합체의 조건하에서 폭

발계산을 수행하 던 경우보다 실제실험과 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의 경우 먼저 외부기폭에 의한 압력파가 나타나고 간격을 두었다가 증기폭

발압력의 피크치가 보이는데, TEXAS-V의 혼합 과정의 계산을 거친 폭발압

력파의 경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혼합체에서 용융물, 냉각수, 수증기의 분율이 불균일하고, 또한 

외부기폭이 있는 부분에 용융물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체적으로 균질한 혼합체의 조건을 가정한 그림 42의 경우 기폭 압력

파와 증기폭발 압력파의 구분은 없다. 

TROI-Blind(Old Breakup): 그림 43에는 Old breakup model을 사용하

여 혼합 계산을 수행하고 그 혼합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자발적인 증기폭발

과 외부 기폭을 사용한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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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TEXAS-V 혼합 및 폭발 계산에 있어서 혼합에서 Old breakup model을 

사용한 경우에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폭발 압력 계산

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에서 외부 기폭을 사용한 경우에 자발 폭발에 비해서 폭발 전

파의 거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폭발 최고 압력이 자발 폭발의 70 MPa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20 MPa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외부 기폭의 위치와 용융

물의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초기에 용융물의 폭발 성장이 작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Old breakup model을 사용할 경우 폭발 압력이 더 큰 것은 주로 

Breakup model의 차이 때문에 혼합체에서의 용융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

고, 이에 때라 계산 역에서 용융물 및 수증기의 분포가 서로 다르게 예측

되기 때문이다. Old breakup model의 경우 주로 용융물 입자의 생성은 용융

물 제트의 첨두 부분에서의 Rayleigh-Talyor instabilities에 의존하는데 이 

때의 사이즈는 수 mm 이상이다. 

반면,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용융물 첨두 부분

에서의 Boundary layer stripping, 용융물 제트의 옆면에서의 

Kelvin-helmholtz instabilities에서 용융물 입자가 생성되면 그 용융물 입자

가 Rayleigh-Talyor instabilities에 의하여 파쇄된다. 따라서 용융물입자의 

크기는 주로 그 시초 생성인 BLS나 KHI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로 생성 면

적이 넓은 KHI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TEXAS-V에서 KHI에 의한 용융물 입자의 생성은 1 mm 

이하로 매우 작다. 이렇게 용융물 입자가 작기 때문에 New breakup model

을 사용할 경우 용융물로부터 냉각수로의 열전달이 많아져서 국부적으로 수

증기 분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Old breakup model에서의 폭발 

압력이 New breakup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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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 스케일 증기폭발 계산

4.1 노내 증기폭발 계산

SERENA에서는 그림 45과 같이 원자로 하반구에는 원자로 냉각수가 

차 있고 코륨이 노심 지지대위에 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노심 지지대를 뚫고 

여러개의 용융물 제트가 냉각수 풀로 떨어지는 노내 증기폭발 개념을 상정

하 다. 이에 대한 TEXAS-V 코드에 적합한 구체적인 초기조건이 그림 46

에 제시되어 있다. 직경이 8 cm인 용융물 제트 25개가 면적이 2 m
2 인 원형 

안에 골고루 배치되어 떨어지고, 이들 용융물 제트가 원자로용기 하반구 바

닥에 도달할 때까지 혼합 과정을 모사한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바닥에 용융물 제트가 도달하면 이 때의 혼합체의 

조건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이 때 냉각수 풀의 

높이는 2.5 m이고 압력은 0.5 MPa이며 포화 상태에 있다. 냉각수 풀의 단면

적은 원자로용기 하반구의 단면적을 사용하여야 하나, TEXAS-V가 1 차원

적이기 때문에 용융물 제트가 떨어지는 단면적인 2 m
2을 사용하 다. 코륨의 

온도는 2980 K이고 코륨의 자유 낙하 거리는 50 cm 다. 

노내 증기폭발 계산에 있어서 Breakup model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New breakup model을 사용한 경우와 Old breakup model을 사용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 다. 표 6에는 노내 증기폭발 혼합 및 폭발의 연속 계산에 

대한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입력과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4.1.1 노내 증기폭발 계산 CASE1(New Breakup Model)

그림 47에는 용융물 첨두 부분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표시되어 있다. 

용융물은 0.1 초 후에 냉각수의 표면에 도달하며 1.3 초 후에 냉각수의 바닥

에 도달되어 혼합 계산이 완료된다. 0.5 초 정도에 용융물의 위치 변화가 미

미한 것은 이 때 BLS에 의한 용융물 첨두 부분의 파쇄가 활발히 일어났음

을 말한다. 

그림 48에는 용융물의 전체 표면적이 시간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용융

물의 표면적은 0.3 초부터 1.3 초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1.3 초에 용

융물의 전체 표면적은 200 m
2 에 이르고 있다. 0.45 초, 0.95 초, 1.15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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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물의 전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 는데 이것은 용융물 제트의 BLS에 

의한 파쇄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9에는 1.3 초에 혼합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냉각수, 수증기, 용융

물의 분율을 높이에 따라서 표시하고 있다. 용융물은 1.0 m에서 2.5 m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바닥 부분에도 소량의 용융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수

증기는 용융물이 많이 존재하는 1.0 - 2.5 m에서 거의 0.8에 이르고 있다.

그림 50에서 보면 이때 용융물의 평균 직경은 0.02 m에서 0.08 m에 이

르고 있다. 1.3초까지의 혼합 계산 뒤에 바닥에서의 기폭을 가정한 폭발 계

산을 수행하여 얻은 폭발 압력파가 그림 51에 제시되어있다. 폭발의 최고압

력은 10 MPa에 이르며 그 폭은 4 ms에 이르고 있다. 그림 52에는 폭발 압

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단위면적당 충격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20 

MPa.sec에 이르고 있다.

4.1.2 노내 증기폭발 계산 CASE2(Old Breakup Model)

그림 53에는 용융물 첨두 부분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표시되어 있다. 

용융물은 0.1 초 후에 냉각수의 표면에 도달하며 1.5 초 후에 냉각수의 바닥

에 도달되어 혼합 계산이 완료된다. 0.5 초, 0.75 초,1.12 초에 각각 용융물의 

위치 변화가 미미한 것은 용융물 첨두 부분의 파쇄가 활발히 일어났음을 말

한다. 

그림 54에는 용융물의 전체 표면적이 시간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용융

물의 표면적은 0.3 초부터 1.5 초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1.5 초에 용

융물의 전체 표면적은 40 m
2 에 이르고 있다. 0.5 초, 0.75 초, 1.12 초에 용

융물의 전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 는데 이것은 용융물 첨두 부분 파쇄가 

활발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림 53의 용융물의 진행 속도 변화가 미미한 부

분과 시간이 일치하고 있다. 

그림 55는 1.5초에 혼합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냉각수, 수증기, 용융물

의 분율을 높이에 따라서 표시하고 있다. 용융물은 바닥에서부터 2.5 m까지 

거의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수증기는 바닥에서의 0.2 m부터 점점 증

가하여 수면 부근에서는 0.6 m에 이르고 있다.

그림 56에서 보면 이때 용융물의 평균 직경은 0.02 m에서 0.08 m에 이

르고 있다. 1.5 초까지의 혼합 계산 뒤에 바닥에서의 기폭을 가정한 폭발 계

산을 수행하여 얻은 폭발 압력파가 그림 57에 제시되어있다. 폭발의 최고압

력은 10 MPa에 이르며 그 폭은 10 ms에 이르고 있다. 그림 58에는 폭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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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단위면적당 충격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40 

MPa.sec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는 New breakup model을 사용한 것에 비해 폭발 최고 압력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폭발 압력파 폭에 있어서 크며, 따라서 충격량 또한 New 

breakup model을 사용했을 때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Old breakup 

model을 사용했을 때 용융물의 거동이 안정적이어서 계산 역에 골고루 용

융물이 존재하게 되고 또한 용융물의 폭발 전의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용융물과 냉각수간의 열전달 면적이 작아서 수증기 분율이 작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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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외 증기폭발 계산

 TEXAS-V 코드를 사용하여 실제 원자력발전소 스케일의 증기폭발을 

계산할 때,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하면 최적 예측치를 얻을 수 있으나, 

아직은 용융물 입자 크기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

인 예측치를 줄 수 있는 Old breakup 모델을 사용한 계산을 병행이 요구된

다. 또한, TEXAS-V가 1차원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냉각수 풀이 용융물 제

트보다 커서 2차원적인 거동을 모사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약점이 있기 때

문에 냉각수 풀의 크기에 따른 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그림 59과 60에는 노외 증기폭발의 개념 및 초기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원자로용기 하반구에는 코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5.5 m 직경을 

갖는 원자로 공동에는 깊이 4 m 의 50 K 과냉각된 냉각수가 있다. 이때 원

자로용기와 원자로공동의 압력은 0.2 MPa로서 압력차가 없다. 

원자로용기의 Penetration 파손을 가정하여 원자로용기 하반구의 바닥

에 0.5m직경의 구멍을 가정하여 코륨과 냉각수의 혼합현상을 모사하 고, 코

륨이 원자로공동의 바닥에 닿았을 때 인위적인 증기폭발 기폭을 가정하여 

폭발 현상을 모사하 다.

코륨의 혼합 과정에 있어서 파쇄 모델뿐만 아니라 1차원 코드의 특성

으로 혼합체의 직경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두 가

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계산 세트를 구성하 다. 이 세 가지

(CASE1=New breakup and normal cross-sectional area, CASE2=New 

breakup and narrow cross-sectional area, CASE3= Old breakup and 

normal cross-sectional area)에 대한 결과가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4.2.1 노외 증기폭발 계산 CASE1(New Breakup)

먼저, New breakup model을 사용하고 원자로공동의 단면적과 동일한 

계산 단면적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혼합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

발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61에서 용융물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여 

0.97 초에 바닥에 도달하 다. 그림 61에서 0.5 초정도에 용융물의 낙하속도

가 잠시 느려졌는데 이것은 이때 용융물의 첨두 부분이 파쇄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62에서 용융물의 표면적은 0.5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0.97초에

는 3500 m
2에 이르고 있다. 그림 63에서 증기 분율은 0.02정도로 매우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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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 으면, 혼합체에서 용융물의 분율은 그림 64과 같이 균일하게 0.01로 

나타났으며, 0.97 초까지의 혼합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폭발 계산을 수행한 결과 그림 65과 그림 66과 같은 폭발 압력 파형 및 충

격량 계산 값을 얻었다. 

폭발 계산은 기폭의 위치를 바닥 또는 혼합체의 중간으로 바꾸어서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수행하 으며, 혼합체의 중간에서 기폭한 경우가 폭발

력이 크게 나왔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것을 예시한다. 그림 65에서 폭발압

력은 40 MPa에 이르고 있으며 폭발압력 파형의 넓이는 4 ms에 이른다. 폭

발압력 파형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 충격량인데 그림 66에서 70 

kPa.sec의 충격량을 얻었다.

 

4.2.2 노외 증기폭발 계산 CASE2(New Breakup & Narrow Cross 

Section)

이번에는, New breakup model을 사용하고 계산 역이 용융물 제트의 

직경의 7.7 배에 해당하는 좁은 직경을 갖는 것을 가정하여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67에서 용융물은 거의 일정한 속도

로 낙하하여 0.97초에 바닥에 도달하 다. 이 그림에서 0.5 초 정도에 용융물

의 낙하 속도가 잠시 느려졌는데 이것은 이때 용융물의 첨두 부분이 파쇄되

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68에서 용융물의 표면적은 0.5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0.97 초

에는 4500 m 2에 이르고 있다. 이 값은 CASE1의 3500 m 2보다 큰 값으로 계

산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

로서 냉각수, 수증기와 용융물간의 좀 더 큰 상대 속도 차이로 조금 더 많은 

용융물 파쇄가 일어난 것을 판단된다. 

그림 69와 70에서 혼합체에서 용융물의 분율은 거의 균일하게 0.02로 

나타났으며, 수증기 분율도 0.1정도로 위의 CASE1의 경우의 2 배 정도로 평

가되었다. 이것은 CASE2의 경우가 CASE1의 경우보다 냉각수의 단면적이 2 

배 정도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0.97 초까지의 혼합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폭발 계

산을 수행한 결과 그림 71과 72와 같은 폭발 압력 파형 및 충격량 계산 값

을 얻었다. 폭발 계산은 기폭의 위치를 바닥 또는 혼합체의 중간으로 바꾸어

서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수행하 으며, 혼합체의 중간에서 기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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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발력이 크게 나왔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것을 예시한다. 그림 71에서 

폭발 압력은 60 MPa에 이르고 있으며 폭발 압력 파형의 넓이는 5 ms에 이

른다. 폭발 압력 파형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 충격량인데 그림 72에서 

90 kPa.sec의 충격량을 얻었다. 

이렇게 CASE2의 경우는 CASE1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냉각수의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위면적당 용융물의 분율이 높아졌기 때

문에 폭발력과 충격량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융물 분율이 높

아졌기 때문에 수증기의 분율도 따라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단위면적당 충격량은 CASE2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계산 단면적을 곱한 전체적인 충격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CASE1이 다소 높다.

4.2.3 노외 증기폭발 계산 CASE3(Old Breakup)

이번에는, Old breakup model을 사용하고 계산 역이 원자로공동의 

단면적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합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73에서 용융물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낙

하하여 0.97초에 바닥에 도달하 다. 이 그림에서 0.6 초 정도에 용융물의 낙

하 속도가 잠시 느려졌는데 이것은 이때 용융물의 첨두 부분이 파쇄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74에서 용융물의 표면적은 0.5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0.97 

초에는 250 m 2에 이르고 있다. 이값은 CASE1, CASE2의 3500 m 2, 4500 m 2

의 1/20 정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Old breakup model과 New breakup model

은 그 분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주로 Old breakup model이 RTI에 의한 용융물 파쇄로 파쇄된 

용융물의 입자크기가 큰 반면에, New breakup model의 경우 KHI, BLS, 

RTI에 의한 용융물 파쇄로 용융물의 입자를 생성하는데 이때 주된 메카니즘

이 되는 KHI에 의한 용융물의 파쇄 입자가 1 mm 이하로 작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75와 그림 76에는 냉각수, 수증기, 용융물의 부피 분율이 제시되

어 있다. 혼합체에서 용융물의 분율은 거의 균일하게 0.01로 나타났으며, 수

증기 분율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게 나왔는데 이것은 용융물의 

표면적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0.97 초까지의 혼합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폭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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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수행한 결과 그림 77과 그림 78 같은 폭발 압력 파형 및 충격량 계산 

값을 얻었다. 폭발 계산은 기폭의 위치를 바닥 또는 혼합체의 중간으로 바꾸

어서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수행하 으며, 혼합체의 중간에서 기폭한 경

우가 폭발력이 크게 나왔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것을 예시한다. 그림 77에

서 폭발압력은 95 MPa에 이르고 있으며 폭발 압력 파형의 넓이는 5 ms에 

이른다. 

폭발 압력 파형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 충격량인데 그림 78에서 

180 kPa.sec의 충격량을 얻었다. 이렇게 CASE3의 경우는 CASE1이나 

CASE2에 비해 매우 큰 폭발 압력과 충격량이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Breakup model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파쇄 모델에 있어서는, Rayleigh-Talyor instabilities 만 가정하는 Old 

version 모델이 제트 붕괴 모형을 모사하려는 New version 모델에 비해서 

폭발압력과 하중에 있어서 2 배 이상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Old 

version 모델에서는 제트의 옆면에서 파쇄되어 나오는 작은 입자가 없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혼합체 내부의 기포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Old breakup 모델은 용융물 파쇄 과정이 지나치게 간단한 모델

로서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용융물 제트의 붕괴를 

가정하는 NEW breakup 모델에서는 제트의 옆면과 앞 진행부에서 파쇄되어 

나오는 입자의 크기가 실제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된다.



- 30 -

5. 결론

증기폭발 현상은 서로 다른 크기 스케일을 가지는 다상, 다차원, 다물

질로 이루져 있다. 증기폭발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상은 크게 수 초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혼합과정과 수 리초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폭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혼합 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제트 붕괴 및 용융물과 상간의 열전

달을 들 수 있으며, 폭발 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용융물의 미세 분쇄 

및 이로 인한 급격한 열전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크기 스케

일은 초기에 주입되는 용융물 제트의 크기에서부터 미세한 분말까지 수 cm

에서 수십 μm까지 매우 넓은 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용 전산 코드는 그 개발이 어려우며 특히, 혼합과 

폭발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검증 후 활용이 요구된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코

드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OECD/SERENA 국제 공동 연구가 2002년도에 

발족하 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 모델 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 증기폭발 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 코드를 활용하여 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SERENA 연구에서 증기폭발 해석 코드를 혼합 실험, 폭발 실험, 

혼합/폭발실험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원자로에서의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 다.

혼합 계산에서는 SERENA 연구에서 채택된 혼합 계산 비교 실험으로 

선택된 L-28 과 L-14을 혼합 계산 대상으로 선정하 다. 여기서는 물리적 

및 전산 계산에 있어서 혼합 모델과 제트 붕괴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

고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혼합 계산을 수행한 후에는 주어진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폭발 계산을 

수행하 으며, 이 단계에서는 물리적 및 전산 계산에 있어서 폭발 모델의 한

계와 단점을 밝히고 폭발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FARO L-33의 증기폭발 실험 데이타, KROTOS-44, TROI-13, 

TROI-BLIND 실험에 대해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위에서 기술한 혼합 및 폭발에 대한 각각의 계산에서 TEXAS-V 코드

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혼합모델의 상수 및 폭발모델 상수를 고정하

다. 이러한 상수들을 혼합 및 폭발의 연속 계산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원자로 스케일 증기폭발의 혼합 및 폭발 계산을 수행하 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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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각종 모델상수 및 최종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KROTOS-44, FARO L-33, TROI-13, TROI-Blind 등의 

실험에 대한 혼합/폭발의 연속계산을 수행하여 전산코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로규모의 노내외 증기폭발 혼합/폭발의 연속계산을 수행하 다. 노내 증

기폭발의 경우 폭발 압력과 충격량이 각각 10 MPa, 40 MPa.sec 정도로 위

해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노외 증기폭발에서는 New breakup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폭발 압력과 

충격량이 각각 40 MPa, 70 kPa.sec와 Old breakup 모델의 경우 95 MPa, 

180 kPa.sec에 이르 다. 이렇게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 Breakup 모델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노외 증기폭발 해석을 위하여 

Breakup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32 -

참 고 문 헌

1. Carbiener, W. A. et al., Appendix VIII in Reactor Safety Study, 

WASH-1400(NUREG-75/014),(1975)

2. Magallon et. al, Proposal for a OECD research programme on 

fuel-coolant interaction-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SERENA).(2001)

3. M.F.Young, "IFCI: An Integrated Code for Calculation of all Phases of 

Fuel-Coolant Interaction," NUREG/CR-5084,(1987)

4. C.C. Chu and M.L. Corradini, "One-Dimensional Transient Model for 

Fuel-Coolant Interaction Analysis," Nucl. Sci. Eng. 101, pp. 

48-71,(1989)

5. J. Tang and M.L. Corradini, "Modeling of the Complete Process of 

One-dimensional Vapor Explosion," CSNI-FCI Specialists Mtg., Santa 

Barbara, Jan.,(1993)

6. S. Angelini, W.W. Yuen and T.G. Theofanous, "Premixing-related 

Behavior of Steam Explosions," Nucl. Eng. Des. 155, pp. 115-157, 

1995.

7. X. Chen, W.W. Yuen and T.G. Theofanous, "On the Constitutive 

Description of the Microinteractions Concept in Steam Explosions," 

Proc. of 7th Int. Mt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pp.1586-1606, Saratoga Springs, New York, Sept. 1995.team 

Explosions, Nucl. Eng. Des. 155, pp. 115-157,(1995)

8. W.W.Yuen and T.G.Theofanous, The prediction of 2D thermal 

detonations and resulting damage potential,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155, pp.289-309,(1995)

9. I.K.Park, G.C.Park, and K.H.Bang, "Multiphase Flow of Molten 

Material-Vapor-Liquid Mixtures in Thermal Nonequilibrium", KSME 

International Journal, Vol. 14, No.5, pp.553-561,(2000)

10. J. H. Song, I. K. Park, S. Nilsuwankosit, Evaluation of the TEXAS-V 

break up models against experimental data, 11th conference on 



- 33 -

nuclear engineering, Tokyo, Japan, ICONE11-36155,(2003)

11. I. K. Park, D. H. Kim, and J. H. Song, Steam explosion module 

development for the MELCOR code using TEXAS-V, Journal of 

Korean Nuclear Society, Vol. 35, Number 4, pp.286-298,(2003)

12. J. Tang, Modeling of the complete process of one-dimensional vapor 

explosions, Ph. 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1993)

13. Nelson, L. S. and Duda, P. M., Steam explosion experimentswith 

single drops of iron oxide melted with a CO2 laser: Part II. 

Parametric studies. SAND82-1105, SNL(1985)

14. Kim,H., Single droplet vapor explosion experiments, Ph. 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1987)

15. B. Kim, M. Corradini, Modeling of small-scale single droplet 

fuel/coolant interactions, Nuc. Sci. Eng, 98, 16-28,(1988)

16. Annunziato, A., Addabbo, A., Leva, G., 1996, OECD/CSNI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No. 39 on FARO test L-14, Technical Note No. 

I.96.64, Joint Research Center. 

17. D. Magallon, Summary conclusions and actions from 3rd SERENA 

meeting, Aix-en-Provence, May 15-18, France(2004)

18. J. H. Song et al., Fuel Coolant Interaction Experiments in TROI Using 

a UO2/ZrO2 Mixture,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222, 

1-15,(2003)

19. J. H. Kim et al., Phenomenological Studies of Steam Explosions 

Triggered by an External Trigger in the TROI Experiment, 

Proceedings of Korean Nuclear Society Spring Meeting, May,(2004)



- 34 -

표 1.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 참가기관 및 사용 전산코드

Partners Codes

CEA/IPSN MC3D

IKE(GRS) IKEMIX,MC3D/IKEJET

FZK MATTINA

NUPEC JASMINE

KAERI/KMU TEXAS,TRACER-II

NRC PM-ALPHA,ESPROSE,TEXAS,IFCI

KINS IFCI 6.2

JAERI JASMINE

EREC VAPEX

VTT,FO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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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 수행 일정

ID TASK Name Calculation Sets 2002 2003 2004 2005

1 Project start -

2
TASK 1: Identification of FCI 

conditions
-

3
TASK 2: Calculation of 

pre-mixing tests

FARO L-28

FARO L-33
----

4
TASK 3: Calculation of explosion 

tests

KROTOS-44

FARO L-33

TROI-13, BLIND

----

5 TASK 4: Reactor applications
Ex-Vessel

In_Vessel
----

6 TASK 5: Synthesis ----

7 End of Phas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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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혼합 계산을 위한 용융물과 냉각수의 초기 조건 

L-14 L-28 TROI-18 TROI-19

Mass(kg) 125 175 9.1 21

Release Diameter(m) 0.1 0.05 0.02 0.02

Pressure(MPa) 5.0 0.51 0.1 0.1

Sub-cooling(K) 0 0 85 78

Water depth(m) 2.05 1.44 0.67 1.3

Gas Volume(m3)
1.26,

steam/argon

3.528,

steam

8.032,

air

8.032,

air

Water volume(m3) 0.798 0.564 0.189 0.367

Melt delivery(sec) 1.0 5.21 ~2 ~2

Explosion No No No No

Corium 80:20 80:20 80:20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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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폭발 계산을 위한 혼합체 조건 및 폭발 계산 결과

FARO L-33 KROTOS-44 TROI-13
TROI-34

(Blind)

Fuel 

Diameter(mm)
3.6 15 3

Pre-mixture 

height/width(m)
1.7/0.3 0.75/0.2 0.7/0.2

Void fraction 0.05, uniform 0.09 0.04, uniform

In pre-mixure

melt fraction(%)/Mass(kg)
0.026/25 0.026/1.5 0.007/1.14

Explosion Model

Constant

Rf =20 μm,
Cfr =0.002,
Tfr =1 ms

Rf =20 μm,

Cfr =0.002,
Tfr =1 ms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PeakPressure(MPa) 

Measured/Calculated
11/100 50/75 7/3 15/25

Pressure(MPa)/Subcooling(K) 0.44/125 0.15/10 0.1/81 0.1/32

Trigger
14MPa/14μs

14MPa/1 ms Spotaneous 10MPa/0.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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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혼합/폭발의 연속 계산을 위한 초기조건 및 계산 결과

FARO L-33 KROTOS-44 TROI-13 TROI-34
Ex-Vessel

/In-Vessel

Calculated

Peak

Pressure

(MPa)

RT only ~80 50 ~55 20

NB tuned

for L-14
11.5 ~30 20 17

NB tuned 

for L-28
~8 ~35 13 12

Explosion Model

Constant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Rf =20 μm,
Cfr =0.002,
Tfr =1 ms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Rf =100 μm,
Cfr =0.002,
Tfr =1 ms

Measured Peak

pressure/Impulse
11 MPa 50 MPa 7MPa 15MPa.s NA

Melt Jet diameter 0.046 m ~0.03 0.02 0.02 0.5

Trigger 14MPa/14μs 14 MPa/1ms Spontaneous 10MPa/0.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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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내 증기폭발 초기조건 및 혼합/폭발 계산 결과 

Parameter CASE1 CASE2

Break up model New, L-14 Old

Size of Mixing Zone(m) 2 2

Jet Diameter(m) 0.08, 25 jets of balls 0.08, 25 jets of balls

Melt Delivery IFCI,~1m/s IFCI,~1m/s

Rf(m),Cfr 1E-4, 0.002 1E-4, 0.002

Trigger time(s) 1.1667 1.4894

Bottom Contact(s) 1.1667 1.4894

Total Fuel Mass(kg) 590 590

Fuel Mass in Water(kg) 590 751

Trigger Magnitude(MPa) 10 10

Impulse(kPa.s) 22 44

Peak Pressure(MPa 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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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외 증기폭발 초기조건 및 혼합/폭발 계산 결과 

CASE1 CASE2 CASE3

Breakup model New, L-14 New,L-14 Old

Size of Mixing Zone(m) 5.5 3.85 5.5

Melt Injection Profile from IFCI from IFCI from IFCI

Jet Diameter 0.5 0.5 0.5

Rf(m),Cfr ,Tfr(ms) 1e-4, 0.002, 1 1e-4, 0.002, 1 1e-4, 0.002, 1

Trigger time(s) 0.9657 0.9743 0.9657

Bottom contact(s) 0.9657 0.9743 No contact

Total fuel mass(kg) 5760 5760 5760

Fuel mass in water(kg) 4710 5240 4710

Trigger Magnitude(MPa) 10 10 10

Impulse(kPa*sec) 63 94 180

Peak Pressure(MPa) 40 7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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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 공동 연구 참석자와 함께 

그림 2. SERENA 실험으로 선정된 TRO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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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RO 실험장치 및 주요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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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ROI facilities의 제원 및 계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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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ROI-18에 대한 TEXAS-V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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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ARO L-28 실험 초기조건 및 TEXAS-V 입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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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EXAS-V vs. Test of L-28(NBREAK=0, C(141)=0.01, C(142) = 0.2)

0 1 2 3 4 5 6 7 8
4

6

8

10

12

14

16

18

 

 

P
re

ss
ur

e(
ba

r)

Time(sec)

 L28
 TEXAS-V

그림 8. TEXAS-V vs. Test of L-28(NBREAK=0, C(141)=0.01, C(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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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민감도분석(KHI breakup 상수 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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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민감도분석(Thick film criterion,C(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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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EXAS-V vs. Test of L-28(NBREAK=5, C(141)=0.01, C(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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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EXAS-V vs. Test of L-28(NBREAK=5, C(141)=0.01, C(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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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EXAS-V vs. Test of L-28(NBREAK=5, C(141)=0.12, C(142)=0.2)

그림 14. TEXAS-V vs. Test of L-28(NBREAK=5, C(141)=0.12, C(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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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ARO L-33 실험 초기조건 및 TEXAS-V 입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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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FARO L-33 실험 데이터-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

그림 17. L-33에 대한 TEXAS-V 혼합계산결과-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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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L-33 실험 데이터-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

그림 19. L-33에 대한 TEXAS-V 혼합계산결과-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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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KROTOS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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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easured Explosion Pressure of KROTOS-44

그림 22.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KROTOS-44(Cfrag=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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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KROTOS-44(Cfrag=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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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easured Explosion Pressure of FARO L-33

그림 25.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FARO L-33(Cfr=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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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FARO L-33(Cfr=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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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easured Explosion Pressure of TROI-13

그림 28.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TRO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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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TROI-13(Cfr=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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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L-33 실험결과-압력 

그림 31. L-33 혼합계산-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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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33 혼합계산-냉각수 및수증기 분율

그림 33. L-33 혼합계산-용융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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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L-33 실험-폭발압력

 

그림 35. L-33 해석-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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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ROI-13 실험-정압

그림 37. TROI-13 실험의 TEXAS-V 혼합계산 결과-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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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ROI-13 실험-폭발압력

 

그림 39. TROI-13 실험의 TEXAS-V 폭발계산 결과-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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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TROI-Blind 실험결과-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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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ROI-Blind 실험의 TEXAS-V 혼합계산 후 폭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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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ROI-Blind 실험의 TEXAS-V 폭발계산-혼합체 가정

그림 43. TROI-Blind 폭발 계산-Old Breakup, 자발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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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TROI-Blind 폭발 계산-Old Breakup, 외부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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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노내 증기폭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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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TEXAS-V 노내 증기폭발 혼합/폭발 해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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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용융물 첨두 부분 위치 

 

그림 48. 노내 증기폭발 혼합 계산-용융물 표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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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 완료-냉각수,수증기,용융물 분율

 

그림 50.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 완료-용융물의 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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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노내 증기폭발 혼합/폭발 계산-폭발압력

 

그림 52. 노내 증기폭발 혼합/폭발 계산-단위면적당 충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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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Old breakup)-용융물 첨두위치 

 

그림 54.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Old Breakup)-용융물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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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 완료(Old Breakup)-부피분율

 

그림 56. 노내 증기폭발 혼합계산 완료(Old Breakup)-용융물 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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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노내 증기폭발 혼합/폭발 계산(Old Breakup)-폭발압력

 

그림 58. 노내 증기폭발 혼합/폭발 계산(New Breakup)-단위면적당 충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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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노외 증기폭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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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노외 증기폭발 TEXAS-V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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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1-용융물 첨두부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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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1-용융물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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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1-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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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1-용융물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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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노외 증기폭발 폭발계산 CASE1-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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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노외 증기폭발 폭발계산 CASE1-폭발충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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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2-용융물 첨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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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2-용융물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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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2-각상별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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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2-용융물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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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노외 증기폭발 폭발계산 CASE2-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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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노외 증기폭발 폭발계산 CASE2-충격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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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3-용융물 첨두 위치 

0.0 0.2 0.4 0.6 0.8 1.0
0

1000

2000

3000

4000

5000

 

 

M
el

t l
oc

at
io

n 
fro

m
 b

ot
to

m
 (m

m
)

Time (sec)

 G:MELT_PROG

 

그림 74.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 CASE3-용융물의 표면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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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3-각상별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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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3-용융물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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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노외 증기폭발 폭발계산 CASE3-폭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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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노외 증기폭발 혼합완료 CASE3-단위면적당 충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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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증기폭발 현상은 서로 다른 크기 스케일을 가지는 다상, 다차원, 다물질로 이루져 있다. 
증기폭발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상은 크게 수 초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혼합과정과 수  
밀리초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폭발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혼합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제트 붕괴 및 용융물과 상간의 열전달을 들 수 있으며, 폭발과정의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용융물의 미세분쇄 및 이로인한 급격한 열전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크기 
스케일은 초기에 주입되는 용융물제트의 크기에서부터 미세한 분말까지 수 cm 에서 수십 
µm까지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증기폭발 해석용 전산코드는 그 개발이 어려우며 특히, 혼합과 폭발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검증 후 활용이 요구된다. 증기폭발 해석코드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OECD/SERENA 
국제공동연구가 2002년도에 발족하였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모델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
V 코드를 활용하여 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SERENA 
연구에서 증기폭발 해석코드를 혼합실험, 폭발 실험, 혼합/폭발실험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원자로에서의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혼합계산에서는 SERENA 연구에서 채택된 혼합계산 비교실험으로 선택된 L-28 과 L-14 이 
혼합계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물리적 및 전산계산에 있어서 혼합모델과 제트붕괴 
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혼합계산을 수행한 후에는 주어진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폭발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물리적 및 전산계산에 있어서 폭발모델의 한계와 단점을 밝히고 폭발 실험 
데이타의 한계와 단점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FARO-L33의 증기폭발 실험 데이타, KROTOS-
44, TROI-13, TROI-BLIND 실험에 대해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KROTOS-44, 
FARO-L33, TROI-13, TROI-Blind 등의 실험에 대한 혼합/폭발의 연속계산을 수행하여 
전산코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로규모의 노내외 증기폭발 혼합/폭발의 연속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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