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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 제목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평가에 관한 규제지침 만족성 평가 

ß.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전력공사가 승인 신청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비상노심냉각계통 최적평가 

방법 론!’은 미 국의 NRC의 관련 규제 지 침 서 인 Regulatory Guide 1.157을 만족 

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론은 일부 내용이 Regulatory 

Guide 1.157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수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족성 여부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섬층검토가 요구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비상노섬냉각계통의 인허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평가 방법 

론의 규제지침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l 개정된 비상노심냉각계통 최적평 

가 규정에 따라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구체 

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기술하였다. 

ID.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내용 

본 과제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비상노심냉각계통 최적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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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은 최적 열수력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이 방법론의 세부사항에 대해 

NRC의 Regulatory Guide 1.157의 개별 기술수준의 만족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최적평가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하여 미국의 원전 사업자의 최적해 

석 방법론의 인허가 현황과 유럽의 최적방법 관련 규제요건 및 인허가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최적평가 방법론의 경향 및 요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전산 코드의 세부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 전산코드에 

대한 요건의 충족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최 적 해 석 코드의 사용 모댈에 대 한 Regulatory Guide의 만족성 과 모텔 도출 

에 사용된 참조 실험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개별 모텔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론을 검토하여 LVA 항목의 타당성 

평가와 CSAU 방법론에의 부합성 및 PIRT의 적합성의 평가 후 불확실성의 통 

계적 조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론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나. 연구범위 

·최적 평가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 

미국의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요건 및 방법론 

일본의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 요건 

유럽의 최적방법론 

한국형 불확실성 정 량화 방법론 

."비상노심냉각계통 최적평가 방법론”의 세부사항에 대해 Regulatory Guide 

1.157의 개별 기술수준의 만족성 평가 

최적전산 코드에 대한 요건 충족성 여부 검토 

개별 모댈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합성 검토 

ill. 연구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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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M의 Regulatory Guide 1.157 만족성 분석 

RELAP5jMOD3.1K 코드는 최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체적 

으로 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의 모텔 

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을 뿐I 전체적인 불확실성 정량화 목적에는 부합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최적평가 방법론의 주요 현상 확인과 코드 적용성/ 모텔개 

선 및 계산 코드의 확정l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산정I 불확실성 정량화 

과정의 문제점y 불확실성의 조합 적정성I Scale Effect 고려 및 적용한 실험자 

료의 적정성 둥에서 CSAU방법과 다른 점을 지적하였으며 I Regulatory Guide 

1.157과의 부합성도 변밀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은 검토한 결과 중에서 검토진 

이 문제가 었다는 의견을 피력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1) 규제지침 C-1(최적계산)의 3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RELAP5j MOD3.1K의 모텔 중에서 주요 현상에 관련된 모델들은 적용 가 

능한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평균치 

를 예측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 

다. 

KREM이 현상별로 예측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고려 불가능한 현상” 

혹은 “비실제적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1 바이어스로 처리했는지 

모텔 불확실성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이 요구 

된다. 

(2) 규제지침 C-1(최적계산)의 4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모델의 적용 범위 및 이를 벗어난 외삽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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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지침 C-l(최적계산)의 7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LBLOCA주요 현상에 대해 단순화 및 보수성을 가지게 되는 모텔에 대한 추 

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4) 규제지침 C-2.1.2(계산방법)의 3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 

서/ 

3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1차원적인 근사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5) 규제지침 C-3.4.2(ECCS Bypass)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ECC Bypass평 가를 위 해 UPTF 실험 에 대 해 RELAP5jMOD3.1K 코드 및 강 

수관 Crossflow 모텔링 (Loss factor 50) 이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6) 규제지침 C-3.10 (펌프 모텔링)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이상 유동 펌프 성능 저하 특성 데이터는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값으로 취하여 계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사용된 값이 

보수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추가적인 자료 빛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되며I 이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끼 규제지침 C-3.12 (배출 이후 현상)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격납용기 압력 계산을 위해 CONTEMPT4jMOD5를 사용하고 있고y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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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텔인 Tagami 및 Uchida 상관식에 각각 4와 1.2를 곱하여 사용하고 있 

고 살수와 Fan냉각 용량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8) 규제지침 C-4.1 (전체계산불확실성 일반론)의 2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 

족성 평가를 위해서 l 

전체계산 불확실성을 구할 때 코드 불확실성 이외의 다양한 불확실성의 근 

원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계산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기술되 

어 있다. 

PC낀ICENCF ， 95% = PCTIIE + I1PC간YSl없 +(I1PC깐VEL EÐ I1PCTCODE )95% + I1PCTCODE BIAS 

+I1PC ’TSCALE + I1PCTNODE + I1PCT RESPONSE + I1PCY;η'MESTEP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 불확실성은 보수적 상한치를 사용하여 PCTBE+ 6. 

PCTsystem 으로 포괄된다. 핵연료 거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6.PCT FUEL, 95% 에 

포괄된다. 그러나 단순화 가정 및 근사화 과정으로부터 유래되는 불확실성 

이 ,6" PCT NODE+ ,6" PCT RESPONSE+ ,6"PCT TIME STEP에 적절히 포함되었는 지는 상세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구성 요소가 코드 불확실성과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데이터 실형 크기 원자로에 데이터를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동 

을 포괄하는 지 상세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선형적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9) 규제지침 C-4.2 (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분리효과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IET와의 비교 및 다양한 규모의 실험과 비교를 고려하지 않았고I 한 종류의 

실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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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10) 규제지침 C-4.2 (코드 불확실성) 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Blowdown기간의 코드 불확실성의 reflood 불확실성으로의 전파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에 따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1) 규제지침 C-4.2 (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스케일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는 바이어스 (ðPCTscale)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D/3D 실험 결과를 참조하여 0으로 취급하고 있 

다. 이것은 스케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분리효과 실험 및 다 

양한 크기를 갖는 실험 장치들로부터 측정된 실험들을 코드계산결과와 비교 

해야 한다는 규제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가 었다.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2) 규제지침 C-4.3 (기타 변수 불확실성) 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제 9 단계에서 제기하고 제 12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위를 

좁힌 불확실성 근원 중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로 출 

력l 일차계통 루프 유량y 가압기 압력I 축압기 기체 압력I 축압기 액체 체적/ 

안전주입계통 유량I 안전주입수 온도 동 7 가지 변수이다. 처음에는 훨씬 많 

았는데 전문가 의견으로서 수를 줄인 것은 인위적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기술이 요구된다. 

(13) 규제지침 C-4.3 (기타 변수 불확실성) 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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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물 반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상한 값을 사용하여 불확실성 

변수 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KREM의 접근 방법은 여타 불확실성의 근 

원 중 발전소 초기/경계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수적 상한치를 허용하고I 핵 

연료 변수/ 붕괴열/ 금속-불 반응 동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일부로 고려하 

라는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기술이 요구된다. 

2. KREM 문제 점 분석 

KREM의 방법론이 Regulatory Guide 1.157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주로 현상 

학적인 문제를 위주로 세부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현상의 확언과 코드 적용성 검증과의 연계생 

KREM에 서 는 코드 적 용성 검 증(Step 5)을 위 하여 NRC Regulatory Guide 

1.157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단순 비교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Regulatory Guide 1.157과 단순 비 교보다는 Step 3에 서 도출된 주요 현상들이 

코드에 반영되는지를 평가하여 코드의 불확실성 계산에 고려하게 될 불확실성 

인자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나. 모텔개선 및 계산코드의 적정생 명가 

CSAU는 먼저 적합한 코드를 선정하여 frozen시키고 주요 모텔 및 현상들에 

대하여 불확실성 혹은 Bias를 산정하고 있으나， KREM은 방법론 자체에 코드 

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 단계 (Step 10)에서 인 

자 개개의 불확실성 혹은 Bias를 산출하지 않고 IET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코 

드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R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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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PIRT 결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PIRT(Step 3)의 의미 

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산정 

KREM에서는 발전소 적용단계에서 제반 운전 및 설계 변수에 대하여 중요도 

우선 순위에 따라 불확실성 변수를 설정하고 있다(Step 12). 또한 출력첨두인 

자y 간극전도도 및 핵연료 열전도도만 발전소 적용변수로 설정하고(Step 13) 

나머지에 대하여는 한계치 접근방식(Lirniting Value Approach : L V A)을 채용 

하고 있다(Step 14). 그러나 한계치 접근방식으로 처리되는 변수들은 발전소 

적용변수 개념보다도 코드 자체의 변수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서 단 

순히 한계치를 선택하여 계산하고 ~PCTLV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 불확실성 정량화 과정 평가 

(1) 열수력 모델 및 상관식 불확실성 

Regulatory Guide 1.15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 해서는 적 어도 LBLOCA 

blowdown과 reflood phase 기 간 중 PIRT의 중요도가 높은 현상 모델 및 상 

관식에 관한 불확실도가 개별효과 실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량화되던가 아니 

면 현재의 모텔과 상관식이 충분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2) LVA 방법 론 불확실성 

발전소 계통변수 및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LVA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가정 

하여 cornbined 불확실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LVA 방법론상의 불확실도가 계 

통변수 및 초기와 경계조건의 제한값을 이용하여 cornbined 불확실도가 정량 

화되어 최적계산의 불확실도를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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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 scalability 불확실성 

RELAP5jMOD3.1K 코드는 열수력 현상모텔과 코드 검증이 축소된 개별효과 

및 종합효과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축소된 실험결과와 대형실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scale distortion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불확실도 propagation 

blowdown PCT의 불확실도가 reflood phase의 PCT 불확실도에 미치는 영향 

이 고려되지 않았다. 사고전개와 관련하여 reflood PCT의 불확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reflood PCT의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어야 

한다. 

(5) Reflood PCT 불확실도 

LOFT IET 실 험 자료를 이 용한 reflood PCT의 standard deviation과 Bias는 

FLECHT -SEASET 실험자료를 이용한 reflood PCT보다 크며 많은 data가 95% 

code 불확실성 bound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불확실도 propagation과 

함께 reflood PCT 불확실도 계산 방법론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마. 불확질성 조합의 적정성 평가 

개개모델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코드 자체와 IET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하여 코드의 불확실성을 산출하고(Step 10) 이를 코드의 전체 불확실성 

(6PCTCODE 및 6 PCT CODEBIAS)으로 반영하고 있다. 코드의 불확실성 인자들은 

궁극적으로 실제 발전소 계산에 적용되었을 때의 불확실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안전기준(PCT 등)의 관점에서 그 영향이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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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cale Effect 고려 

IET 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코드의 전체 불확실성에 포함시키는 KREM 방식은 

코드의 Scalability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특히 코드의 불확실성 산출과 

Bias 산출시 각각 하나의 실험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문 

제가 될 수 있다. 

사. 적용한 질험자료의 적합생 

코드 내에 포함된 모텔 및 현상을 포함하여 코드자체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다양한 Scale의 실험장치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상세한 이해가 요구된다. 

코드자체의 불확실성 정량화， 주요 현상들에 대한 Bias 산정/ 코드의 Scale 효 

과 규명 y 코드의 적용성 평가 둥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N. 결론 

KREM 방법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평 

가 방법 (CSAU)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고I Regulatory Guide 

1.157과도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으로부 

터 벗어나려는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방법론보다는 더욱 개선되고 보완된 방법을 제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적평가 방법에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한다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인허가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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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이전의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안전성 평가는 10CFR50의 Appendix K에서 명 

시하고 있는 LOCA해석방법을 기초로 하는 보수적인 평가 방법에 의하여 수 

행 되 어 왔다. 1988년 8월 USNRC는 "ECCS Revision to Acceptance Criteria" 

를 승인하여 기존의 Acceptance Criteria를 유지할 것과 인허가에서 불확실성 

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경우l 비상노심 냉각계통 성능 평가에 있어서 보다 실제 

적인 BE 방법론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에 한국전력공사가 승인 신청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비상노심 냉각계통 

최 적 평 가 방법 론”은 미 국의 NRC의 관련 규제 지 침 서 인 Regulatory Guide 

1.157을 만족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론은 일부 내용이 

NRC Regulatory Guide 1.157에 부합되 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 어 수 차례 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족성 여부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섬층검토 

가 요구되었다. 

국내에서도 최적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미 

1991년에 CSAU 방법을 근간으로 한국형 ECCS 평가모텔이 독자적으로 개발 

되어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제안하 

고 있는 최적평가방법은 이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Regulatory 

Guide 1.157과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l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밀 분석하게 된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인허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평가 방법 

론의 규제지침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정된 비상노섬 냉각계통 최적 

평가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비상노심 냉각계통 평가방법 

론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y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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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내용 

본 과제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비상노심 냉각계통 최적 평가 방법론” 

의 방법론은 최적열수력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 과제에서는 이 방법론의 세 

부사항에 대해 USNRC의 Regulatory Guide 1.157의 개별 기술수준의 만족성 

을 평가하였다. 

최적 평가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하여 미국의 원전 사업자의 최적해석 

방법론의 인허가 현황과 유럽의 최적방법 관련 규제요건 및 인허가 현황 조사 

를 수행하여 최적평가 방법론의 경향 및 요건을 도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방 

법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 방법론은 원자로 계통의 해석에는 RELAP5 jMOD3.1K를 격납용기의 배합 

계산에는 CONTEMPT4jMOD5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용 전산 코드의 세부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 전산코드에 대한 요건의 충족 

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최적해석 코드의 사용 모텔에 대한 Regulatory Guide의 만족성과 모델 도 

출에 사용된 참조 실험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개별 모텔에 대한 평가 결과 

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론을 검토하여 LVA 항목의 타당 

성 평가와 CSAU 방법론에의 부합성 및 PIRT의 적합성의 평가 후 불확실성의 

통계적 조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론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나. 연구범위 

·최적 평가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 

미국의 최적방법 인허가 현황 조사 

유럽의 최적방법론 및 인허가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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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노심 냉각계통 최적평가 방법론”의 세부사항에 대해 Regulatory 

Guide 1.157의 개별 기술수준의 만족성 평가 

최적전산 코드에 대한 요건 충족성 여부 검토 

개별 모텔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합성 검토 

1.3 중점 검토 항목 

최적평가 방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절실하게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 

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적 코드의 확정과 최적 해석모텔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I 특히 선정된 모텔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더 

욱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최적평가 방법이 제안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진취적인 인허가 절차를 설립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국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1988년 

부터 3년간에 걸쳐 한국형 ECCS 평가모텔을 개발하였으며l 이의 적극적인 활 

용을 권장하여 왔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최적평가 방법을 도 

입한 인허가 절차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력의 제안이 아직은 최적평가 방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앞으로 인허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 

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수 년 동안 제안자와 검토자 사이에 많은 질의/응답 

을 거쳐 체계화하고 있었으며l 중간 검토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 

을 참고하고자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게 되었다. 이 과제는 안전기술원에서 검 

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의뢰받고 있으며I 특히 최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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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평가와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주로 원칙적인 평가로 

볼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이 제안한 방법론이 최적평가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 

고 있는 지에 대해 중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NRC에서 발간된 

Regulatory Guide 1.157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였으며I 주요 현상을 도출하는 

과정과 모텔의 개선， 불확실성 정량화 과정에 대해 정밀 검토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론의 기본적인 원리는 충실하게 도입하였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으며I 모델의 개선에 적용된 실험자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불 

확실성의 정량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게 되어/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 

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앞으로 발전소의 

인허가과정에서 최적평가 방법을 도입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여y 부분적인 보완 

을 통해 다시 방법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완전히 한국전력의 제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y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 

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잡았으며/ 본문의 내용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원래의 최적평가 방법에 충실하게 따 

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장과 4장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항목들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10CFR 50의 부록 K에 언급된 여러 가지 Required Model과 

Acceptable Model을 중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에너지원을 적용하는 방 

법과 피복재의 파손 모텔들을 검토하고I 열수력 모텔들을 중접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최적해석 코드의 사용 모텔에 대한 Regulatory Guide의 만족성과 

모텔 도출에 사용된 참조 실험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개별 모텔에 대한 평 

가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론을 검토하여 LVA 항목 

의 타당성 평가와 CSAU 방법론에의 부합성 및 PIRT의 적합성의 평가 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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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의 통계적 조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론의 적합성을 판단하였 

다. 또한 본문에서는 최적평가 방법론의 주요 현상 확인과 코드 적용성l 모델 

개선 및 계산 코드의 확정l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산정l 불확실성 정량 

화 과정의 문제점 y 불확실성의 조합 적정성I Scale Effect 고려 및 적용한 실험 

자료의 적정성 등을 중접적으로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진이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에서 제안한 KREM 방법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평가 방법 (CSAU)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 

고I Regulatory Guide 1.157과도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기존의 보수 

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에는 동의하지만I 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이 무엿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방법론보다는 더욱 개선되고 

보완된 방법을 제안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 

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적평가 방법에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는 점에 

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제 

출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인허 

가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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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각 나라의 최적평가 방법론 분석 

2.1 미국의 비상노섬 냉각계통 평가요건 및 방법론 

미국의 경우，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기준을 10CFR50.46, II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에 명시하고 있으며y 비상노섬냉각계통의 평가방법 및 해석에 사용 

되는 주요 모텔을 10CFR50 Appendix K, IIECCS Evaluation Models ll 및 관련 

규제지침 등에 명시하고 있다. 10CFR50.46 및 10CFR50 Appendix K는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규제지침으로 1974년에 설정 I 공표되었다. 당시에는 냉각재상실 

사고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실험자료의 빈곤에 따른 관련된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위하여 보수적l 결정론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노섬냉각계통의 규 

제지침이 채택되었다. 그러나y 이러한 평가방법의 과다한 보수성이 관련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고 보수성의 완화에 대한 사업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l 

USNRC는 1983년 기존의 평가모텔의 과다한 보수성을 인정하고 SECY -83-472 

를 통하여 최적평가방법과 기존의 Appendix K의 평가방법을 결합한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평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후， 1988년 9월 USNRC는 1974년 이 

후 15년간 비상노섬냉각계통 평가모텔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어진 냉각재 

상실사고 현상에 대한 기술축적에 따라 주요 안전 변수의 불확실성 정량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평가모델과 함께 최적계산방법의 도입 및 관련 불확 

실성을 고려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평가모델을 설정하여 10CFR50.46 및 

10CFR50 Appendix K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최적계산방법에 의한 비상노심맹각계통의 평가는 이미 USNRC의 자체 

검증계산에 반영되어 사용되어 왔다. 1981년 이전의 검증계산에는 Appendix 

K의 평가모텔을 사용한 WREM(Water Reactor Evaluation Model) Package를 

사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하였으나， 1981년 이후에는 USNRC가 개발한 최적 

계산코드인 RELAP5jMOD1, RELAP5jMOD2 및 TRACjPD2, TRACjPF1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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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최적계산에 의한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NRC에서 1996년 승인한 혜스팅하우스의 최적평가방법론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제 보고서 (WCAP-12945, "Westinghouse Code Qualification Docurnent for 

Best Estirnate Loss of Coolant Accident)가 사유문서로서 접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NRC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그 윤곽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NRC가 승인한 왜스팅하우스의 최적평가방법론은 CSAU를 근간으로 하며 

CSAU 보다는 상세한 내용과 기술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2.2 얼본의 비상노섬 냉각계통 평가요건 

일본의 ECCS 성능평가 요건은 「原子力安全委員會 安全審흉指針集」 에 나타 

나 있다. 관련된 요건을 기본적으로 미국의 10CFR50 Appendix K를 근간으로 

같은 틀을 가진다. Appendix K와 다른 점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섬사하여 허 

용한 모텔들을 자체의 요건 안에 명시했다는 점과 새로운 관련 연구결과를 쉽 

게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Appendix K는 보수적 

인 결정론적 평가방법 외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일본의 ECCS 성능평가 요건 

은 최적계산 방법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미국의 ECCS 성능평가 규제요건이 Appendix K 모텔과 Regulatory Guide 

1.157을 만족시키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완벽을 요하는 최적평가방법이라는 양 

극단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반면I 일본은 그 중간의 어느 위치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실험자료가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참 

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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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럽의 최적 계산 방법론 

유럽 각국은 OECD jNEA-CSNI에 참가국 중심으로 최적계산코드 및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을 다음의 표에 요약하 

였다. 

표 2.1 유럽의 최적계산 연구 현황 

국가및 기관 사용코드 방법론 명청 및 유형 

AEAT Method 
영국， AEA Tech RELAP5jMOD3.2 Range설정 및 결합에 의한 현상 묘사 

불확실성 평가방법 

U삐AE방법 l 
이태리y RELAP5jMOD2 

Accuracy Extrapolation에 기초한 

Univ.of Pisa CATHARE2jV.1 .3U 
불확실성 평가방법 
유사 IET계산의 정확성을 발전소까지 
extrapolation시 킴 . 

GRS 방법 
Range설 정 과 su비ective probability 

독일， GRS ATHLET Mod 1.1 distribution (SPD) 및 결 합에 의 한 
독일， SIEMENS S-RELAP 현상묘사 불확실성 평가 

SIEMENS밖법 

CSAU와 유사 

IPSN밖법 

프랑스， IPSN CA THARE2jV.1 .3U 
Range설 정 과 subje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SPD) 및 결합에 의 한 
현상묘사 불확실성 평가 

ENUSA밤볍 

스페인， ENUSA RELAP5jMOD3.2 
R하1ge설 정 과 su비e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SPD) 및 결합에 의 한 
현상묘사 불확실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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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유럽에서의 불확실성 평가 방법론은 크게 영국l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유사)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제도의 차이/ 설계기준 및 

평가방법 관련 규제 요건과 절차의 차이 둥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인허 

가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GRS와 프랑스의 IPSN은 정부의 안전규제를 위한 인허가 지원기관으 

로서 사업자의 계산 결과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 

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적계산은 영국의 Sizewell-B, 프랑스의 EPR 퉁에 점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불확실성 정량화를 발전소 고유하게 수행한 것 같지는 않으며l 아 

직 방법론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OECD-NEA참가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불확실성 평가방법을 비교하기 위 

해 CSNI 산하에 Uncertainη Method Study (UMS) Group를 신설 운영해 왔 

으며 l 표준 문제로서 일본 LSTF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SBLOCA실험 SB_CL-18 

에 대해 각국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불확실성 평가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나. 각국의 방법론 

(1) 이태리의 UMAE 방법 

UMAE 방법은 Qualified 된 IET, SET를 선정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시간 오 

차y 크기 오차를 결합하여 연속적인 오차 범위를 설정하고 Plant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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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ISA 대학의 UMAE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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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A 방법론은 CSAU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많은 Integral Effect 

Test Data의 확보가 관건이 된며 I 매우 복잡하고 중간 중간에 많은 통계 및 

수학적 기법이 요구된다. 아직 LBLOCA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프랑스 IPSN 방법 

IPSN 방법은 전반적으로 CSAU방법과 유사하나 수학적인 개념 (Subje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 추가되 어 있다. 

현재까지 개별 모텔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있으며l 코드 불확실성의 통계적 

처 리 를 위 한 각종 Tool (SUNSET) 및 CATHARE코드 내 부의 Discrete Adjoint 

Sensitivity Method, DASM)를 개발하고 있으나， LBLOCA의 적용을 뒷받침하 

는 자료는 보이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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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SIEMENS 방법 

독일 SIEMENS의 방법은 PIRT 동의 방법론에서 CSAU방법과 거의 동일하며y 

LBLOCA 에 적용에 대한 자료 제시하고 었다. 

사용 코드는 RODEX (Fuel 코드)， S-RELAP5, COCO (격납용기코드) 둥이며， 

S-RELAP5는 RELAP5/MOD2，MOD3의 결합본에 적절한 개선을 한 코드로 

Multi-dirnensional Capability, Non-condensible gas Treatment, Interfacial 

Mass transfer and friction, Heat Transfer Correlation, CCFL, 2-phase pump 

degradation model, Choked Flow 동에 서 모댈 의 개 선 이 이 루어 졌다. 

코드의 검증은 코드 개발시에 THTF, EPRI-Pump, GE-Level, Marviken 등의 

실험/ 응용을 위한 계산에 LOFT, UPTF, FLECHT-SEASET, CCTF, PKL-II 동 

의 실험을 사용하였다. 

13개 변 수(Break Size, Axial Power Shape, peaking factor, swell-rupture 동) 

는 Bounding Value 사용하였다. 전체불확실성의 계산은 코드 불확실성l 발전 

소 변수 불확실성 그리고 핵연료 변수 불확실성을 합하여 구하고 각각에 대한 

Monte Carlo Sarnpling을 통한 Response Surface 생 산하였다. 

코드 불확실성의 결정에 LOFT, CCTF Run 79 실험 계산을 수행하여 IEF와 

직접비교하였다는 점에서 CASU와의 차이를 보인다. 불확실성의 계산시 4개 

의 핵연료 불확실성 변수인 출력， total FQ, Gap stored energy, decay hea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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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RS방법 및 스페인 ENUSA 방법은 프랑스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l 영국 AEAT 방법은 현재까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 검토 결과 

유럽 국가에서의 최적계산 및 불확실성 평가 방법은 국가에 따라 약간씩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CSAU 방법론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r 아직까지 LBLOCA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은 보기 어렵다. 

독일 Siemens 방법의 경우 대부분 CSAU 방법과 유사하나 코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IET 데이터와의 직접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형 최적해석 방법론의 경우는 Siemens 방법이 참조가 될 만하나 이에 대 

한 상세 자료 입수 및 검토가 필요하다. 

2.4 한국형 불확실성 정 량화 방법론 

가. 기본 원칙 

본 절에서는 1991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되었던 “비상노심 냉각계 

통의 평가방법개발 및 응용“ 과제에서 제시하는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구성 

하고 설계하는데 펼요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된 방법론 

은 실질적으로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가상 냉각재 상실 사고의 최적계산에 

적용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법은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수력 과도현상을 최적 예측하는데 관련된 불확실성 정 

량화에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개발되 

었다. 이 방법의 기본특징은 단순성， 체계성I 경제성 및 보수성에 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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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1)단순성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계통거동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개발된 계산 코드들 

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본 방법에서는 하나의 특정 

발전소(혹은I 동일 형태의 발전소들) 및 하나의 단일사고 시나리오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일련의 단계 (step)들로 나누고 여기에 선정된 코드를 적용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이 방법의 적용 결과로 하나의 특별한 조건들의 조합에 대한 불 

확실성을 얻게 된다. 

또한 이 방볍의 작업과정을 더욱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계층적 Top-down 방 

법 (Hierarchical top-down approach)과 상세 Bottom-up 방법 (detailed 

bottom-up down approach)을 결합시켰다. Top-down 방법에서는 최종 상태 

에 대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예를 들면 첨두 피복재 온도에 가장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을 정의한다. 반면에 이상화된 Bottom-up 방법에서는 모든 변 

수의 (예들 들면r 첨두 피복재 온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본 방법의 과정 

은 Top-down 방법으로 시작된다. 여기서는 불확실성에 대해 중요한 지배 인 

자(dominant contributor)가 강조되고 중요도가 낮은 인자는 관심도가 낮아지 

거나 제거된다. 불확실성에 중요한 영향을 인자의 선정은 실험적 근거/ 분석 

및 코드 계산/ 공학적 판단 및 적절한 결정과정 기법에 기초를 두고 수행된다. 

지배인자를 결정한 후에는 이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상세 Bottom-up 방 

법이 사용된다. 

(2)체계성 

앞 절에서 제시된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에 대한 고려 사항을 모두 포괄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연결시키는가에 따라 전체 방법론의 순서 

및 작업의 분량이 좌우될 것이다. 또한 본 방법의 수행을 위해 이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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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적/인적 자원의 수준 및 기술적 심도에 따라 방법론의 질이 결정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작업 순서를 정하였다. 

불확실성 기여인자 선정 • 개별인자의 불확실성 규명 • 전체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 기여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 

하고， 개별인자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인자에 적합 

한 실험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며y 각 실험에 대한 코드 계산이 필요하게 된 

다. 또한 이와 같이 정량화된 각 인자들의 불확실성들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적 불확실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계산이 다수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기본 과정은 적절한 보조 

과정들과 함께 배치된다. 

위의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는 선정된 불확실성 기여 인자의 수 

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인자를 포괄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불확실성 기여인자의 중요도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실험 데이터 및 코드의 스케일링 능력이 우선 조사되어 실제 크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될 때의 효과를 평가할 펼요가 있다. 

(3) 경제성 

원자력 발전소의 코드 계산을 위해서 미리 작성되는 노우딩 방법은 앞 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적 계산시 고려해야하는 불확실성의 한 근원이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노우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인자와는 달리 정량화하 

기 어렵고 만일 이를 개별인자로 취급하면 계산량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개별 인자 불확실성을 수용한 NPP 계산 이전에 노우딩 방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는 최종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경제성 

이다.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 기여 인자의 수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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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횟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대표값을 찾 

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의 표본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될 냉 

각재 상실사고 예시 계산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표본 추출 기법을 본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수용하고 었다. 이와 같은 기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횟수의 계 

산으로도 다양한 불확실성 인자의 효과를 포괄할 수 있다. 

(4)보수성 

전 항의 경제성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인자들 중 불확실성 정량화가 어렵거나 

적절한 실험 데이터 베이스가 이용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 

다. 또한 체계적인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항들이 다른 

인자들과 상호 간섭하여 예상치 않은 결과를 줄 수도 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후 그 효과를 평가하여 최종 불확실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수적 

이다. 본 방법은 이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I 17개의 주요 기 

본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단계별 세부 내용 

(1) 사고 시나리오 선정 (step 1) 

(2) 발전소의 선정 (stpe 2) 

(3) 주요 현상의 선정 및 우선 순위의 결정 (step 3) 

(4) 최적 코드의 선정 (step 4) 

(5) 코드 적용성 평가(step 5) 

(6) 평가 매트릭스의 결정 (step 6) 

(끼 발전소 노우딩의 선정 (step η 

(8) 평가 계산 수행 (step 8) 

(9) 발전소 기본계산 수행 (ste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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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통 변수의 영향 평가(step 10) 

(11) 코드 모텔의 정확성 평가(step 11) 

(12) 스케 일 효과의 평가(step 12) 

(13) 단일 변수의 영향 평가(step 13) 

(14) 계산 매트릭스의 결정 (step 14) 

(15) 매트릭스에 따른 발전소 코드 계산(step 15) 

(16) 불확실성 의 통계 적 평 가(step 16) 

(1끼 전체 불확실성의 평가(step 1끼 

개별 변수 불확실성의 통계적 결합 이외에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성으로서y 

1. 스케일의 영향에 따른 바이어스 

2. 계통 변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바이어스 

3. 노우딩 방법에서 발생되는 바이어스 

4. 기타 경계 및 초기 조건y 기기 가용성들로부터 발생되는 바이어스 

5. 현상 미고려에 의한 바이어스 

6. 기타의 근원에 의해 발생되는 바이어스 퉁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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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SAU vs. KREM 

3.1 CSAU 방법론 

가. 기본 원칙 

USNRC는 상기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불확실성의 정량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CSAU(Code Scaling, Applicability and Uncertainty) 방법 을 제 시 한 바 있다. 

CSAU 방법은 사고의 유형/ 코드의 현상학적 모댈링 능력 I 코드의 Scale-up 능 

력 및 Cornpensating error, 실험의 정확도I 발전소의 특성에 따른 1차 안전 

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서，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의 실질적인 

응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l 논리적이며 검증도 가능하도록 개발 

된 방법론이다. CSAU 방법은 Top-down 및 Bottorn-up 방법의 장y 단점을 고 

려하여， Top-down 방법에 의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의 근원을 선정하여 관련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며I 이들이 주요 안전변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한 최 

종 불확실성의 정량화에는 Bottorn-up 방법을 채택하는 혼합적인 방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 

CSAU 방법은 총 147] 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분야로 구분된다. 첫 

분야는 코드의 모델링 능력 확인단계로 사고의 유형 따른 주요 현상 및 모텔 

의 선정 l 이에 대한 코드의 모텔링 능력 및 잠정적인 한계를 평가하는 단계로 

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포함한다. 두 번째 분야는 첫 번째 분야에서 선정 

된 주요현상 및 모텔에 대한 평가단계로서 코드의 주요 현상 및 모델을 SET, 

IET 등 실험결과와 비교 또는 평가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코드의 정확도I 

Scale-up 능력 y 주요 현상 및 모텔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단계이다. 이 분 

야는 세부단계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세 번째 분야는 민감도 및 

불확실성 정량화 단계로 발전소의 입력 및 상태변수와 주요 현상 및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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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PCT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정량화하여 총제적인 

PCT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단계로서， 11단계부터 14단계까지를 포함한다. 

CSAU 방법의 각 세부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나. 단계별 세부내용 

제 1단계 (Specify scenario): 사고유형 에 따라 주요 현상 및 모텔 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코드의 모델링 능력 및 불확실성은 사고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 

라서 사고유형이 정의되고 이에 따른 주요 현상 및 모델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 2단계 (Select the NPP): 사고의 전개 및 이 에 따른 주요 현상 및 모텔은 

사고유형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I 분석되는 대상 발전소가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제 3단계 (Identify and rank phenomena): 이 단계는 Top-down 방법에 기초 

한 CSAU 방법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I 이를 통하여 사고 유형별 및 발전소 

유형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을 선정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를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라고 하며， PIRT는 PCT 불 

확실성 정량화 계산시 전 계통별 또는 부품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현상 

및 모델의 지침이 된다. PIRT의 구성은 실험결과로부터 또는 코드 민감도 분 

석결과로부터 얻어질 수도 있으나I 분석을 통한 모든 현상 및 모텔에 대한 

PIRT의 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PIRT의 구성은 분석을 통한 구성과 병행 

하여 사고의 진행과정에 따른 현상학적인 중요도에 따라 선정되어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RT의 구성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과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제 4단계 (Select a frozen code): 최 적 계 산용 전산코드가 선 정 되 어 불확실 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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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USNRC는 최적계산용 전산코드로서 

RELAP5/MOD2 및 TRAC/PF1 코드를l 노심 분석에는 COBRA-TF, 핵연료봉 

거동분석에는 FRAP-T6 코드를 제시한 바 있다. 선정된 코드에 대하여는 PCT 

결과에 미치는 주요 현상 및 모델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최적계산 및 불확 

실성 정량화의 평가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5단계 (Provide code documentation): 코드 사용 설명서y 사용지침서I 코드 

모댈 및 상관식 QE(Quality evaluation) 보고서r 평가(assessment)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서류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코드 모델링 능력 평가의 지침이 

되며/ 특히 모델 및 상관식의 QE 보고서에는 코드 모델 및 상관식 둥 구성 

방정식의 Data base, 정확도， Scale-up 능력l 발전소 상태에 따른 적용능력 그 

리고 코드에 프로그램된 모텔에 대한 기술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제 6단계 (Determine code applicability): 제 1，2，3단계는 사고유형에 따른 모 

델링 요구조건을 제시하며I 제 4，5단계는 코드의 모텔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6단계에서는 전 단계들로부터 제시된 모텔링 요구조건에 따라 

코드의 모델링 능력을 확인하며l 고려되는 주요 현상 및 모델의 Data Base, 

정확도， Scale-up 능력 퉁이 사고의 현상에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또한 코드의 

결함도 이 단계에서 검토된다. 

제 7단계 (Establish an assessment matrix): PIRT로부터 선정된 주요 현상 및 

모텔에 대한 코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l 또한 제 6단계에서 발견된 코드의 

결함을 평가하기 위한 SET 및 IET 실험의 평가계산 matrix를 구성한다. 

제 8단계 (Define NPP nodalization): 발전소의 nodalization은 주요 안전 변수 

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nodalization은 경험 

을 충분히 반영하여I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현상 및 발전소 nodalization의 결 

정은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 9단계에서 수행되는 SET, IET 실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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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계산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l 코드의 주요 현상 및 모 

델과 발전소의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수행 

되어， nodalization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제 9단계 (Determine code and experiment accuracy): 제 7단계에서 구성된 

SET, IET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계산 matrix에 따라 평가계산을 수행하여 

PIRT에서 제시된 주요 현상에 관련된 코드 모델의 정확도와 천체 코드 정확 

도 및 불확실성을 정 량화 한다. 이 경우 실험시설을 모텔링 하는 nodalization 

은 발전소에 채택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y 평가계산 결과와 실험결 

과와의 차이로부터 주요 현상 및 모델의 불확실성 및 불확실성의 분포가 산출 

되 어 야 한다. SET 평 가 계 산시 실험 시 설의 scaling에 따른 코드의 scale-up 능 

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IET 평가계산으로부터는 코드의 총체적인 불확실성을 

평가하여/ 제 14단계에서 정량화 한 최종 PC1’ 불확실성 분포에 대한 보수성 

확인 등 보조적인 평가에 사용된다. 주요 현상 및 모텔 중 관련 실험자료의 

빈곤/ 분석의 경제성 또는 코드의 결함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어려운 

현상 및 모텔에 대하여는I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경계치를 적용하여 제 14단계 

에서 최종 주요 안전 변수의 불확실성에 직접 가산할 수도 있다. 

제 10단계 (Determine effect of scale): 주요 현상 및 모델의 평가계산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실험시설의 scale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정량적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 scaling에 따른 불확실성은 각 실험 시설에 대한 평가결 

과를 실형 scale까지 외삽하는 방법과 무차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둥이 있 

다. scale의 영 향을 정 량화하기 불가능한 경 우에 는 경 계 치 방법 (Bounding value 

approach)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 11단계 (Determine effect of reactor input parameters and state): 발전소의 

입력치I 운전조건l 핵연료봉 관련 조건 둥 초기조건 및 계통의 거동 동 경계조 

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야 한다. 이들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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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전소 입력변수 초기 운전조건 및 계통의 거동 동에 대한 발전소 설계자 

료y 측정자료 및 시험자료 동의 조사， 평가를 통하여 정량화 할 수 있다. 상기 

불확실성의 근원 중 그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어려운 근원에 대하여는/ 보수적 

인 방향으로의 경계치를 적용하여I 제 14단계에서 최종 주요 안전 변수의 불 

확실성에 직접 가산할 수도 있다. 

제 12단계 (Perform NPP sensitivity calculations): 제 9，10，11단계 로부터 산출 

된 주요 불확실성 근원의 불확실성 분포에 따라 발전소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여 주요 안전 변수인 PCT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한다. 이는 제 13，14단계 

의 최종 PCT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민감도 분석결과 주요 안전 

변수인 PCT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원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경계치를 적용하는 것이 분석의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제 13단계 (Combine biases and uncertainties): 제 9，10，11단계 에 서 정 량화된 

PCT의 불확실성을 통계적 처리 방법에 의하여 결합I 정량화 한다. 이의 통계 

적 처 리 방법 에 는 여 러 가지 방법 (addition, root mean square, response 

surface, 등)이 있으며I 특정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 

다. 또한/ 통계적 처리 방법 자체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l 최종 PCT의 불확 

실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 14단계 (Determine total uncertainty): PCT의 최종 불확실성은 error band 

또는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코드의 결함/ 분석의 경제성/ 

또는 실험자료의 빈곤으로 인하여 그 불확실성 분포를 정량화하지 못하는 주 

요 현상 및 모텔 등 불확실성의 근원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경계 

치를 사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 PCT의 불확실성에 추가의 penalty 

또는 이득으로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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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REM의 Regulatory Guide 1.157 만족성 분석 

한국전력이 미래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방법론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KREM 특정기술 주제보고서에는 KREM방법론이 미국 규제지침인 Regulatory 

Guide 1.157에 따라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KREM 

방법론이 Regulatory Guide 1.157의 C. Regulatory Position에 기술된 각 내용 

을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각 Section 별로 자세하게 평가하였다. 평가에 있 

어서는 각 규제견해 각 Section에 요건으로 판단되는 사항들 위주로 기술하고 

KREM 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조사 평가하였다. 우선 규제견해의 내용을 

Bold-italic체로 기술하고 해당되는 KREM 내용 및 평가 결과를 그 다음에 기 

술하였다. 본 절에서 평가된 사항 중 상세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 상세 평가가 

필요한 사항/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다음 3.3절 “분석”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가. "C-l. 최적 계산”에 대한 만족생 명가 

α) 최적계산에서는 원자로에서 발쟁되는 물리적 과정들을 질채객으로 묘 

사하고자 하는 포탤링들을 사용한다. 극혀 복창한 에 과정들의 포탤링 

애 대해 투탤하게 정혜친 고운의 첩근 방법은 있을 수 없다 NRC는 적 

절한 안혀71 절차를 수행하71 원해 여러 71지 최적 열수력 과도현장 코 

드들을 께발하고 평71혜 웠다. 에들 중에는 TRAC-PWR, TRAC-BWR, 

RELAP5, COBRA 및 여러 자지외 FRAP 계옐코드들이 포함된다 (문헌 1 

에서 6) 01 코드들은 광햄원한 영역꾀 혈수력 및 핵연료 질험들에서 관 

창된 주요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와다. 

KREM에 서 는 RELAP5/MOD3.1K를 사용하였으며 이 코드는 Regulatory 

Guide 1.157에서 명시한 RELAP5/MOD2보다 모텔 및 상관식에서 예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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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피얀7f;xf와 사합;xf는 비상노점냉zf계통 정능꾀 최적 계잔을 수행하71 

원해 01들 코드와 그들 내부의 고운 포탤들을 사용활 수 있으냐 01들애 

국한된 것은 of나다 NRC는 10CFR 50철의 개정된 50.46 항01 요구하는 

발천소 고운외 불확질정 혜석을 수행하;xl 않와71 때문OJ/， 펴얀7f;xf는 코 

드와 모렐들01 외도된 운천 뱀위애서 투정~I절얘 대하여 허용될 수 있으 

며 포한 작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압증혜야 하매 01 투혈한 객용에서의 불 
확질정을 정량화하여야 한다. 최적계산에서 예상되는 일반적얀 투정븐 

본 규제 견해 1 에 71줄되어 있으면 옐수력 최적 코드애 대한 투뿔 고려 

사항은 규제 견해 2 에 채N되어 있다. 포한 허용 최적 모탤로 사료되는 

투정에 대한 예채는 규채 견혜 3 에 주어진다. 여타꾀 포렐 후은 장관작 

들은 적절한 데이터와 해석으로쩌 01들의 71줄적 근거자 압증된다면 허 

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REM에 서 는 RELAP5jMOD3.1K가 혜스팅 하우스 3-1oop형 발전소 및 CE 

형 발전소 LBLOCA에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 SET 및 IET 평가계산 

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 요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설명된다. 

(3) 최적 모탤은 투혈한 현장에 대해 이째까지 운용한 대01터와 ;xl작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현장에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외 질채적얀 계잔 

에 채공할 수 있어야 한다 01 포탤븐 객용할 수 있는 질험 데이터와 비 

교되어야 하며 데이터왜 정계~I 보다는 횡균치를 얘추혜야만 한다. 포 

든 중요한 변수들꾀 영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만일 어느 투탤한 현장 

플 고려하는 것이 불7f능하거냐 바질제적얀 정우에는 01 현장을 푸~I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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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따른 영향은 111에어스(Bias)를 해석애 작첩적으로 표함""1커는 것 

은 허용하지 않교 포렐 불확질정외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 어느 투뿔 

한 현장을 무""1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는 천체 계잔의 불확질정 안에 고 

려되어야 한다. 

KREM에서 사용하는 RELAP5/MOD3 .1K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텔은 지 

배방정식으로부터 상태방정식/ 계면 항력y 벽면 항력I 계면 열전달/ 벽면 열 

전달 등의 구성방정식I CCFL 모텔l 임계유량 모텔 둥 특별 프로세스 방정식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 우선 KREM에서는 LBLOCA시의 주요 현상을 USNRC의 CSAU 방법론 예 

시계산에서 도출한 현상 (PIRT)과 동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모텔의 최적 예측성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Blowdown현상과 

Reflood현상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어 특정 개별 현상에 대한 예측성을 

판단할 수 없다 . 

. KREM 보고서에 따르면 RELAP5/MOD3.1K는 기존 RELAP5/MOD3.1에서 

재관수 열수력 모델 (열전달 및 계면항력 둥)을 개선시킨 코드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재관수 열수력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RELAP5/MOD3.1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RELAP5/MOD3.1코드에 포함된 모델들은 Reflood 열수력 현상을 제외하고 

는 일반적으로 LBLOCA의 주요 현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1.1 의 참고문헌 17 참조). 

RELAP5/MOD3.1K에 개선된 재관수 관련 열수력 모델들은 

FLECHT-SEASET 재관수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예측치를 준다는 

점 이 입증되고 있다. (Vol.1 의 참고문헌 22 참조) 

• 따라서 KREM 기술주제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l 다 

른 참조 문헌으로부터I 사용된 코드의 모텔 중에서 주요 현상에 관련된 모 

텔들은 적용가능한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계산이 가능하 

며/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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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점은 KREM보고서에서 각 모텔에 대해 문헌을 인용하거나 직접 

기술하여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3.3.절 분석 참조) 

• 언급한 바와 같이 KREM이 개별 현상별로 예측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본 규제견해에서 말하는 “고려 불가능한 현상” 혹은 “비실제적 현상”이 어 

떤 것들인지 인지 알 수 없으며 이들 현상을 바이어스로 처리했는지 모델 

불확실성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 (3.3절 분석 참조) 

• 이상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부분적으로 본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 포렐이 최적 계산 코드 내0뻐서 사용휠 때얘는 모탤의 적용범위얘 대 

해 신중하게 고찰되어야만 한다~ 01 포탤을 대에터와 비교활 rrJ애는， 이 
데이터들을 질째로 원자로 내얘서 발쟁활 수 있는 상황에 작용활 수 있 

는71에 대한 판단을 혜야만 한다. 장관작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이 개발되 

거냐 평자되었던 햄뷰를 햇어냐 외삽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모웰이 타당 

한 데이터 비교71 이루어꼈던 조건들을 햇어냐서 와삽된 것이라면 01 
외삽의 효과에 대혜서 판정을 해야하며 그 효과71 불확질정 횡71얘서 고 

려되어야만 한다 71본 물리법칙들과 정립된 데에터 뼈에즈(예를 들면 

증7/K> 그리고 만캄포 연듀들은 외상으로부터 0171된 불확질정을 횡71 

하는 것을 보조하71 원해 사용되어야 한다 . 

. RELAP5코드 매뉴얼 등을 참고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중요 모델들의 적 

용 범위는 LBLOCA시에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REM에서는 개별 현상 및 관련되는 개별 

모텔에 대한 기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계산 중에 모텔의 적용 범위 

를 벗어난 외삽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ECCS Bypass와 같은 현상에 관계되는 모델인 CCFL상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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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범위 및 스케일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둥에 대한 기술이 제시되지 

않았다. 

• 이에 근거할 때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3절 분석 참조) 

(5) 획적 계산 코드는 냉ZJ-채 장질샤고 동안 발쟁활 수 잊는 중요한 현장들 

을 빼촌하는데 휠요한 포든 포렐들을 포함한다. 계산 칼과외 전채 불확 

질정과 바이어스를 철정하71 원혜 적용 7/능한 질험쩔과 (예를 들면 냉 

ZJ-재 장질사고의 분리효과 질험과 천채 모Á/ 질웹들과 최적코드 계산철 

과는 장세하게 비교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REM에서 사용한 RELAP5/MOD3.1K 코드는 

LBLOCA동안 발생할 수 있는 중요 현상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텔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노심 및 강수관의 3차원 유동과 같은 현상을 예측할 수 있 

는 모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REM에서는 FLECHT-SEASET, THTF, LOFT, Semiscale의 가용한 모든 

SET 및 IET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계산을 수행하였고 불확실성 평가에 

이용하였다. 상세 평가 내용은 해당 절에서 언급한다. 

(6) 풀확질정 평7/에 대한 압력자료를 째공하는 것에 부7/혜세 냉ZJ-찌 장 

질사고 동안 발쟁활 것으로 q상되는 중요한 현상들이 적쩔히 ot측될 것 

얀7/를 확얀하71 원해서는 전체 포사 질험 데이터와외 비교7/ 이용되어 

야만 한다. 

KREM에서는 LOFT, Semiscale 둥의 IET평가계산을 통해서 맹각재 상실사 

고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현상들이 적절히 예측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된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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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01것은 최적 계산 코드꾀 01장적얀 투정01다. 질채료 최적 계잔코드들 

은 단순화된 후은 어느 정도돼 보수정을 내표한 포텔들을 포함활 수 있 

다. 이런 보수정은 다음과 같은 이운 때문에 도압될 수 있다. 

1. 포렐 단순화 포는 보수정이 철과에 대혜 거의 명향을 마;;<1지 않으면 

따라서 더 우수한 모댈의 개발이 펼요하지 않다 

2. 어3二 투밸한 모렐은 불확질정을 쩔정하71 어려원서 장한;;<1 만을 철정 

활수있다. 

3. 투정한 적용에는 천적으로 최적 계잔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장꾀 바이 

어즈는 허용휠 수 있다. 

그러냐 보수적얀 바이어스 후은 단순화를 훤적계잔코드애 도압하여 바질 

채적01거나 중요한 현상올 포함하지 않거나 포는 포콸되어쩔 수 없는 

바이어즈와 불확질정을 포함하는 계잔쩔과를 0171;\1켜서도 안된다. 따 

라서 본 fil칭의 내용에 찢는 후은 50.46(찌찌항을 원해서 샤용활 목적외 

최적 계잔코드7{ 되71 위해서 정해지는 어떠한 계잔과정이라도 중요한 

현장외 계산결과7{ 질째작안지를 확안하71 원해 적용될 수 있는 질험 데 

이터와외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REM에서는 개별 현상 및 개별 모텔에 대한 예측 

성 평가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텔이 단순화되었거나 

보수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본 요건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도출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 

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3절 

분석 참조) 

나. “ C-2. 열수력 최적계잔코드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만족생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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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최적계잔 코드 내얘서 사용하는 데 허용휠 수 있는 몇 71지 투정들이 

다음 절에 71줄되어 있다 01러한 투정들을 갖춘 모텔들은 만일 투정 

포렐에 적용할 만한 질험 데이터와 비교되어 합리적얀 d홈측~/를 재공한 

다는 정이 압증된다편 이 모댈은 허용활 수 있다는 71본적얀 탄서를 71 

지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Z “질째 냉zf채 장질사고 해석흘 외 

한 1:11장 노정 냉zf져통 연듀꾀 개량" (NUREG-1230), 얘서는 최적 계산 
포렐의 근거71 되는 운용한 대규모 질험 데0/터 빼이스외 요약을 채Ã/하 

고있다. 

(2) 문헌 7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데에터 후은 모렐들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x/는 않지만 이 보고서는 최적계잔 포렐들에 얄반적으로 적 

용할 만한 대량외 데이터를 얀용하고 있다 NUl표다1230븐 포한 원자로 

출력 증71자 원험도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71 위혜 NRC애서 수행한 

연유에 대한 문헌 비상노정 탱zf껴홍 규채OJl 대한 배정 정보 및 최적 옐 

수력 과!.ë 현장 코드 불확질도를 팽71하7/ 원해 NRC71 개발한 방법론에 

대한 절명 둥이 포함되어 었다. 

β) 최적계잔 코드 내에 사용된 어떠한 포델들과 장관작때 대해서￡ 코드 

자 적용되는 과도 상태외 탄채에 대혜서 적절하게 수행함을 압증하는 충 

분한 타당정이 채Ã/되어야만 한다. 얄반적으료 최적 열수력 과도 장태 

코드외 투칭은 원자로 계통의 반웅을 예추하71 원혜 샤용함애 관련된 불 

확질정흘 갖는다는 점이다. 에 불확질정들은 규째 근거 4에 71줄된 천채 

불확질정 해점의 원부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 본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평가 내용을 기술함. 

C-2.1 코드꾀 7/본듀조 

C-2.1.1 수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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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계잔 코드는 원자로외 혈수력학적 거동을 ot추하7/ 위해 샤용되는 

방정장들을 풀7/ 외한 수져혜정 방법을 샤용한다. 수~/ 혜석 방법은 그 

자체로서 천체적안 계산애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는 본참한 과정이다. 

계잔결과들이 코드 내얘 샤용되고 있는 포탤들을 냐타내는À/ 확얀하7/ 

원혜서는 신중한 수~/ 해석적 포렐링 만캄포 연쥬 뭉1 오자평7171 수행 

되어야 한다. 여7/서 고려되는 것들과 같은 본잡한 문채의 수차 혜정적 

포샤는 계통을 표시하7/ 원한 분활체적 후은 노드(node) 를 샤용하며 원자 

로꾀 7/하학적 형상을 근사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노드 분활OQ서 

0]:7/되는 불확질정에 대한 띤강도 연듀와 평7171 수행되어악 한다. 

(2) 수치혜석 방법븐 시간에 대해서도 구간 분활하는 방법으로 다루게 되 

uf, A/칸 듀간외 크7/에 대한 영향이 포한 조사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node선정y 시간 구간 분할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고y 

최적 노딩 및 시간 구간을 설정하였다 . 

. KREM에서는 시간 구간 분할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전체 불확실성 평가 

에 고려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된다고 판단된다. 

C-2.1.2 계잔방법 

(1) 최작 계산 코드는 천형적으로 원자로 냉z/찌 및 공7/， 질소와 같은 불 

용정 71스에 대한 질량 애너À/ 및 운동량외 보폰 방정작도 포함하고 있 

다. 에너지 방정작들은 포한 원자로 계통 구조물과 핵연료봉 내꾀 온도 

분포를 계잔하는데 사용된다. 

(2) 0/ 방정작들에 대혜 요듀되는 본참정의 정도는 계산하고자 하는 현장 

과 요듀되는 계잔 정확도에 의폰한다; NRC는 보운한 최적계잔코드d뻐 대 

한 정험으로부터 몇 개À/ 중요한 현장 (예를 들면 역룬 운동 채관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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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탤을 허용활만한 정확도까지 계산하71 원해서는 장01한 운체 장태 후 

은 종류에 대한 분리된 유동장 및 장간의 바뽕형정에 대한 계산01 휠요 

하다는 것플보었다. 

β) NRC 즈탱븐 포한 어떤 현상얘 대혜서는 방정작들이 다차원객으로 풀 

려질 것플 요유하고 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냐 3차원 현장에 대한 

얄차원적 근사王 만엘 근""1화 과정이 적철하재 정당화된다면 허용활 수 

있다. 

(4) 71본 코드외 다른 투정으로서 장태 방정점과 타 물정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샤용된 단순화 작업외 중요정흘 결정하71 원해서는 만갑도 계잔 

과 데01터에 대한 비교가 수행되어01 한다 . 

. KREM에서 사용하고 있는 RELAP5/MOD3.1K는 원자로 냉각재l 불용성 가 

스에 대한 질량/ 에너지 및 운동량의 보존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 

로 계통 구조불과 핵연료봉 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 

유체 상태 혹은 종류에 대한 분리된 유동장 및 상간의 비평형성에 대한 계 

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상태방정식과 기타 물성치 동을 계산할 수 있다. 따 

라서 위 요건 (1)(2)(4)는 만족된다고 판단된다 . 

. RELAP5코드는 일차원적 코드로서I 강수관 및 노심 내의 3차원 현상에 대해 

서는 Crossflow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사화한다. 그러나 KREM에서는 이 

러한 근사화가 적절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본 요건 (3)의 만족성을 입 

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3절 분석 참조) 

다. "C-3. 최적 계산 코드의 특정""에 대한 만족성 평가 

C-3.1 초71 및 정계조건과 절바의 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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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zf찌 장질샤고 동안의 핵연료에서 쟁정되는 열량은 냉zf째 장질사고 

n홈외 원자로 출력준위와 운전이력oq 따라 달라진다 발천소외 천 수명 

에 결쳐 d빼상되는 7f장 극한적연 초7/ 조건은 만갑도 연듀애 7/초를 두 

어01만 한다. 본합적으로 발쟁활 수 없는 초7/조건들을 7f정할 펼요는 

없다. 빼를 들변 노정 초7/외 첨두 채수얘 노정말7/외 붕괴옐흘 함쩨 고 

려할 휠요는 없다. 자정된 초7/ 조건이 주어지면 질째 전출렴 질채 첨 

두 계수 그리고 질채 핵연료 장태와 같은 작철한 계수들은 최적계산방법 

으로 계잔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민감도 계산에 근거를 두고 초기 저장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주기 초의 발전소 상태를 결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간극전도도， 핵연료 열 

전도도 둥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행된 계잔결과는 최대 크7/꾀 배관외 양탄 파혈d때서부돼 이보다 더 

작븐 파단은 이미 고려된 것보다 털 중요하다는 샤질이 압증될 수 있도 

록 충분히 작은 크7/까지 자능한 파탄부의 크7/외 스꽤트럼을 냐타내는 

것이어야만 한다. 해석철과는 포한 7f장 큰 배관 단면적외 2배와 같은 

파옐 탄면적플 갖는 갈이 방향외 파탄d빼 의한 명향을 포함혜야만 한다. 

고려되는 파단부 크7/돼 범위는 충분혀 광햄원하여 두 개의 파탄부 크7/ 

사0/에서 얘7/~/ 않은 거동을 고려하지 않고도 계산쩔과 Äf이에서 신뢰 

정 있는 내장이 0/루어질 수 있도록 계통의 거동이 파단부 크7/의 함수 

로 충분히 정외되어01 한다 

. KREM에서는 최대 저온관 양단 파열부터 0.6배 파단 면적을 갖는 파단 사 

고까지의 파단면적 스펙트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심각한 파단 

사고를 정하였다.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른 정계 뚱1 초7/조건과 절바 운용정들은 발천소 7/줄À/칭서의 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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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7/초한 값이어야 한다. 여7/얘는 7/7/과 운용정 및 정눈 자동채어 

및 운천원 조치 둥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와다 10CFR 

50의 부록 K는 안천계통정능을 혜석할 때d때는 단일 고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해점에서 소내 천원만을 사용활 aJ와 소외 천원만을 샤용활 aJ의 

효과를 고려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KREM에서는 기술지침서에 근거하여 단일고장 기준 및 전원 상실 가정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보수적인 방향을 결정하였다. 

C-3.2 냉캉채 장질 샤고중꾀 혈원 

모렐들븐 öf래에서 논꾀되는 옐원과 열쟁정외 분포를 고려해야만 환다 

C-3.2.1 연료돼 초7/ 춤작 에데À/ 

(1) 7f장사고 이전외 핵연료내의 정상 상태 온도 분포와 축적 에너지는 7f 

정된 초7/조건 핵연료 장태 및 운천 이력애 대혜 최적 방법으로 계잔되 

어01 한다 0/를 위해서 핵연료 펠햇꾀 혈전도도와 연료 펠햇과 피부채 

사0/외 간극의 혈전도능을 평7f해야 한다. 햄연료왜 옐천도도는 온도의 

함수이면 연료 단펀 Ãf이외 갈라진 공간에 폰재하는 7/채에 의해 휠어 

진다. 혈전도도에 대한 허용 포렐은 틈찌 공간의 7/쩨의 옐천도도를 고 

려한 연료 중장선 및 중점선 이외 걷분의 온도얘 대한 노내 질험 쩔과로 

부터 개발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CARO-D, FATES퉁의 핵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초기 저장 에 

너지 및 온도분포를 평가하고 었다 . 

. RELAP5jMOD3.1K 코드는 MATPRO의 상관식을 이용하고 있어 본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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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펴본재 간주돼 열 천도능븐 고온 간극돼 크71와 핵연료봉 내부 71 
채꾀 정분과 압력에 따라 크재 밴하는 함수이다. 고온 칸극 크71외 계잔 

에는 01잔화우라늄 후은 산화혼합물 연료꾀 행강 조말화， 크리01폭 열 

뺑장 핵연료 단편의 전Ol(re[ocanon) 및 피본찌외 크리01프 둥이 고려되어 

야 한다. 핵연료 팽창은 온도 및 연소도꾀 함수이다. 핵연료 조말화는 

연소￡ 온도 및 초71 말도외 함수01다 조말화는 펠몇-피본채 Ä}-이의 

역학적 상호 작용 동안 연료 OJl 7}-해지는 정수력학적 응력으로부터 0/:71 

되며 고려되어야만 한다. 연료 크리01프는 시간 온￡ 압짜의 크자 말 

￡ 핵분열을y 잔소-금속바 및 외부 응력의 함수이다. 연료 옐팽창은 온 

도 밴화에 의해 야71되는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 펠햇외 ~I수의 변화를 

냐타낸다 01장꾀 핵연료 변수들애 대한 허용 모댈은 노내 및 노외 질험 

데이터에 71초를 두어야 한다. 

펴본채의 크리01프는 정장 상태의 운천중얘 핵연료 를1몇과 피복찌 ".q이 

외 간극을 줄이편서 JJ/본채 내에 압충크리01프 변형을 7}-져오제 한다. 

피본찌 크리01프는 속중정Àl 팎> 1 MeV), 펴본채 온￡ 후프 응력 및 채 

질꾀 함수01 다. 피본찌 채료는 냉zf 작업으로 웅력이 채거된 것이거냐 

후븐 환전히 재켈정화된 것힐 수 있으며 이들 채질사01에는 크리이프꾀 

크71에 상당한 차0171 있다. 펠햇-피본재외 역학적 상호작용 동안에 피 

본재는 얀장 크리 01프로부터의 변형을 받져 되는데 이것은 압축 크리이 

프로부터 0/:71되는 것과는 상당하 다르다. 

피본채외 안장 크리이프에 대한 허용 포탤은 원자로내 얀장 크리01프 데 

이터에 71초를 두어야 한다. 

최적 연료 모탤은 01 J근텔이 뷰얘서 ÀI적한 근본 현장을 포함하고 01것 

이 71줄적 근거71 적절한 데이터와 해석에 외혜 압증된다면 허용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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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RELAP5/MOD3.1K 코드는 FRAP-T6의 모텔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C-3.2.1.1 핵연료봉내꾀 축적애너지 및 옐천달에 대한 포렐 팽자철차 

햄연료 내부외 헐천달을 계산하7/ 원한 비상노점냉4;예동 평71에 샤용되 

는 3근텔븐 : 

α 여러 개왜 적절한 데이터 조합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며， 

h 핵연료 연소 핵연료 웰헛의 균혈 및 전0/， 피복찌 크리에프 그리고 

7/체 혼합물외 전도도 둥을 고려활 수 있어악 한다. 

Lanning(문헌 8) 얘 외해 7/줄된 포탤은 노내 핵연료 온도 데이터와 활 비 

교되어져 있다. 최적포탤은 적쩔한 데이터 및 혜정애 외해 7/줄적 근거 

71 압증된다면 허용휠 수 와다. 

C-3.2.1.2 핵연료 내 춤작0빼너À/와 옐전달d뻐 대한 질험데이터 

문헌 9왜 장관작 및 데이터는 핵연료의 초7/ 충적애너À/와 연속되는 렬 

전달을 계산하는데 허용될 수 있다. 

. RELAP5/MOD3.1K 코드에 포함된 MATPRO 및 FRAP-T6의 모델 및 데 이 

터는 본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C-3.2.2 핵분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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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 혈은 계산장에 포함되어01 하며 최적 반웅도 및 원자로 동투정 

계잔을 샤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온도 빛 71포로부터 야71되는 정지 

반응도 포한 최적 평7{방법으로 채산되어야 한다. 냉z/찌 장질사고애 

대한 안전정 계잔에 있어서 핵분열 혈을 듀하71 위혜서 정 동투정'(Point 

kin따ics) 방법에 허용할 수 있는 획적 방법으로 고려될 것이다. 여타외 

화적 모텔들은 그들외 71줄적 근거7{ 작철한 데이터 및 혜석에 외혜 압 

증된다면 허용될 수 와다. 채어봉 다발외 삽압01 발쟁될 것으로 빼장될 

때에는 에를 7{정활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에 모텔은 점동특성 모텔로서 본 요건을 만족한다. 

C-3.2.3 악티늄 계열 원소의 붕괴 

우래늄외 동원원소뿐 만 아나라 운천 중 쟁정되는 넬타효과 플루토늄을 

포함한 맘티늄 계열 원소꾀 방사능 붕괴로부터 발쟁하는 렬은; 핵연료준 

71 이련 딪1 얄려져 있는 방사능외 정철애 따라서 계잔되어야 한다. 전정 

된 약티늄계열원소외 붕괴렬은 발전소외 운천 이력에 대해 적절해야 한 

다. 최적 모텔은 그 71줄적 근거7{ 적절한 데이터와 해석에 외해 압증된 

다면 최적 포텔을 허용될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의 점동특성 모텔은 본 요건을 만족한다. 

C-3.2.4 핵분열 쟁정물꾀 붕괴 

핵분열쟁정물외 방사전 붕괴로부터 냐오는 열쟁정율은， 중정자 홉수 효 

과를 포함해샤 최적 방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위 핵분열당 에너;;cl 

누출량 (Q 짧 포한 최적 방랩으로 계잔되어야 한다 최적 방뽑은 그 71 

줄적 큰거7{ 적절한 데이터와 해석애 의혜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53 -



문헌 10.의 모댈은 핵분열 생정물 붕괴열의 계산얘 허용될 수 있다. 

C-3.2.4.1 핵분옐 쟁정물 붕괴옐얘 대한 모탤 평자 절차 

탄원 핵분옐당 횡균얘너지 값(Q)과 핵종 붕괴옐얘 대한 포탤은 적당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채크되어야 한다 . 

. RELAP5jMOD3.1K 코드에서는 ANSIj ANS-5.1-1979모텔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요건을 만족한다. 

C-3.2.5 급속풀 반응율 

지르칼로이 피본채와 증71와의 반웅으로부터 발쟁되는 애너지 방출율; 

수소 쟁정율 및 피복째 잔화율은 최적 방법으로 계잔되어야 환다. 최적 

포렐은 그 71줄작 근거7f 적절한 데이터화 혜점에 의해 압증된다면 허용 

될 수 있다 냉zf채 상질샤고 동안 펴본찌7f 파열된 것으로 계산된 핵연 

료봉에 대혜세 펴본채 내부얘서외 산화는 최적 방법으로 채산되어야 한 

다. 

C-3.2.5.1 금속물 반응융애 대한 모탤 팽7f 절차 

1900 0F와 같거냐 더 낮은 온포애서 금속물 반응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되 

는 장관장은: 

a 적당한 데에터 쐐트애 대혜 겁토되어야 하면 

h 증71않 피본째의 예비산화I 산화 과정 중에 밴형 그리고 증71와 이 

잔화우라늄 책연료로부터꾀 내부산화의 효과를 얀지혜야 한다. 

문헌 11 외 데01터는 1900 ‘F‘ 이장의 피복찌 온도애서의 에너지 방출율; 수 

- 54 -



소 쟁정율 뚱’ 파복찌 산화율을 계산하는데 허용될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에서는 명시된 Cathcart-Powel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명시된 데이터에 대해 입증되어 있다. 

C-3.2.6 원.ÀI로 내부 구조물얘서왜 열전달 

배관y 압력 용71범 내부부품얘서의 혈천달이 계산장애 고려되어OJ: 하면 

최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노장 운로 박스 j빼어훌 안 내관 및 여 

타 3E점 내외 부품으로꾀 열천달 포한 고려해야 한다 포텔들은 그 71줄 

적 근거71 적절한 데이터와 혜정oq 외해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에서는 열구조물 내의 열전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I 

실제 계산에서도 이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어 었다. 

C-3.2.7 힐차 추에서 이차 추으로의 옐천탤바둥수형 원자로애는 작용되지 

않음) 

증71발쟁71를 통해서 일차져통과 이차 계통사에애 천달되는 혈이 계산장 

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최객 방법으로 계잔되어야 환다. 포렐들은 그 71 

줄적 근거71 적철한 데이터와 혜적얘 의해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와다 . 

. RELAP5/MOD3.1K 코드에서는 1-2차측 간의 열전달을 고려할 수 있으며I 

실제 계산에서도 이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어 있다. 

C-3.3 원자로 노정 황/물리적 변수 

C-3.3.1 펴본재 및 핵연료봉꾀 뺑창과 Jïf옐얘 대한 옐적 변수 

R 

닝
 

R “ 



펴본채 내의 온도분포와 피복찌 내 • 외부의 압력차이로부터 0/:71되는 피 

본채외 행창과 i하혈 포두에 대해 ÄI간의 함수로 계잔한 것이 해석장에 

포함되어야 하매 이 계산을 최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간극의 천 

도는 피본재외 산학 및 휴화/ 수소발쟁 및 펴본찌 외부얘서외 열전달i까 

운채 운동흘 계산할 때 피복채 행창 Jïf옐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ÄI간 

의 함수로서 핵연료와 피본채 온도의 계산은 온도 및 시간외 함수로 71 

줄된 간극 천도능과 여타의 열적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펴본째외 뺑창 

흘 계잔하71 위한 최적방법애서는 펴본찌 온도외 공간적 분표 7'열량 

재료 물정치 비등방정의 비대청 피복채 변형 및 핵연료봉외 열 • 채료 변 

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최적 방법들은 그 71줄적 근거7' 적철한 데이터 

및 해점에 의혜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에서는 피복재 변형과 파열에 대해서 FRAP-T6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C-3.3.2 71타 노점 옐 변수 

노정 내 재료왜 물리적 뚱1 화학적 변화(용융합금외 형성 장변화r 포는 

채료 장호작용에 의혜 야71되는 여타 현장될는 원자로 노점 열작 해석 

ÄI에 휠요하다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최적포탤은 그 71줄적 근 

거7' 적철한 데이터와 혜석에 의해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RELAP5/MOD3.1K 코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모텔은 없으나 노심내 재 

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3.4 배출(Blm떠αvn)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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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1 파탄 투정 및 운동 

(1) 자상 냉zf재 장질샤고 해석에 있어서 규채 견해 3.1 에 ;:<1작된 대로 발 

쟁 7{능한 파탄 크71꾀 즈팩트럼01 고려되어야 한다 방출 운량븐 파탄 

원:xI에서외 운채꾀 장태와 장룬 하룬돼 압력 및 파탄연외 71하학적 형 

상들을 고려한 암계 유량 포텔을 7{:::<I고 계산되어야 한다. 암계 유량 모 

렐은 01 모웰이 적용되는 장태의 햄뷰에 대해 적용 자능한 질험 데이터 

와외 비교에 의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포렐은 최적 계산 포렐이어야 

하면 암계윤량꾀 불확질정은 불확질정 평7{외 얄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최적 모텔은 그 71줄적 근거7{ 적절한 데01터와 해석에 외해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KREM에서는 분석을 통해 파단 크기에 대한 스펙트럼이 평가되고 고려되었 

다. (2차질의 답변 참조) 

· 파단 유량은 RELAP5jMOD3.1K의 Ransome의 임계유량 모텔에 의해 예측 

되 었으며 이 모텔은 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 본 모텔은 Marviken실험에 대한 평가계산을 통해 정당화되고 불확실성이 

평가되었다. 

· 위와 같이 평가된 임계유량모델의 불확실성은 전체계산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었다. 

•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C-3 .4.1.1 방출 운량에 대한 포렐 횡7{ 절차 

비상노장 냉zf계통의 평7{에 사용될 암계윤량 포렐은 : 

α 허용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세트에 대해 겁토되어야 하며， 

b. 1:쥬채7{ 과냉각상태일 n때 옐적 버평형 조건올 안지활 수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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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바평형 장태에서 평형 장태로의 천이 과정얘 대한 계산 방법을 채공 

활 수 있어01 한다. 

암계운량을 계잔하는데 샤용되는 장관장 혼은 포렐꾀 적용램원 뿐만 01 
냐래 111에어스와 불확질도71 연급되어01 한다; Richter (문헌 12) 꾀 71계론 

적얀 옐적 비평형 및 슬립포렐은 소형 및 대형규포의 질험 데이터 (문헌 

13)와 잘 비교되어 있다. 

C-3.4.1.2 방출 운량에 대한 질험 데01터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양계 운량 데이터꾀 깨트는 원자로의 냉z/찌 장 

질 샤고얘 적합한 운체 조건들 71하학적 형상 및 파탄부의 형태를 포괄 

해야만 한다. 

냐음 질험들은 허용될 수 와는 적철한 데이터 세트를 확립활 때 고려되 

어야한마 

- Marviken 질험 (문헌 14) 

-M，뼈 Dick 질험 (문헌 15) 

- Broo뻐@안1의 노즐내의 암계 플래정 운량(문헌 16) 

- Edwards 질힘 (문헌 18) 

- Super M뼈 Dick 질험 (문헌 19, 2이 

정층 상태하외 소형 파단외 양계 *량에 대해세 포렐 및 코드들을 평71 

하는데 현채 허용될 수 있는 질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연T자들에 의 

해 보고된 것들을 포함한다. 

-An따rsOl1 과 Om;a (문 헌 21) 

- Reimann 과 Khan (문 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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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lαk 둥 (문헌 23과 24) 

. RELAP5/MOD3.1K에 포함된 Ransome의 임계유량 모델은 이상 비평형 슬 

립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계산을 통해 모텔의 불확실성이 평가 

되 었으므로 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 

. KREM에서는 본 모델의 평가에서 Marviken실험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있으 

나/ 이 실험은 실형 규모 및 실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타당 

하다. 

· 이에 따라 본 요건은 만족되었다고 판단된다. 

C-3.4.2 111장노점냉z/수 우회 (ECC Bypass) 

칼적계잔 코드는 냉z/째 장질사고의 배출(Blm따따m) 71간동안 압력 용71 

를 우화하는 준압 냉z/수꾀 양에 대한 계잔을 포함해야 한다. 비상 노장 

냉z/수킥 우희에 대한 계잔흘 적용될 수 있는 질험 데이터와 비교 및 혜 

석을 사용한 최적 계산에어야만 한다. 비장 x장 냉z/찌의 우회를 Àl배 

하는 주된 현장이 다차원적이라는 정은 명백하지만 충분한 해석과 데이 

터를 통해 정당화된 얄차원적 근샤 계잔을 허용할 수 있다. 최적 방법은 

그 71줄적 근거7' 적절한 데이터와 혜석에 외혜 압증휠 수 있다면 허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샤료된다. 외부로 흘러냐자져 않고 관내 후븐 압력 

용71파 일부에로 춤작되는 냉z/수는 작용활 수 있는 질험 데이터에 근거 

를 둔 최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RELAP5/MOD3.1K 코드의 방정식과 CCFL 둥의 관련모델l 

그리고 Crossflow를 이용한 강수관 모델링을 통해 ECC Bypass를 예측하고 

있다. 이 방법은 1차원적인 모델에 3차원적 효과를 고려한 간접적인 근사 

방법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KREM에서는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근사 모델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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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 KREM보고서 제 1 권， 제 3 장， 제 2 절， 11 항에 기술된 “감압중 하부플레 

넘의 안전주입수 주입”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UPTF 실험에 대해 

RELAP5jMOD3.1K 코드 및 강수관 Crossflow 모텔링 (Loss factor 50)이 보 

수적인 결과를 준다는 것인데l 이를 입증하는 결과에 대한 제시가 미홉하다. 

UPTF실험 데이터 사용의 제한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본 규제 견해에 제 

시된 다른 소형 규모의 실험 평가계산 결과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KREM방법론은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3.3절 분석 참조) 

C-3.4.2.1 비상노장 냉zf수의 우회에 대한 포렐 평71 쩔차 

바장노짐 냉zf재 우회를 평71하는데에 샤용되는 포 렐 후은 상관작 

α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세트에 대혜 검토되어야 하에 

h 압력 액체꾀 과냉!r.， -;유채외 조건 고온외 압력 용71 변면 그리고 계 

통꾀 71하학적 형장 둥의 효과를 얀fil활 수 있어야 한다 

바장노정 냉zf채 유희의 계산에 샤용되는 장관작과 모렐외 적용램원 뿐 

만 01나리 에들외 불확질정 및 ul에어스71 연급되어야 한다. 축소된 71 
압 정수로 형 원자로꾀 강수관에 대혜세 Beckner와 Reyes (문현 25) 장관작 

븐 푼현 26과 27의 우희 현장외 데에터와 잘 비교되어져 와다 Sun (문 

헌 28)과 Jones (문현 29)들파 장관장은 ul둥수형 원자로에 대혜 관련된 

이상 역륜 한계 (CCFL) 질험 데이터와 창 비교되어 있다. 

C-3.4.2.2 비상노점 냉zf째 유회에 대한 질험 데이터 

다음과 감은 질힘들이 층소된 71압정수로형 원자로의 강수관애 대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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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터 재트를 확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대 

.B따telle Columbus 질 험 ( 문 현 26) 

• Cr짧e 질험 (문헌 2ι 2키 

7f압경수로 형 원자로와 동겔한 규모의 압력용기얘 대하0/， 바장노장 냉 

z/채 묶희 현상대이터는 앞으로 폭알 일본 미국애 꾀혜 .;cl원되는 2DßD 

프로그랭파 일부로 수행될 Ul낀F 질험으로부터 01용 자능하게 될 것이다. 

셰등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다음 질험이 허용될만한 적절한 데이터 깨 

트를 확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대 

SSTF 질험 데이터 (문헌 30 에서 32까재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KREM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압력/ 액체의 과냉도/ 

유체의 조건/ 고온의 압력 용기 벽면I 그리고 계통의 기하학적 형상 동의 효 

과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I Beckner의 상관식을 사용한 것도 아 

니고， 위에 명시된 실험데이터에 의해 평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3.3절 분석 참조) 

C-3.5 파단부와 비장노점 냉z/계통 주압부 부근의 노당 (Noding) 

파단부와 비장노점 냉각 주압부는 높은 f쥬좀과 복잡한 운동을 갖는 부분 

들이며 종종 계산하71 어려운 현장들을 수반한다. 이들 재산의 컬과는 

종종 노당에 상당혀 화유된다 계잔01 질재적얀 결과를 채공하고 있음 

을 압증하71 원해서 Noding과 다흔 주요 변수들에 대혜 충분한 만갑도 

연듀7f 수행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Marviken 실험 평가계산으로부터 파단부 노딩은 계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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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주 

지 않았다. ECC주입부에 대해서는 증기 응축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ECCMIX component를 사용하여 독립된 유동 형상 및 관련된 열수력 상관 

식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Noding 방법은 IET평가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이에 근거할 때 본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C-3.6 마찰 압력 강하 

배관 을’ 71타 부품얘서의 마찰 쏟질은 혜이돌즈 수에 따른 vl활져수외 

변화를 포함하면 에상 운동에 vl활에 미~1는 명향을 고려할 수 있는 포 

렐들을 샤용하여 계잔되어야 한다 최적 포 렐은 그 71줄적 근거71 적절 

한 데01터와 혜점에 의해 압증된다면 허용휠 수 있다. 

C-3.6.1 마찰 압력강하얘 대한 포 탤 횡71 쩔차 

바장 노점 냉캉져통 평710/1 사용되는 마찰 압력강화애 대한 포탤은 : 

α 적철한 깨트의 데이터애 대혜서 검토되어야 하고 

h 중력에 외한 압력강화 및 자추도0빼 꾀한 압력강화를 계잔하는데 샤용 

되는 모렐과 서로 엘관정이 잊어야 한다. 만얄 전압 강화외 재71지 정분 

을 계산하는데 샤용되는 깨포융 포텔들 후븐 장관작들이 서로 다르다면 

정량적얀 타당정01 채.Al되어야 한다. 

장관작 후븐 포탤외 적용햄원 뿐만 01냐래 불확질s:와 바이어스71 71줄 

되어야 한다. 

C-3.6.2 마창 압력강화얘 대한 질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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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활 수 있는 적절환 세트의 데이터들은 자능한 한 질째 발천소 작용 

에서 발견할 수 와는 펀수들 (질량 운속 건￡ 압렴 규채외 물정~/들 거 

칠7/ 및 7/하학적 형생외 햄위를 포함혜악 한다. 다음의 질험들은 허용 

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세트꾀 확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직관 CISE 질험(문헌 33,34) 

• 수평관 GE 질험 (문현 35,36) 

• 연료 봉다발 GE 질험 (문헌 3기 

. RELAP5/MOD3.1K에서는 HTFS rnodified Baroczy 상관식을 이용하여 마찰 

압력배수를 결정하며l 이 상관식은 명시된 데이터들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 

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된다. 

C-3.7 운동량 방정작 

이장 운동꾀 운동량 보존 방정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야 한다. 

(1) 운동량외 일Ã/적 변화 

(2) 운동량 대륨 

(3) 면적 밴화에 따흔 운동량 추I 

(4) 압춤정에 외한 운동량 변화 

(5) 벽면 마활애 외한 압력 쏟질 

(6) 면적 변화애 외한 압력 촌질 

(기 중력 7f속도. 

최적 모렐은 그 7/줄적 근거7f 적절한 데이터와 혜석에 의해 압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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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휠 젓이다 

. RELAP5코드는 위 7개항을 모두 고려한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하며/ 본 요건 

을 만족한다. 

C-3.8 암계 열송 

정상장태 혹은 과도 장태 질험 데이터로부터 개발된 최적 포탤들에 냉zf 

찌 장질사고 동안외 양계열속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 한다. 이 모텔들을 

사용하는 코드는 이들 장관작 들01 이용되는 장태71 71대햄원 내에 와는 

~I를 확얀하71 원한 적합한 점검01 포함되어야 한다. 연듀 철과로부터 

양계 옐속은 핵연료봉외 기하학적 형장/ 궁부 열속 및 fF채외 상태얘 따 

라 상당하 달래친다는 것으로 밝혀쳤다. 핵연료봉의 축방향 위~I얘서 양 

계열추01 예추된 휴에 계산된 국부 운채 뭉1 표면외 장태71 핵버둥의 찌 

형칭을 압증한다면 핵바둥 옐천달 장관작이 계산에 사용될 수도 있다. 

최적 모텔들은 그 71줄적 근거71 적절한 데에터와 해점에 외혜 압증된다 

면 허용될 수 있다. 

. RELAP5jMOD3.1K에 서 는 Blowdown에 서 는 Groeneveld Lookup Table에 

의해서I Reflood시에는 Modified Zuber CHF 상관식에 의해 CHF를 예측하 

며 이들 상관식은 적절한 실험 데이터로부터 개발된 것이다. 또한 

RELAP5jMOD3.1K에 는 retum-to-nucleate boiling조건 이 명 시 되 어 있 어 핵 

비등 귀환이 허용된다.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한다. 

C-3.9 암계열속휴외 배출 옐천달 

양계열속 01후외 천이 및 맘바둥 영역얘서 샤용되는 핵연료로부터 준원 

운채로외 열천달 포텔들븐 적용될 수 있는 정장장태 흑븐 과도 장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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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터와 비교에 7/초를 푼 최적 포탤이어야 한다. 어펀 모탤도 적용햄위 

에서 허용할 수 있는 쩔과를 채공함을 압증하7/ 위하여 횡7'되어약 한 

다. 최적 포탤은 그 7/줄객 근거7' 작절한 데이터와 해석얘 외해 압증된 

다면 허용될 수 있다. 

C-3.9.1 암계혈속 0/후외 옐천달얘 대한 포탤 횡7' 철차 

핵연료봉 다발로부터와 양계혈속이휴외 옐천달을 계산하7/ 뷰해 바장 노 

점 냉zf 계통꾀 평7'애 사용되는 모 텔은 : 

a 허용될 수 있는 적철한 데이터 세트에 대혜 검토되어야 하며， 

h 액채 동반 현장 (l때lid αftrainment)， 옐 본샤 혈적 비평 형 Jl/저 질 

량 운량 Jl/져 출력 말￡ 압듀 조건꾀 포화 빛 과냉zf 효과를 안;;;(/활 수 

있어야 한다. 

암계열좀 0/휴꾀 열천달을 계산하는 데애 사용되는 포텔 후은 장관작의 

작용램원 뿐만 아나라 불확질정 빛 바이어스7' 7/줄되어야 한다. 

3.9.2. 암계열속 후외 열전달얘 대한 질험 데이터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깨트는 정수로형 발천소 절계 및 적용얘 

적합한 출력말￡ 질량 운량 운체 장태 및 연료봉 다발꾀 7/하학적 형장 

들을 포함해야 환다. 다음 질험들은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세트 

를 확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 

• ORNL 질 험(문 헌 38,39) 

• FLECHT-SEASET 질 험(푼 헌 40) 

.INEL 질험(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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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L 데이터 빼01스 (문헌~2) 

C-3.9.3 노출된 연료봉 다발로부터의 양계옐속 휴 옐천달 

소형 냉zf찌 장질샤고꾀 옐vl간돼 시간동안 그리고 대형 냉zf째 장질/.1 

고외 재관수 01전외 /.1간 동안 부분객 후은 천채적 노점 노출의 옐F쟁01 

계잔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얘서는 열전달oq 대한 투뿔한 고려71 휠요 

하다 

C-3.9.3.1 노출된 연료봉 다발로부터의 혈천달얘 대한 포탤 횡71 철차 

노출된 햄연료봉 다발로부터의 혈천달을 계잔하71 원혜 비장노장 냉캉71/ 

통외 횡71에 사용되는 장관작은 : 

α 허용될 수 있는 적정 대이터 얘트얘 대혜 캄토되어야 하면 

h 본샤 및 층룬 천ol 난룬 운동외 효과를 얀지활 수 있어야 한다. 

암계열좀휴 혈전달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포텔 혹은 장관장꾀 적용렘위 

뿐만 01냐라 이들의 불확질정과 바이어스71 71줄되어01 한냐. 운도된 장 

관작은 본샤 열전달을 보정하고 증71 온도를 듀하는데 뭘요한 쩔차에 대 

한 71줄을 포함혜야 한다. 문헌 43 얘 얀용된 hottel 방법은 만족활 만한 

d빼이다. 단룬 장관장은 높은 래에올즈 수 (Re) 얘 대혜 다음과 같은 엘반 

형태를 71질 수 있다. 

Nu = A Rem 관n 

여71서 계수 A, 111, n은 71본 Di야us-Bælter 형태로부터 수정된 것들01며 

다른 변수들꾀 함수힐 수도 잊다. 만은 프란툴 수 Nu는 누쩔트 수를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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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물정차들은 백연 만 후은 증71의 수5<1들로 정외휠 수 있다. 충룬 

대룬로부터외 듀벨과 충륨 대룬로의 천01 (Re < 2000) 7 1- 이루어져야 하는 

데 01것은 작용 연료봉다발꾀 71하학적 형장과 운채 장태에 적절한 충류 

혈전달의 수5<1를 샤용해악 한다. 봉다발의 71하학적 형장과 운채 장태애 

따라 달래;;cl는 다른 공작이냐 수5<1들도 포한 적절하다 

C-3.9.3.2 노출된 연료봉 다뿔로부터꾀 혈천달에 대한 질험 데이터 

노출된 띤료봉 다발들로부터와 암계옐속 후의 혈천달애 대해 허용활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깨트는 정수로형 원자로 절계 및 적용d뼈 적합환 출 

력 말￡ 운채 상태 그리고 연료봉의 71하학적 형장을 포함혜야 한다. 다 

음 질힘들은 적절한 허용 데이터 째트를 절정하는데애 고려되어야 한다 . 

• ORNL-THTF 질 험 (문 헌 43과 44) 

• FLECHT-SEASET 질 험 (문 헌 455￥ 46) 

.ORNL 데이터 빼이스 (문헌 42) 

. RELAP5jMOD3.1K에 포함된 post-CHF 열전달 상관식은 벽면 온도가 최소 

막비등 온도 (Tmin) 이상 혹은 이하에 따라 천이비둥 및 막비둥으로 나뉘어 

져 있고l 각 열전달 모드는 다시 액체의 상태가 subcooled 혹은 saturated 

여부에 따라 상세하게 나뉘어져 계산된다. 천이비둥에서는 Modified Chen상 

관식I 막비등에는 Dittus-Boelter 상관식이 사용된다. Dispersed 유동에 대해 

서는 Crucker 상관식에 의한 보정이 포함된다. 이들 상관식은 적절한 실험 

을 통해 근거가 입증되어 었다. 

• 또한 상관식 에 추가하여 코드에 는 액 적 의 수반 (Entrainment), 열적 비 평 형 1 

고저 출력 및 유량 동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I 복사 열전달， 층류

난류 천이 등의 고려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Post-CHF 열 전달 모텔은 본 KREM 보고서 에 서 FLECHT-SEASET, L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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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험 평가 계산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만족 

한다. 

C-3.10 펌프 포 텔 링 

회천하는 일차 계통 핑프들외 투정은 AI칸애 따라 변하는 펑프 속도를 

7f;<1면서 fF체와 희천 날개 Af이의 운동량 전달을 포함하는 최객 동적 

포멜로부터 듀해져01만 한다. 펌프 포탤 저항과 다른 질험작의 항들은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상 운 

동 영역에서외 핑프 포텔은 적용 7f능한 2장 운동 정능 데이터와의 비교 

에 외해서 압증되어야 한다 천원 장질OJl 따른 힘프 속도 감소는 칙적 

방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형 냉z/째 장질사고에 따른 휩프의 고착 

은 발쟁되는 것으로 계잔되지 않으면 7f정활 펼요7f 없다. 최적포렐은 

그 71줄적 근거7f 적당한 데이터와 해석애 꾀혜 압증된다면 허용할 수 

와다 

. RELAP5jMOD3.1K 코드의 펌프 모텔은 가변 속도I 운동량 전달I 저항의 모 

댈링/ 이상 유동 펌프 성능 모텔 둥을 포함하고 있다 . 

. KREM에서는 이상 유동 펌프 성능 저하 특성 데이터는 실험과의 비교를 통 

해 결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값으로 취하여 계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그러나 사용된 값이 보수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는 제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3.3절 분석 참조) 

C-3.11 배출 71간중 노정 운동 분포 

배출 71간 동안 노점외 최고온 영역을 통과하는 노점 운량은 시간외 함 

수로서 계잔되어야 한다 01러한 계산 목적을 달정하71 원해서 노점 최 

고온 영역은 하냐외 핵띤료 잡합채 크71보다 커서는 안된다. 고온 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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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운량 계잔에서는 명역간의 교차 윤동 및 피복찌 행창 후은 i과혈 

의 결과로서 배출 71간동안 발쟁될 것으로 채산되는 어떠한 운동 봉쇄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차혜석 71랩은 계산 유량의 비질채적얀 진동01 야71 

되지 않음을 압증해야 한다. 최적 포탤은 그 71줄적 근거7f 적절한 데이 

터와 해점에 꾀해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KREM에서 노심은 고온 채널과 평균 채널 두 개의 유로로 모텔하고 고온 

유로는 한 개의 집합체영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양 유로 간에는 Crossflow 

플 고려하였다 

• 계산에서는 유통 봉쇄 (Flow Blockage)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민 

감도 계산을 통해 유동 봉쇄가 일어나지 않거나I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C-3.12 배출 01휴 현장 

C-3.12.1 격납용71 압력 

냉z/재 상질샤고꾀 배출 이휴 71간동안킥 냉z/ 효율정을 횡7f하71 위해 

샤용되는 격납용71 압력은 최적 방법에 외혜 계산되어야 하며 격납용71 

옐채거원꾀 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계산에서는 에용 7f능한 것으로 7f 
정된 포든 압력 캄소 절비외 작동얘 따흔 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최적 

모렐은 그 71줄적 큰거7f 객절한 데이터와 혜석에 와혜 압증된다면 허용 

될수있다 . 

. KREM에서는 격납용기 압력 계산을 위해 CONTEMPT4/MOD5를 사용하고 

있으며 RELAP5와의 연결계산에 의해 방출 질량 및 에너지를 입력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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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격납용기 압력계산에서는 보수적인 모댈인 Tagami 및 Uchida 상관식에 각 

각 4와 1.2를 곱하여 사용하고 있고 살수와 Fan냉각 용량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은 격납용기 압력을 최적 계산해야 한다는 규제 견해와는 달리 

상당한 보수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 

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3.3절 분석 참조) 

C-3.12.2 자압 경수로형 원자로에 대한 배출휴 옐수력 현장 2예산 

원자로 압력용71 채충수 및 궁극적얀 노장 채관수는 노상 바장 노장 냉 

zf 계통 뭇’ 얄;féV이차 원자로 계종의 열수련학적 투정을 고려한 최적 포 

탤에 꾀해 계잔되어01 한다. 모텔들은 7f장된 과포 장태 동안 원자로내 

의 01장 운동 수원를 계산활 수 잊어야 한댄 최적 포탤은 그 71줄적 근 

거7f 적절한 데에터와 해점에 꾀혜 압증된다띤 허용될 수 있다. 

C-3.12.2.1 배출휴 혈수력 현장 포탤 팽개의 철차 

(1) 수원 팽창을 계산하71 위해 비상 노장 냉zf껴통 평7f (J뻐 사용되는 장관 

장 후븐 포렐은 허용된 객정 데이터 째트애 대해 평7f되어야 하며 갑맙 

비등， 출력 준원 운채외 장태 및 계통외 71하학적 형장외 효과를 얀지활 

수 있어01 한다. 

(2) Chexa1, Hor，αvitz와 Lellauche (문헌 4기얘 의해 채~1된 장관장은 푼헌 43, 

48, 49 및 50 에 보고된 질험 데이터와 비교활 aJ 허용될 만한 철과를 째 
공하고 있다. 

β) 수위 팽창을 계산하71 원혜 사용되는 장관장 후은 포탤외 풀확질도와 

바이어스는 에들외 적용범위와 함쩨 71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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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에 꾀혜서 운채 윤동얘 71혜지는 져향을 재산할 때 규쩨 근거 3.1 

파 71정에 근거를 두.Jl.， 예장되는 방작으로 겔차 냉zt찌 혐프71 71동한 

다고 개정해야 한다. 포탤들은 그 7/줄적 근거자 적절한 데에터와의 바 

교와 해석을 통해서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5) 노정 출듀를 빠져 냐71는 천채 운량은 교차운동0/ 수송 및 노장 내 운 

채돼 분표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 최적 포탤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 

다. 상부 플빼납 주압과 장부 해드 주압과 같은 독투한 바장 노점 냉zt 

계통들에 관련된 혈-수력 현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축압7/ 냉각수 분출 

에 따른 춤압7/내 압충 7/체의 효과71 계산장애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 

산에 사용된 어떤 모탤 후은 코드로 작용 71능한 질험 데이터에 의혜 평 

71되어야 한다. 문현 7은 고려하7/에 적절한 2DßD 프로그햄으로부터 

획투된 대규모왜 찌충슈쩌관수 옐수력 대이터를 7/줄하고 있다. 

C-3.12.2.2 배출 후 혈수력 현장0째 대한 질험 데이터 

다음 -"'/험들은 허용할 수 있는 적정 데이터 챔트를 듀정활 rf 고려되어 
야한다 

• GE 질험 (문현 48, 51) 

.ORNL 질험 (문헌 43, 49) 

• FLECHT-SEASET 질 험 (문 헌 45) 

• THESIS 질험(문헌 50) 

. RELAP5jMOD3.1K는 배출후 재관수 단계의 열수력 모텔을 개선시칸 코드 

로서 재충수 및 궁극적인 노심 재관수는 노섬l 비상 노섬 냉각 계통 및 일 

차/이차 원자로 계통의 열수력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수위 팽창은 본 코드 및 모텔에서 이상 유동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 

고/ 관련 열전달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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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는 재관수 열수력 현상을 종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FLECHT -SEASET 실험 평가 계산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 상부 플레넘 주입과 같은 특별한 주입 방식은 본 KREM의 대상은 아니다. 

•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3.12.3 자압 정수로외 비장 노장 냉z/수 및 증7/의 장호 작용 

증7/ 후은 이장 운체와 바장 노점 냉각수 사이꾀 혈수력학적 장호 작용 

0/ 충압7/7f 물을 배출하고 있는 시간동안 노장 혈수력 현장 뚱1 원자로 

냉캉채 배관들을 통과하는 증가 운량을 계산활 때 고려되어악 한다. 최 

적 포렐은 그 7/줄적 근거7f 객철한 데에터와 혜정애 외혜 압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 

. KREM의 RELAP5/MOD3.1K 계산에서는 ECCMIX cornponent를 사용하여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시 증기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C-3.12 .4 7f압 정수로에 대한 배출휴 혈천달 

원자로 용7/외 재충수 및 궁극적얀 노점 채관수 7/간동안 옐천달 계잔 

은 동투한 비상 노점 냉z/계통을 고려하면서 노점을 통과하는 -8-채 운동 

의 최적 계산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계잔얘서는 피본찌 팽창 후은 

파열외 결과로서 발쟁되는 어떠한 운동 봉쇄외 효과도 포함/./켜야 한다. 

원자로 용7/의 찌충수 동안 노장내외 이상 유동 장태를 고려하는 열천달 

계잔을 질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압증되어야 한다. 최적 포렐은 

그 71줄적 근거7f 적절한 데이터와꾀 비교와 혜정을 통해 압증된다면 허 

용될 수 와다 FLECHT-SEASET 질험 (문헌 4α 45 및 46)은 허용될 수 

있는 적정 데이터 재트를 듀정활 때 고려되어야 한다. 문헌 7은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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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험적 찌관수 열천달 데이터d뼈 대한 광햄뷰환 자료를 포함한다. 애 자 

료는 포렐들을 개발하고 평7f활 때 포한 고려되어야 한다 2DßD 프로 

그랭외 결과들은 투하 적철하다 . 

• RELAP5/MOD3.1K는 배출후 재관수 단계의 열전달 모델을 개선시칸 코드 

로서 위 3.12.2요건의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출후 열전달 최적계산을 

제공할 수 있다 . 

. KREM 의 민감도 분석 결과 유동 봉쇄는 계산 PCf에 감소 효과를 주는 것 

으로 평가되어 고려되지 않았다. 

이 코드는 재관수 열수력 현상을 종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FLECHT -SEASET 실험 평가 계산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3.13 즈프빼01 냉캉하의 비둥수형 원자로 핵연료봉OQ 대한 대륜혈천달 

계수 

(해당사항 없음) 

C-3.14 스프빼01 냉캉하왜 비둥수형 원자로 운로 박스 

(해당사항 없음) 

C-3.15 개압정수로애서의 소형파단 냉zf채장질사고에 대환 투혈 고려 사항 

(해당사항 없음) 

C-3.16 최적 코드꾀 다른 투정들 

α) 최적코드외 중요한 투정들븐 계산하려하는 과도 장태와 요구되는 계산 

정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71 때문얘 최적 코드의 투정들흘 천체적으 

로 함축하는 리즈트를 장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얘 최적 코드의 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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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두 함춤하는 리스트를 만들려는 ~/도는 이른어지지 않있다. 반면 

에 부록 K에 포항된 샤향d뼈 대해 중요하다고 확얀된 투정들0/ 원얘서 언 

급한 리스트에 대한 7/초로서 사용된다. 이 투정들은 반드시 다른 코드 

투정들보다 더 0/장 펼요하거냐 중요한 것은 01냐À/만 부록 K의 다양한 

보수정을 샤용하는 평71 포탤 코드에서 관습적으로 샤용된 방랩들로부터 

현찌꾀 최적 포텔0/ 옐 ul냐 달라쳤는71애 대환 투첼한 d뼈~/를 원혜 뭘요 

하7/ 때문에 강조되어야 한댄 부71해서 고려되는 투혈한 발전소의 절계 

냐 후은 과도 현장OQ 따라 획적 포댈0/ 크게 달라지는 분01애 대혜서는 

포텔을 포함~/커지 않는다. 

(해당사항 없음) 

(2) NRC 즈탱은 킬적 혈수력 과도 장태 코드의 빼로서 NRC애 돼혜 재뿔 

된 TRAC-PWR, TRAC-BWR, REIAP5, COBRA 찢 FRAP 둥0/라고 믿고 있 

다. 비록 이 코드들이 캉 코드에 대해 계속적 사용과 횡자얘 근거환 향 

휴 개선에 꾀혜 달라지겠지만 현채로서는 질형 규포의 경수로d빼서의 냉 

캉재 장질샤고돼 합리적얀 계산을 채공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수년간 

에 걸친 NRC와 그의 계약자애 의혜 발행된 코드 개발 및 평71 문헌을 

통해 압증되었다. 

(해당사항 없음) 

β) 그러나 최적 코드들외 다른 투정들에 어떻게 듀칭되어야 하는자를 일 

반적으로 7/줄하는 것은 자능하다. 여7/에는 두 71À/ 7/본적얀 7/준 즉 

완전정 ( completeness) 및 질험데이터와외 "1교71 적용되어야 한다. 

C-3.16.1 완전정 

최적코드는 10 CFR 50철의 50.46삐 항애 명~/된 허용7/준 (예를 들면 청 

두 피복채 온도)에의 적합칭을 압증하는데 중요한 현장을 예측하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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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텔들을 충분히 장세하재 포함하고 잊어야 한다 코드 불확질정이 

냐 바이어즈7f 그렇게 크ÀI 않아서 발쟁할 수 잊는 질채 거동이냐 가정 

된 초71 조건 및 정계조건들 (얘를 들면 절비의 크7/， 안천계통 절정~I> 

꾀 영향애 대해 의후을 0/71하지 않갔다면 단순화""1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중요한 현상들이 예추될 수 업음올 압증하고 코드 단순화 과정외 

영향에 대한 판단블 보조하71 위해서 천채 계잔을 전체 질험과 비교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꾀미 있는 비교를 수행하였음블 압증하71 뷰 

해서 질험피 불확질정과 타당정에 대한 고창을 해야 한다 . 

• KREM에서 사용하는 RELAP5jMOD3.1K는 위에 NRC입장에 따라 합리적인 

최적 코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코드가 LBLOCA 현상을 예측하는 

데 어느 부분이 단순화되었는지 그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기술은 없다. 이 

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기술한다. 

C-3.16.2 데이 터 1://교 

질채적얀 거동01 0뺑측되고 적철한 질험 변수들이 포함되었음을 압증하 

71 위해 개개외 최적 3근탤들은 적용 7f능한 질험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준된 바이어스7f 포탤 내얘 폰채하지 않교 포탤의 불확질정이 중 

요한 질험 변수외 영향에 대한 질채적 평7f를 책공활 수 와을 정도로 충 

분혀 작음을 압증하71 원혜서 불확질정 분석01 요듀된다 불확질정 분 

적에서는 포한 외미있는 비교7f 01루어쳤음을 압증하71 뷰한 질험꾀 불 

확질정을 고려해야 한다 . 

. KREM에서 사용하는 RELAP5jMOD3.1K의 개개 모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실험과의 비교가 다른 문헌에 제시되어 었다. 그러나 본 방법론에서 이러한 

비교에서 결정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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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4. 전체 계산 불확질성의 명가”에 대한 만족성 평가 

C-4.1 일반론 

(1) “불확질정~uncertain렌)"이래는 용어는 획적 혈수력 콰도 현장 코드얘 적 

용될 때 두 71;;t/ 7/준으로 사용된다. 저 수준 후은 보다 장채한 수준에 

서 이 용어는 코드 내에서 샤용된 재개의 포텔， 장관장 후은 방법0/ 다루 

고자 하는 물리적 현장을 대표활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들 개밸 

포 탤/장관￥방법파 불확질칭이 합쳐철 때"코드 불확질정'U을 듀정하게 

된다 . 

. KREM에서는 코드 불확실성의 정의를 개별 모델의 불확실성이 결합된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구하는 과정은 위의 규제 견해와는 상 

당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한다. 

(2) 최적 계산코드내의 개뿔 포탤들의 철합 풀확질정 (주 코드 불확질쟁얘 

는 모텔외 샤용에 관련된 포든 불확질쟁에 포함되어 와지 않다 질형 크 

7/외 발천소 열수력 깨동을 예추하7/ 원혜서 최객 코드를 사용하고자 활 

l1/I, 코드 불확질정 이와꾀 다양한 불확질정외 근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71에는 코드 평71 과정애서 샤용된 질험 데이터의 풀확질정(데이터 질 

형 크7/ 원자로에 데이터를 적용 71능정을 포함하예r 정계조건 및 초7/ 

조건 압력자료외 불확질정 그리고 핵연료 거동 둥에 대한 불확질정 그 

라고 단순화 71정 및 근사화 과정으로부터 운래되는 불확질정 둥이 있 

다. 따라서 “천체 계잔 불확질정”은 이장에서 71줄된 근원으로부터 야7/ 

되는 포든 불확질정과 코드 불확질정을 포함/./켜 고려활 때 도달되는 불 

확질정으로 정외된다 . 

. KREM에서는 전체계산 불확실성을 구할 때 코드 불확실성이외의 다양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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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의 근원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계산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PCTUn，N(’ι 95% = PCTBE + ðJ>C간η찌 +(ðJ>C간UEL EÐ ðJ>CTCODE )95% + ðJ>CTCODE BIAS 

+ ðJ>CT.\'C.4LE + ðJ>CTNODE + ðJ>CT RESPONSE + ðJ>CTTIME STEP 

이 식에서 입력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 불확실성은 다음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보수적 상한치를 사용하여 PCT BE+ 6.PCTsystem 으로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핵연료 거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6.PCTFUEL, 95% 에 포괄된다고 불 수 

있다. 그리고 단순화 가정 및 근사화 과정으로부터 유래되는 불확실성이 A 

PCT NODE+ 6. PCT RESPONSE+ 6.PCT TIME STEP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는 상세 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구성 요소가 코드 불확실성과 실험 데이터의 불 

확실성(데이터 실형 크기 원자로에 데이터를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동을 

포괄하는 지 상세 평가되어야 한다. (3.3절 분석 참조) 

β) "코드 불확질정”과 "천채 계산 붕확질정”이라는 용어들 사이꾀 구혈을 

하고 있다. 휴자는 앞얘서 정의된 "f와 같고 규채 견해 4.2 및 4.3 애 7/줄 

된 불확질정들로 듀정된다. 코드 불확질정의 듀정부분들 (해를 들면 샤 

용된 모텔과 수~/해석 방랩0/ 천채 불확질정에 마치는 영향 부분)은 본 

장애서 7/줄된다. 

해당 부분에서 설명 

(4) 절계7/준들0/ 초과되지 않을 것0/라는 높은 확률을 자점을 보여야 하 

는 50.46(띠(1)떠항꾀 요구 조건을 만족..，./커 7/ 원하여 10 CFR 50철외 

50.46(b) 항킥 작용한계에 최적 계잔 d뻐추치를 비교활 øI, NRC 즈탬에재는 

95% 확률 수준이 허용될 수 있다 95% 확률 수준을 선택한 근거는 주 

로 열수력 학에 관련된 규채 합무에서 표준 공학적 질례와 장통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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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원해서01다. 주로 핵바둥 이탕율 (DNBR)과 같은 많은 변수들은 과거 

에 95% 확률 수준에서 NRC 스탤OQ 의혜 공안된 젓으로 얄려져 잊다 . 

. KREM에서는 불확실성을 구할 때 95% 확률 한계를 적용하고 있다. 

(5) 95% 확률 수준븐 대형 파탄보다 더 높은 발쟁 확률을 7f친 소형 i하단 

냉캉j에 장질.A.f고얘도 포한 작용될 수 있다. 소 형 파탄 탱zf찌 장질사고 

로부터 원험도에 명향을 주는 준얀Àf는 7171왜 운용정과 운전원 조작 둥 

이다. 계잔꾀 불확질칭은 운전원외 사고얀삭 71개의 운용정 71깨와 정 

확한 샤용 둥과 같은 안자들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정량화 

할 수 있는 불확질정을 7fÀI고 최적 계잔을 사용하는 것은 운천원 지칭 

을 평7f하고 7171 운용정외 질째 효과를 철정하71 원한 보다 질채적얀 

계산 결과를 채공하깨 때문애 소형 i하탄 냉Zf;에 장질샤고에 따른 천체 

원험도를 줄얄 젓으로 71대된다. 

(소형파단사고는 해당사항 없음) 

(6) 불확질정 평7f에서는 최적코드를 듀정하는 포탤 천채얘 대한 코드 불 

확질칭을 쩔정하71 원혜서는 확률론적 및 통채학적 방법이 펼띤적으로 

샤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에 본창한 문재에 대혜서 완벽하게 정확환 수 

학적 처리 방법은 질질적으로 폰채하지 않으며 요듀되ÀI도 않있다. 많 

은 경우에 전체 계산 불확질정 횡7f7f 7f능한 수준까지 하71 원해서는 

근사화 및 자정들이 휴하지 않을 수 없다. 에라환 자정들과 근사화얘 대 

한 준의 김은 71줄을 통해서 NRC 스탤01 불확질정 평7f꾀 타당정d깨 대 

한 판단을 활 수 있재 해야 한다 . 

. KREM에서는 RELAP5/MOD3.1K를 구성하는 모델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결정하기 위해 확률론적 및 통계학적 및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분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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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 코드 불확질정 

(1) 코드 풀확질정븐 다양한 크71의 적절한 천채 N스템 질험 및 분리효과 

질험데이터와 이에 대한 코드 계산쩔과왜의 비교를 통해 평71될 수 있 

다. 이 방법으로서 코드 내에서 모탤 및 장관장 들꾀 혼합된 효과얘 71 

얀하는 붕확질정을 평자활 수 있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다양한 현장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다. 코드 불확질정과 바이어스에 대한 합리적얀 평 

71를 하71 원혜서는 여러 71지 다른 현장에 대한 질험 장치 및 다양한 

규모에서외 충분한 수의 천채 계종 질험얘 대한 비교를 수행해야 한다 . 

. KREM에서 분리효과 실험 데이터와의 직접 비교에 의해서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였다Blowdown에 대해서는 π-ITF， Reflood에 대해서는 

FLECHT -SEASET 실험 등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물론 코드 내의 모델 및 상 

관식 들의 혼합된 효과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러 

나 본 지침의 견해와는 달리 IET와의 비교 및 다양한 규모의 실험과 비교를 

고려하지 않았고/ 한 종류의 실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코드 불확실성 

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절 분석 참조) 

(2) 펼요하연 투수한 현장애 대한 코드 불확질정을 평71하71 원하여 투밸 

한 분리효과 질험이 사용되어야 한다~ (뼈를 들연 장부 플례덤 안천 주 

압 정능을 모렐링하는데 있어서외 코드 불확질정을 확연하71 원혜서 원 

통 형 노정 질 험 장쳐 (CylindTÚ짜1 Core Test Facility) 외 대이터와 비교) 코드 

계산과의 바Ji!. .AI애는 측정의 째한정과 Ji!.정 오차들01 고려되어야 한다. 

· 상부 플레념 주입y 강수관 주입 퉁 특수한 현상은 본 KREM 에서는 고려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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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이러한 비교들은 코드외 종합적얀 획적 계잔 능력을 압증하71 위하여 

주요 안전 변수들에 대혜 수행해야 한다. 대형 봐탄 냉캉채 상질샤고애 

대해서 자장 중요한 변수는 50.46떼애 명.AI된 1:11와 같01 첨두 펴본찌 온 

도(PCT) 01 다. 소형 봐탄 냉Z/;，예 상질사고에 대해서 펴본채 온도 개동 뿐 

아나라 전체 계동외 철량 및 원자로 용71 채고량 분포를 d뺑측 활 수 있 

는 코드 능력이 포한 통계학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KREM에서는 중요한 안전 변수로서 PCT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4) 코드 불확질정을 평71하는데 있어세 샤고 천개 과정과 현장은 장에한 

듀간들에서 발쟁하71 때문에 여러 71;;<1 .AI칸 듀간얘 칼친 코드의 0#춘 

능력을옹 평71하는 것이 펼요하다. 얘를 들면， 대형파탄 냉Z/;，예상질사고 

평71에서는 청두 피복찌 온도 d뻐측에 대한 코드 불확질정을 배출지간과 

배출휴 71간동안 분리.AI칼 펼요71 있다. 불확질정을 개쩔적으로 다루는 

데에 대한 정당화 후은 01들을 쩔합.AI커는 방법론이 채.AI되어야 한다 . 

. KREM에서는 Blowdown기간과 reflood 기간의 코드 불확실성을 분리해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Blowdown기간의 코드 불확실성의 reflood 불확실성으 

로의 전파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에 따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절 

분석 참조) 

(5) 코드 불확질정을 쩔정하71 원하여 사용되는 질험자료는 얄반적으로 원 

;;<1력발전소 보다 상당하 작은 질험 장치얘서 얻어진다. 에 결과들을 더 

큰 규모의 플랜트에 적용하71 위혜서는 작용 71능정에 정당화되어야 한 

다 01러한 즈채힐 효과를 횡71하71 위혜서는 이용 자능한 대균포 분리 

효과 질험 및 다양한 크71를 갖는 질험 장~I들로부터 추정된 천채 계통 

질험들을 코드계잔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만겔 스케얄꾀 문재가 있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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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 d빼추~/7f 보수적이지 않다연 코드는 재전되어야 한다 스채얄 능략 

을 갖ÀI 못하는 코드는 그 of측치7f 보수작olÀI 콧하다면 허용될 수 없 

다 . 

• KREM에서는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는데 있어 한 종류의 실험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 효과에 대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스 

케일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는 바이어스 (.ð. PCTscale)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D/3D 실험 결과를 참조하여 0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스케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규모 분리효과 실 

험 및 다양한 크기를 갖는 실험 장치들로부터 측정된 전체 계통 실험들을 

코드계산결과와 비교해야 한다는 본 규제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절 분석 참조) 

C-4.3 여타 불확질정외 근원 

원자로 과도 상태를 d빼측하71 위해 최적 방법론을 사용활 때 개혈 포탤 

들꾀 불확질정 수~I해석 방법장 불확질정01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 

71줄되는 불확질정은 불확질정을 평7f할 때 평7f에 고려되어야 한다 . 

. KREM의 제 9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의 근원을 확인하고， 제 12 단계에서 발 

전소 적용 변수의 선정 및 순위를 정하고I 제 13 단계에서는 민감도 계산을 

통해 이들 중 영향이 큰 것들을 찾아내고 제 14 단계서는 이들의 값을 한계 

치로 설정하여 계산하는 단계들이 마련되어 있다. 

• 제 9 단계에서 불확실성의 근원을 다시 확인할 때에 코드의 지배방정식으로 

부터 발전소 입력 오류 동의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있어， 이미 

PIRT동의 과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복하는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발전소 초기조건I 경계조건， 운전원 조치 둥에 따 

른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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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C-4.3.1 초개조건 정계조건과 7171의 운용정 

발천소 압력포렐01 준비되면 발천소의 정계 조건 및 초깨 조건과 7171 
들의 운용정 및 정능을 71줄하는 관계들01 청의된다 01들은 초71 출력 
준웨 훤프 정능 밸브 장동시간 및 채어계동의 장동과 같은 얀자들을 포 
함한다. 풀확질정 횡7J-애서 정계 및 초깨 조건들과 7171의 투정 을’ 정능 
에 관련된 불확질정을 고려혜01 한다. 이들얘 관련된 밴수들을 보수적 
얀 장한져로 절정함으로쩌 불확질정의 근원을 채환하는 것 포한 7J-능활 
것에다 . 

. KREM 제 9단계 및 12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의 근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 
요 발전소 변수에 대한 전체 목록을 놓고 다시 순위를 정하였다. 여기에는 
Gap conductance, Power peaking factor, 운전출력I 붕괴 열/ 축방향 출력 분 
포/ 핵연료 열전도도I 등의 핵연료 변수뿐 만 아니라I 노심 우회유량y 축압기 
압력 및 온도 둥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고려되어 있어 불확실성 정 
량화의 기본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 KREM 제 9 단계에서 제기하고 제 12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위를 좁힌 불확실성 근원 중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 
로 출력/ 일차계통 루프 유량I 가압기 압력l 축압기 기체 압력y 축압기 액체 
체적I 안전주업계통 유량I 안전주입수 온도 동 7 가지 변수이다. 처음에 제 
기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전문가 의견으로서 이 수를 줄인 것은 
인위적일 가능성이 있다 . 

. KREM 제 12단계에서 이와 같은 순위화 과정을 통해 변수의 개수를 줄인 
후 왜 13 단계에서 다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 대상 변수의 불확실성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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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M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초기 조건 및 경계조건의 불확 

실성을 대표하는 7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상한치로 설정하고 불확 

실성의 근원을 제한하였다 . 

• 따라서 KREM의 제 9단겨i1 ， 12단계， 13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은 본 요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변수의 불확실성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3.3절 분석 참조) 

C-4.3.2 핵띤료왜 거동 

발전소 과도 장태 계산 쩔과의 71펀칭은 핵연료 거동과 연관된 불확질정 

으로부터 0171될 수 있는 바， 이것은 대부분의 천체 계통 질험에서는 천 

71적으로 71열되는 봉을 샤용하71 때문에 코드 계산 철과와 천채 계통 

질험과꾀 비교에는 포함되어 잊져 않71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질칭은 혜 

연료 천도￡ 간격 푸， 간격 천도도 빛 청두 계수와 같은 많은 효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질정들을 정량화하여 천째 계산 불확질정을 

결정활 때 고련혜야 한다 . 

. KREM 에서는 핵연료 전도도， 간극 전도능 (간격폭 및 간격 전도도) 및 첨 

두 계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계산 불확실성을 결정할 때 고려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C-4.3.3 71타 변수 

칙적계잔 코드 안에는 전채 계통 질험 데이터와의 바교를 통해서는 평71 

되지 못하는 효과들을 자진 개밸적얀 모탤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꾀 천채 계통 질험들은 천71 71열봉들을 사용하71 때문애 노점 붕 

괴열 및 피본째 금속물 반웅 둥의 예추얘 관련된 불확질정01 횡71되지 

않는다. 부71해세 최적 계잔 코드꾀 예추능력외 천반적안 적합정을 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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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71 원해서 합리적얀 판단 운량을 구하는 데 질험적으로 얻어진 파단 

방출 계수를 샤용하는 것에 펼요활 수도 있다 01와 같01 천채계통 질험 

데01터와외 비교에 외해서 평7f되지 않는 캉 포렐들외 불확질정을 철정 

활 n째 고려되어야 한다 . 

. KREM 에서는 노심 붕괴열에 대해서는 6.6 %의 불확실성 범위를 갖는 것으 

로 보고 제 13 단계의 민감도 계산을 통해 Blowdown에서는 3.35 K, 

Reflood에서는 12.2 K의 PCT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l 이는 불확실 

성 변수로서 전체 계산불확실성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수적 상한치로 설정하 

였다. 

• 또한 KREM 의 질의 답변서인 KREM Compliance to Regulatory Guide 

1.157에는 에서는 금속-불 반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상한치 값을 

사용하여 불확실성 변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기술되어 있고I 보고서 제 

1 권 표 3-12에는 제기되어 있으나， 12 단계를 거치면서 아예 누락되어 있 

다. 따라서 금속-물 반옹에 대해 보수적 상한치를 설정하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 

. KREM 에서는 제 2 차 질의 답변 과정에서 파단 방출계수에 대한 불확실성 

을 추가로 고려하여 전체 불확실성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 이와 같은 KREM의 접근 방법은 여타 불확실성의 근원 중 발전소 초기/경 

계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수적 상한치를 허용하고/ 핵연료 변수l 붕괴열/ 금 

속-물 반응 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일부로 고려하라는 기본 취지에 벗어 

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절 분석 참조) 

C-4.4 천체 계잔 불확질정에 대한 적쩔한 통계적 처리 방법 

(1) 95% 확률한계외 전체계산 불확질정꾀 횡7f치를 구하71 원해서는 방법 

론 01 팔요하다. 만힐 전형청으로 폼립정을 7f친다고 7f정한다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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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정01 압증되어야 할 것이다. 꺼뿔적 변수71 코드 불확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 질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캄토되어야 한다~ 71정된 뺀수와 

고려되는 렘외애 대혜 타당정01 채~I되어야 한다 . 

. KREM 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전체계산불확실성을 평가했다. 

PCTW 'I:N('H5% = PCTRr: + MCπ’YSTEM +(MC낀7JEL EÐMC낀ODF)95% +MC자ODEBIAS 

+ MCT.~(，ALE + MCTNOJ)E + MCT RF.SPONSE + MCY;η'MESTEP 

이들 각 구성 요소가 본 규제지침에 적합한 타당성을 갖는지l 그리고 이들 

요소간의 선형적인 독립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 KREM 에서는 SET와의 직접 비교에 의해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였으므로 

개별 변수가 코드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다. 

• 따라서 현재까지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3절 분석 참조) 

(2) 질재료 준요변수 (a빼를 들연 첨두 피복채 온도)에 대한 질질적얀 통계 

적 분포는 얄려져 잊지 않으므료 적용할 수 와는 공학적 데이터와 정보 

를 사용하여 통계적 분표를 선랙하는 과정01 펼요하다. 그러한 분포에 

적절한 통계변수들은 01용 71능한 데이터 및 공학적 해석꾀 결과를 샤용 

하여 평71되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95%수준에서 장한 일뺑upper-one 

side) 확률 한계자 계산될 수 있다 95퍼센트 값에 비교할 때 2 배의 표준 

편차71 갖게 되는 추71적 보수정은 확률분포의 불확질정 고려에 사용될 

수 있다. 에러한 71법들은 이장꾀 첩근 방랩에서는 요구되지 않앙던 진 

뢰도 수쥔confidence leveO 외 샤용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 

. KREM 에서는 PCT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알아내고 95 % 일방한계를 구하 

기 위해 불확실성 변수 둥의 민감도 계산을 통해 Response Surface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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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 고 본 Response Surface에 대 한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 
해 통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95 % 확률 일방한계를 결정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β) 50.46삐에 대한 적합정을 압증하7/ 원하여 95% 확률 수준에서외 청두 
펴본찌 온도를 평71하는 것븐 파단부 즈봐트럼 분점에 외혜 규명된 최악 
외 i과단 정우에 대혜서만 수행되면 된다. 그러나 에 방법플 사용하7/ 원 
혜서는 최앙의 파단 경우에 대한 불확질정을 포괄함을 압증하는 타당정 
이 제""/되어야 한냐. 대형 및 소형 파탄 냉Z!;예 상질샤고에 대해서는 계 
통왜 혈수력 게동장 근본적얀 차이71 있7/ 때문oq， 분리""/켜서 불확질정 
평71를 수행하는 것이 펼요하다. 개정된 50.46(，띠(1)(i) 쩔븐 5α46(ω철의 어 
떠한 7/준도 초과되지 않을 높은 확률0/ 압증될 것을 요구하고 잊으며 
첨두 펴본채 온도 7/준애만 채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7/푼들븐 청 
두 펴본찌 온도에 고도로 의폰하고 있으므료 만얄 7/준을 95% 확율수준 
에서 만족""/캄으로쩌 다른 7/준들에 에와 동얄하게냐 더 높은 확률수준 
에서 초과되지 않음을 압증활 수 있다편 다른 7/준들을 초과활 확률에 
대한 외연적 고려71 요듀되지 않을 수 잊다 . 

. KREM 에서는 파단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최악의 결과를 주게 되는 파 
단 위 치 (저온관) 및 파단면적 (Blowdown시 O.8A, Reflood시 1.0A)를 선정 
하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파단 면적에 대해 
Response Surface 재구성 및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전체 계산 불 
확실성의 범위를 구하고 최악의 파단 면적에서 구해진 범위가 이를 포괄한 
다는 것을 보였다. (2차질의 답변 참조) 

. KREM 에서는 수소발생율l 산화도 둥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계 
산과정을 통해 27 개의 최고온 핵연료봉 중 가장 Limiting한 핵연료봉에서 
의 산화도와 수소 발생율을 계산하여 요건이 만족함을 보였다. 

• 이러한 KREM의 접근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며 본 요건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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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C-4.5 냉캉재 장질샤고 불확질성 횡71에 대한 NRC의 첩근 방법 

“Cαnpendium of ECCS Research for Realistic LOCA An때sis" (문헌7)왜 4장 

에서는 NRC자 개발했던 최적 옐수력 과도 상태 계잔 코드에 대한 청두 

펴본채 온도 d뺑추에서의 천체 계잔 불확질정을 평71하는데 샤용되었던 

방법론을 채~l하고 있다. 

(해당사항 없음) 

3.3 분석 

3.2절에서 KREM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Regulatory Guide 1.157에 

대한 만족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 과정으로부터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Regulatory Guide의 규제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침 C-1(최적계산)의 3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RELAP5j MOD3.1K의 모텔 중에서 주요 현상에 관련된 모텔틀은 적용 가 

능한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계산이 가능하며I 전반적으 

로 평균치를 예측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KREM이 개별 현상별로 예측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본 규제견해에서 

말하는 “고려 불가능한 현상” 혹은 “비실제적 현상”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없으며 이들 현상을 바이어스로 처리했는지 모델 불확실성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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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지침 C-l(최적계산)의 4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모델의 적용 범위 및 이를 벗어난 외삽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3) 규제지침 C-l(최적계산)의 7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LBLOCA주요 현상에 대해 단순화 및 보수성을 가지게 되는 모텔에 대한 추 

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4) 규제지침 C-2.1끽계산방법)의 3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 

서/ 

3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1차원 적인 근사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5) 규제지침 C-3.4끽ECCS Bypass)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ECC Bypass평 가를 위 해 UPTF 실험 에 대 해 RELAP5/MOD3.1K 코드 및 강 

수관 Crossflow 모텔링 (Loss factor 5이이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UPTF 실험 데 

이터 사용의 제한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I 본 규제 견해에 제시된 다른 소 

형 규모의 실험 평가계산 결과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 

(6) 규제지침 C-3.10(펌프 모텔링)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이상 유동 펌프 성능 저하 특성 데이터는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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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보수적인 값으로 취하여 계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사용된 값이 

보수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이에 대한 기술이 요구되며I 이에 대한 상 

세 검토가 필요하다. 

(7) 규제지침 C-3.12(배출 이후 현상)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KREM에서는 격납용기 압력 계산을 위해 CONTEMPT4/MOD5를 사용하고 

있고l 보수적 인 모댈 언 Tagami 및 Uchida 상관식 에 각각 4와 1.2를 곱하여 

사용하고 있고 살수와 Fan냉각 용량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격납용기 압력을 최적 계산해야 한다는 규제 견해와는 달리 상당한 보수성 

을 갖는 것으로서r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8) 규제지침 C-4.1(전체계산불확실성 일반론)의 2번째 Paragraph에 대한 만족 

성 평가를 위해서， 

KREM에서는 전체계산 불확실성을 구할 때 코드 불확실성이외의 다양한 불 

확실성의 근원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계산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다고 기술되어 있다. 

PC깐JrENC’E ， 95% = PCTBE + MC자YSr.ιM+(MC깐UEL EÐ MCTCODE )95% + MCTCODE BIAS 

+ MCTSCALE + MCTNODE + MCT RESPONSE + MC~η'ME 

이 식에서 입력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 불확실성은 보수적 상한치를 사용하 

여 PCTBE+ ,6"PCTsystem 으로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핵연료 거동에 대한 불 

확실성은 ,6" PCT FUEL, 95% 에 포괄된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화 가정 및 

근사화 과정으로부터 유래되는 불확실성이 L:, PCT NODE+ L:, PCTRESPONS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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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T/ME STEP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는 상세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구성 요소가 코드 불확실성과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데이터 실형 크기 원 

자로에 데이터를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동을 포괄하는 지 상세 평가되어 

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선형적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9) 규제지침 C-4.2(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KREM에서 분리효과 실험 데이터와의 직접 비교에 의해서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였다 Blowdown에 대해서는 THTF, Reflood에 대해서는 

FLECHT -SEASET 실험 둥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본 지칩의 견해와는 달리 

IET와의 비교 및 다양한 규모의 실험과 비교를 고려하지 않았고/ 한 종류의 

실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0) 규제지침 C-4.2(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KREM에서는 Blowdown기간과 reflood 기간의 코드 불확실성을 분리해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Blowdown기간의 코드 불확실성의 reflood 불확실성으 

로의 전파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에 따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1) 규제지침 C-4.2(코드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I 

KREM에서는 코드 불확실성을 구하는 데 있어 한 종류의 실험만을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 효과에 대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스케일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는 바이어스 (ðPCI’scale)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D/3D 실험 결과를 참조하여 0으로 취급하고 있 

다. 이것은 스케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규모 분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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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다양한 크기를 갖는 실험 장치들로부터 측정된 전체 계통 실험들을 

코드계산결과와 비교해야 한다는 본 규제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2) 규제지침 C-4.3(기타 변수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 

KREM 제 9 단계에서 제기하고 제 12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범위를 좁힌 불확실성 근원 중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 

로 출력 I 일차계통 루프 유량， 가압기 압력l 축압기 기체 압력/ 축압기 액체 

체적r 안전주입계통 유량l 안전주입수 온도 둥 7 가지 변수이다. 처음에 제 

기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전문가 의견으로서 이 수를 줄인 것은 

인위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기술이 요구된다. 

KREM 제 12 단계에서 이와 같은 순위화 과정을 통해 변수의 개수를 줄인 

후 왜 13 단계에서 다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 대상 변수의 불확실성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 

았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기술이 요구된다. 

(13) 규제지침 C-4.3(기타 변수 불확실성)에 대한 만족성 평가를 위해서l 

금속-물 반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상한값을 사용하여 불확실성 

변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KREM의 접근 방법 

은 여타 불확실성의 근원 중 발전소 초기/경계조건 둥에 대해서만 보수적 

상한치를 허용하고/ 핵연료 변수I 붕괴열I 금속-물 반응 둥에 대해서는 불확 

실성의 일부로 고려하라는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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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규제지첨 만족성 평가 

4.1 KREM 문제 점 분석 

제 3장에서 한국전력이 제안한 KREM의 방법론이 Regulatory Guide 1.157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위주로 세부 항목별로 검토하였 

다. 본 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요 현상의 확인과 코드 적용성/ 모텔개선 및 계 

산 코드의 확정 r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산정l 불확실성 정량화 과정의 

문제점 I 불확실성의 조합 적정성， Scale Effect 고려 및 적용한 실험자료의 적 

정성 둥을 중접적으로 검토하고， 3.2절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 

비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주요 현상의 확언과 코드 적용성 검증과의 연계성 

KREM에서는 코드 적용성 검증(Step 5)을 위하여 USNRC Regulatory Guide 

1.157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단순 비교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 

지 않다. 코드 적용성 검증의 주목적은 Step 3(주요현상의 확인)에서 도출된 

주요현상들이 코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계산능력을 코드가 

확보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요현상에 대응하는 실제 계산되 

어야 할 Uncertainty Parameter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Regulatory 

Guide 1.157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CSAU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Step 3에서 도출된 주요 현상들이 코드에 어떤 모델 후은 계산과정에 반영되 

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코드의 불확실성 계산에 고려하게 될 Uncertainty 

Parameter를 산정해야할 것이다. Regulatory Guide의 3.16절에서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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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Regulatory Guide의 모델들은 기존의 lOCFR50 Appendix K의 모델 및 

현상들을 근간으로 기존의 보수적 모텔과 최적 모텔의 차이를 예시적으로 제 

시한 것으로서 Regulatory Guide의 모델 목록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KREM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 단계 (Step 10)에서 개개 

Uncertainty Parameter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채용하지 않고 단순히 

IET와의 비교를 통하여 코드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채용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만약 KREM의 방법을 고수한다면 굳이 Step 3과 Step 5를 따로 

두지 말고 하나로 묶어 Regulatory Guide 모텔과의 비교 Step을 두는 것과 동 

일한 의미일 것이다. 

나. 모텔개선 및 계산코드의 적정성 I명가 

CSAU 방법에서는 인 · 허가 계산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는 반면에 KREM은 

인 · 허가 계산과정 뿐만이 아니라 코드개발/개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Step 

6). CSAU는 먼저 적합한 코드를 선정하여 frozen시키고 주요 모델 및 현상들 

에 대하여 Uncertainty 혹은 Bias를 산정하고 있으며 I 불합리한 모텔이나 현상 

들에 대하여는 코드의 선정과정에서 PIRT에서 도출된 주요 현상 및 모텔과 

비교하여 코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KREM은 방법론 자체에 코 

드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CSAU에서는 

PIRT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하여 코드의 능력과 비교(Step 5)하여 

Uncertainty Parameter를 설정하는데 반하여 KREM에서는 코드에 내재된 모 

텔의 결함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KREM의 접근방법은 코드불확실성 정 

량화 단계 (Step 10)에서 잉AU방법과 같이 Parameter 개개의 Uncertainty 혹 

은 Bias를 산출하지 않고 IET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코드의 전체적인 불확실 

성을 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REM의 방법은 PIRT 결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PIRT(Step 3)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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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의 접근방식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평가방법론 

에서 코드의 개선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굳이 필요하다 

변 Step 4(최적 계산 코드의 선정)에 Step 6(모델 개선 및 계산 코드의 확정) 

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질성 산정 

KREM에서는 발전소 적용단계에서 제반 운전 및 설계 변수에 대하여 중요도 

우선 순위에 따라 불확실성 변수를 설정하고 있다(Step 12). 또한 이러한 변수 

들에 대한 단일변수 민감도 분석결과 핵연료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이 계통관 

련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핵연료 관련 변수인 출력첨두인 

자I 간극전도도 및 핵연료 열전도도만 발전소 적용변수로 설정하여 (Step 13) 

실제 원전의 불확실성 산출에서 통계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한계치 접근 

방식(Limiting Value Approach L V A)을 채용하고 있다(Step 14). 그러나 붕 

괴열， 피복재 산화반응， 피복재 구조거동l 펌프성능I 노심 우회 유량 둥 한계치 

접근방식으로 처리되는 변수들은 발전소 적용변수 개념보다도 코드 자체의 변 

수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서 단순히 한계치를 선택하여 계산하고 

L:，.PCTLV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0CFR 50.46(a)(1)(i)에서 최적평가모텔은 냉각재 상실사고 중 원자로계통의 거 

동을 실제적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타당성을 포함하 

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 1.157의 C.1절에서도 비상 

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최적 모텔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 유용한 데이터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의 실제적인 계산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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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 최적모텔은 실험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하며l 데이터의 경계치 보다는 평균치 

를 예측해야만 한다. 

- 만약 어느 특별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일 경우에 

는 이 현상을 무시하는데에 따른 바이어스(Bias)를 해석에 직접적으로 포함시 

키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모델 불확실성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 

- 실제로/ 최적계산코드들은 단순화된 혹은 어느 정도의 보수성을 내포한 모 

델들을 아래의 이유 때문에 포함할 수 있다. 

(i) 모델 단순화 또는 보수성이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 

서 더 우수한 모텔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ii) 어느 특정모텔은 불확실성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상한치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iii) 특정한 적용에는 전적으로 최적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상의 바이 

어스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 그러나 보수적인 바이어스 혹은 단순화를 최적계산 코드에 도입하여 비실 

제적이거나/ 중요한 현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포괄되어질 수 없는 바이어 

스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계산결과를 야기시켜서도 안된다. 

이상의 규정들에서 보듯이 최적평가 모델의 기본취지는 냉각재상실사고시 발 

전소의 거동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그러나 KREM에서 상기변수틀 

을 한계치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상의 이점인 것 같은데l 이러한 계산 

상의 이점 때문에 최적계산방법의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예로써I KREM에서 decay heat를 한계치 개념으로 바이어스(Bias)로 처리 

하고 있는 바y 만약 10CFR50 Appendix K의 모텔을 그대 로 준수하고 단지 

decay heat 모델 동 몇 가지 중요한 보수적 모텔들을 한계치 접근방법으로 처 

리한다면 굳이 통계적 처리 동의 복잡한 계산 및 절차가 없이 상당한 PC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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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적계산방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라. 불확질성 정량화 과정 명가 

(1) 열수력 모델 및 상관식 불확실성 

KREM은 Regulatory Guide 1.157에서 요구하는 최적해석 코드의 개별적인 모 

상관식과 관련된 불확실도는 FLECHT -SEASET 실험을 통한 blowdon 

및 reflood PCT 불확실성과 Marviken 실험을 이용한 discharge coefficient의 

분석밖에는 수행하지 않았다. Regulatory Guide 1.157의 요구사항을 

위 해 서 는 적 어 도 LBLOCA blowdown과 reflood phase 기 간 

중요도가 높은 현상 모텔 및 상관식에 관한 불확실도가 개별효과 실 

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량화되던가 아니면 현재의 모텔과 상관식이 충분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최적해석의 개별적인 모텔 및 상 

관식 의 cornbined uncertainty도 정 량화하여 야 한다. 따라서l 향후 PIRT의 

현상에 대하여는 개별효과 실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불확 

것이 바람직하다. 

=걷r 

ul 
7" 

민감도 

만족하기 

PIRT의 

텔 

주
 
。

요도가 높은 열수력 

실도를 정량화하는 

(2) LVA 방법 론 불확실성 

방법론에 관련된 불활실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요 

발전소 계통변수 및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LVA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불확실도를 cornbined 

Regulatory Guide 1.157에는 

구하고 있다. KREM에서는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이 방법론은 아래와 같은 현안을 가져온다. 

가정 (초기와 경계조건)에 대한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지 - KREM에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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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또한 모든 변수와 조건들을 LVA로 썼을 경우의 불확실도도 정 량화 
되지 않았다. 

- 모든 계통변수와 초기 및 경계조건을 사용할 경우 Regulatory Guide 1.157 
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현상의 거동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실제적인 현상에서 
Bias 되는 불확실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REM에서 쓰고있는 LVA 
방법론상의 불확실도가 해석에서 가정하고 있는 계통변수 및 초기와 경계조건 
의 제한값을 이용하여 cornbined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어 BE 불확실도를 충분 
히 포함하여야 한다. 

(3) 코드 scalability 불확실 성 

Regulatory Guide 1.157은 축소된 scale의 개별효과 실험결과를 이용한 열수력 
모텔 및 상관식 그리고 축소된 scale의 종합효과실험(IET)를 이용한 코드 검증 
둥과 관련하여 코드의 scalability 불확실도의 정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KREM에서는 개별적인 열수력 모텔 및 상관식과 관련된 불확실도는 전혀 언 
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Dj3D 실험결과를 정성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열수력 
현상의 scalablity를 보수성을 이용하여 Bias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RELAP5 jMOD3.1K 코드가 개별적인 열수력 모델 및 열수 
력 종합효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LBLOCA PCT 관점에서 향상 보수적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P5jMOD3 .1K 코드는 열수력 현상모델과 코 
드 검증이 축소된 개별효과 및 종합효과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축소된 
실험결과와 대형실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scale distortion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따라서， scalability의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어야 한다. 제한적인 실 
험자료를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UPTF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규제기관에서 인 
증의 일환으로 KREM의 scalability 불확실도를 정 량화하여 인증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8 -



(4) 불확실도 propagation 

Regulatory Guide 1.157은 LBLOCA 각각의 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계산된 불 

확실도는 기간이 연계될 경우 불확실도의 propagation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 

을 요구하고 있다. 

KREM 방법론은 blowdown PCT와 reflood PCT의 불확실도를 독립적으로 계 

산하고 있으며 blowdown PCT의 불확실도가 reflood phase의 PCT 불확실도 

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사고전개와 관련하여 blowdown PCT의 

불확실도가 reflood PCT의 불확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reflood PCT의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어야 한다. 

(5) Reflood PCT 불확실도 

LOFT IET 실험자료를 이용한 reflood PCT의 standard deviation과 Bias는 

FLECHT SET 실험 자료를 이 용한 reflood PCT보다 크며 많은 data가 95% 

code uncertainty bound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불확실도 propagation 

과 함께 reflood PCT 불확실도 계산 방법론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마. 불확칠성 조합의 적정성 평가 

KREM에서의 불확실성 조합방법(Step 15)과 CSAU의 방법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코드의 불확실성 반영에 있어서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KREM에서 

는 코드의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하여 코드내의 개개모텔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코드 자체와 IET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코드의 불확실성을 

산출하고(Step 10) 이를 코드의 전체 불확실성 (LPCTcODE 및 LPCTcoDEBIAS)으 

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CSAU에서는 코드 정확성 평가(Step 9)에서 KREM 

과 유사한 방법으로 IET와의 비교를 통하여 코드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코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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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IET 결과와의 비교에서 나타난 값을 Bias로서 전체 불확실성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PIRT와 코드 적용성을 통하여 도출된 Uncertainty Pararneter를 

전체 불확실성 산출시 Plant Pararneter와 함께 통계적으로 조합하고 있어 코 

드내의 개개 Uncertainty Pararneter의 불확실성을 통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KREM에서 코드의 Uncertainty를 규명하기 위하여 배출기간동안(B1owdown 

Phase)에는 THTF 실험자료를 배출 후 기간동안(Reflood Phase)에는 

FLECHT -SEASET 실험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I 코드의 Bias 산출을 위하여 

LOFT와 Serni-Scale 실험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경우에 사용된 실험 

자료들은 단일 Scale의 단일 실험장치들로서 이를 통한 코드의 불확실성 정량 

화방법은 코드계산과 단일실험 결과와의 비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Scale 효과/ 

Cornpensating Errors, 모텔의 미비， 상관식의 불확실성r 실험 미반영 현상(전 

기봉 사용 등) 둥에 대한 불확실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드의 

Uncertainty Pararneter들은 궁극적으로 실제 발전소 계산에 적용되었을 때의 

불확실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안전기준(PCT 둥)의 관점에서 그 영향이 규 

명되어야 한다. 

한편 CSAU 방법론 (NUREGjCR-5249)에서도 코드계산결과와 IET 결과와의 

비교는 코드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뿐 코드자체의 

Uncertainty를 규명하는 입증된 기술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바. Scale Effect 고 려 

코드의 불확실성을 IET 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코드의 전체 불확실성에 포함시 

키는 KREM 방식은 코드의 Scalability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코드의 불 

확실성 산정에 사용된 실험자료들은 Scale down된 실험장치로서 이러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코드의 불확실성이 실제 원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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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KREM에서는 코드의 불확실성 

산출과 Bias 산출시 각각 하나의 실험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 

식은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코드 불확실성의 경우 Blowdown.시 

THTF(lj50이， Reflood시 FLECHT(lj 40이 실험 결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코드 

Bias 산출을 위하여는 Blowdown시 LOFT(lj60), Reflood시 LOFT 및 

Semiscale(l j 1700)에서의 실험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예로써 Scale의 증가에 따 

라 실험치와 계산치의 비 (MjP)의 Scattering이 커지는 경우에는 코드의 

Uncertainty가 증가하게 되 며 ， MjP의 Mean값이 Scale 증가에 따라 MjP = 1 

의 선상에서 벗어날 경우 코드 Bias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실 

험장치와의 비교에서 도출된 코드의 Uncertainty와 Bias를 실제 원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CSAU 방법론에서는 코드의 Uncert허nty Parameter를 도출하여 실제 원 

전계산에서 Plant Parameter와 함께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의 코드 Scalability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Regulatory Guide 1.157의 4.2 

절에서도 코드의 불확실성 산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실험장치 및 다른 

규모에서 충분한 수의 IET에 대한 비교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 

며 y 이는 코드 불확실성과 바이어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획득될 수 있음 

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에서는 Scale down된 실험장치에서 얻어진 코드불확실 

성에 대하여는 실제 원전 Scale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r 

Scale 능력을 갖지 못하는 코드의 예측치가 보수적이지 못하면 허용되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사. 적용한 질험자료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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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계산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코드 내에 포함된 모델 및 현상을 포함하여 

코드자체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Scale의 다양한 실험장치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와 이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Regulatory Guide 1.157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많은 실험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NUREG-1230(최적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을 위한 비상노심 냉각계통 연구의 개략)에서는 최적 모텔의 근 

거가 되는 유용한 실험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충분한 평가자료 

뿐 만 아니라 각 실험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실험 자료와 정보가 가용하지 않다면 최적모댈의 도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코드내의 모델을 포함한 코드자체의 불확실성 정량화I 주요 

현상들에 대한 Bias 산정 I 코드의 Scale 효과 규명 I 코드의 적용성 평가 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KREM의 경우 코드의 불확실성 및 Bias 산정에서 단일 Scale의 단일실험 

장치 결과를 사용하고 었다. 특히 깐ITF Input Deck의 미비에 따른 불확실한 

설계 및 입력자료의 선정은 코드 평가시 또 다른 Uncertainty를 야기할 수 있 

다. 또한 Reflood 모텔 개선을 위하여 FLECHT-SEASET DATA만 사용하였으 

나 Regulatory Guide 1.157의 3.12.2절， 3.12.4절， 3.8절 3.9절 둥에서 언급한 

Data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실험자료 자체의 측정오차 둥에 대하여도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THTF동의 실험자료로부터 주요 안전기준인 PCT 자체에 대한 측 

정오차 등이 명확히 평가되지 않아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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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REM 개 선/보완 방안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제안한 KREM 인허가 방법론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증진된 방법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Blowdown과 reflood 기간 중 PIRT의 중요도가 높은 열수력 현상에 대하여 

서는 그 개별적인 모델 및 상관식과 관련된 불확실도의 정량화를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2. Reflood PCT의 불확실도 계산시 LOFT IET 실험자료와의 비교와 

blowdown PCT 불확실도 propagation 방법론을 개발하여 reflood PCT의 불 

확실도를 정량화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UPTF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추후에 RELAP5/MOD3.1K scalabi1ity 불확실도를 계 산하여 

PCT 불확실도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증을 준다. 

4. LVA 방법론의 불확실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계통변수나 초기 및 경 

계조건의 combined 불확실도를 개별적 불확실도와 비교하여 BE 불확실도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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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최적평가 방법의 도입은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를 취득하는데에 있어 우리 나 

라에서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y 현실적 

으로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적 코드의 확정과 최 

적 해석모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I 특히 선정된 모텔의 불확실성을 정 

량화하는데 더욱 어려웅이 따른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최적평가 방법이 제 

안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이 제안한 방법론이 최적평가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 

고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NRC에서 발간된 

Regulatory Guide 1.157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였으며l 주요 현상을 도출하는 

과정과 모델의 개선/ 불확실성 정량화 과정에 대해 정밀 검토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론의 기본적인 원리는 충실하게 도입하였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댈의 개선에 적용된 실험자료가 부족하고y 그로 인한 불 

확실성의 정량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게 되어I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 

는 평가를 내리게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앞으로 발전소의 

인허가과정에서 최적평가 방법을 도입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여y 부분적인 보완 

을 통해 다시 방법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완전히 한국전력의 제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l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10CFR 50의 부록 K에 언급된 여 러 가지 Required Model과 

Acceptable Model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에너지원을 적용하는 방 

법과 피복재의 파손 모텔들을 검토하고， 열수력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최적해석 코드의 사용 모텔에 대한 Regulatory Guide의 만족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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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도출에 사용된 참조 실험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개별 모텔에 대한 평 
가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론을 검토하여 LVA 항목 
의 타당성 평가와 CSAU 방법론에의 부합성 및 PIRT의 적합성의 평가 후 불 
확실성의 통계적 조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론의 적합성을 판단하였 
다. 또한 본문에서는 최적평가 방법론의 주요 현상 확인과 코드 적용성， 모댈 
개선 및 계산 코드의 확정I 발전소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산정l 불확실성 정량 
화 과정의 문제점 I 불확실성의 조합 적정성， Scale Effect 고려 및 적용한 실험 
자료의 적정성 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진이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에서 제안한 KREM 방법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평가 방법 (CSAU)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 
고， Regulatory Guide 1.157과도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기존의 보수 
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에는 동의하지만l 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방법론보다는 더욱 개선되고 
보완된 방법을 제안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 
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적평가 방법에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는 점에 
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제 
출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인허 
가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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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 Compliance with Regulatory Guide 1.157 

and Uncertainty Analysis) Features {Code 

부록 1. 

C.3 BEST-ESTIMATE CODE FEATURES 

3.1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and Equipment Availability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BOL 
Limiting Initial Condition 민감도 분석 초기 저장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연소도 

Boundary Condition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 limit 민감도 분석 

Equipment Availability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 limit 민감도 분석으로 LVA 적용 

l 

‘
。
@l 



3.2 Sources of Heat During LOCA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3.2.1 Initial Stored Energy of Fuel 
Ternperature distribution and 

BE 방법론 설계코드로 계산 stored energy of fuel 
Therrnal conductivity of fuel pallet ternperature, gas 고 려 입력으로 조정 

Therrnal conductance of gap 
gap size, cornposition, pressure of 

설계코드로 계산 gas 고려 
BE reactivity and reactor kinetics 

RELAP5 point kinetic rnodel 계산 3.2.2 Fission Heat 
온도와 기포에 의한 shutdown 

핵연료 온도 및 냉각재 기포 발생에 

reactivities도 계 산 
의한 반응도는 입력으로 모텔 

3.2.3 Decay of Actinides 고려 고려 

3.2.4 Fission Product Decay Heat 
neutron capture를 포함하여 계산 

ANS79 ANS, 1979 

Cathcart 상관식 
zircaloy 피복재와 증기의 반응에 의 RELAP5 jMOD3.1K 코드의 swellj 

3.2.5 Metal-Water Reaction Rate 
한 에너지 방출l 수소 생성/ 피복재 rupture rnodel을 “off"시켜 PCT 계산 
산화고려 의 보수성 증대 
J.V. Cathcart, 1977 파열에 따른 내부 표면의 산화량 계산 l 

을 못하여 외부와 같다고 가정 
3.2.6 Heat Transfer frorn Reactor RELAP5의 Heat Structure I 

내부 구조물로의 열전달 고려 Cornponent로 모델 Intemals 
경계조건 입력 3.2.7 Prirnary to Secondary Heat SjG에서의 열전달 
열구조물로 모델 Transfer BE 방법론 

! 

i
i。
l 



3.3 Reactor ThermalfPhysical Prameters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PCT 보수성을 위하여 사용 않음 

3.3.1 Thermal Parameters for 피복관의 탄성 변형 및 펠렛의 열적 

swelling and Rupture of Cladding BE 방법론 팽창 및 간극 개스 등을 고려한 간극 

and fuel rod 전도도 변화는 코드의 Gap 

conductance model로 계 산 

3.3.2 Other Core Thermal 노심내부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변 

Parameters 화고려 

l 

ii

‘ 
l 



3.4 Blowdown Phenomena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가능한 파단크기의 spectrum 고려 

(Reg 3.1) 
RELAP5의 임계유량 모델 사용 

3.4.1 Break Characteristics and 
discharge flow rate 계 산에 파단위 

임계유량 모텔의 불확실성 평가를 파 

Flow 
치 의 유체 상태/ 상류/하류 압력 및 

단 A펙 E 럼의 상한을 찾는데 사용하 
파단 geometry를 고려한 critical 

flow rate model을 사용하고 모델의 
여 포괄 

불확실성 분석 

acceptable set of relevant data 

3.4.1.1 Model Evaluation Procedure subcooled시 열 적 비 평 형 포함(RELAP5 모델) 

열적 비평형에서 평형으로의 전환 

3.4.1.2 Experimental Data 

실험 자료와 분석과 비교를 통한 

BE 계산 
UPTF ECC 우회실험 자료를 이용 

3.4.2 ECC Bypass 일차원 근사 가능 
(RELAP5) 

배출되지 않고 배관 및 용기에 남아 

있는 냉각재도 계산 

acceptable set of relevant data 

3.4.2.1 κ!fodel Evaluation Procedure 압력/ 액체의 아냉각/ 유체 상태， hot 

wall 및 계통 geometry 포함 

3.4.2.2 Experimental Data 

l 

iiN 

l 



3.5 Noding Near the Break and ECCS 1띠ection Point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방출배관 : 노드의 크기는 민감한 영 

향을 주지 않음 (Marviken 평 가) 파단 
Noding 충분한 민감도 분석 방출계수의 변화로 고려 

ECC i띠ection 지점 RELAP5 
ECCMIX 모델 사용 

3.6 Frictional Pressure Drop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Reynolds 수에 따른 friction factor의 
two-phase multiplier 적 용방법 

변화와 2상유체의 효과를 포함한 모 
Frictional Pressure Drop 

텔 
modified Baroczy 상관식 

적절한 자료와 분석 
Reynolds 수 및 벽 면 조도의 함수 

3.6.1 Model Evaluation Procedure 
acceptable set of relevant data 

중력 및 가속 압력강하 

3.6.2 Experimental Data 

3.7 Momentum Equation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1) temporal change 
(2) momentum convection 
(3) area change momentum flux 

Momentum Equation (4) compressibility에 의 한 변화 고려 
(5) wal1 friction에 의한 압력강하 
(6) area change에 의한 압력강하 
(7) gravitational acceleration 

l 

i
i
ω
 
l 



3.8 Critical Heat FIux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핵 연 료 geometry, local heat flux 및 reflood modified Zuber λ。l고 도! λ -11 

CHF model 유체상태에 강하게 의존 non-reflood Groeneveld look-up 
CHF 후 핵비둥허용 table 
BE model CHF 후 핵비등허용 

3.9 Post-CHF Blowdown Heat Transfer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천 이 비 동 : modified Chen 상관식 
Transition and Film Boiling BE model 필름비등 Dittus-Boel ter 상관식과 2 

상 dispersed의 경우 Ducker 상관식 
으로 보정 

3.10 Pump Modeling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BE dynamic model 
유체와 회전체의 운동량 전달 고려 

Pump model 2상에서의 실험자료와 비교검증 two-phase multiplier로 고 려 
coastdown 고려 
회전자 고착은 고려 무관 

3.11 Core Flow Distribution During Blowdown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Cross-flow 고려 2 채널， cross flow junction 모텔 Core Flow 피복재 팽창 및 파열에 따른 파열 에 따른 blockage 고려 않음 
blockage 고려 : 민감도 분석 결과 

l 

iiA 

l 



3.12 Post-Blowdown Phenomena 

Content Regulatory Guide KREM 

BE 방법론 CONTEMPT4jMOD5 이 용 

3.12.1 Containment Pressure heat sink 고려 격납용기 배압의 계산에 보수적 평가 

모든 감압장치 고려 모델 이용 

refilling of reactor vessel, 최적 모텔 사용 

3.12.2 Calculation of reflooding of core BE model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 time 

Post-Blowdown Thermal Hydraulics core와 ECCS의 열수력학적 특성 고 dependent volume, junction 

for PWR 려 2상 level 계산 : 노드의 유동 양식과 

원자로의 2상 level 계산 가능 기공률 분포로 평가 

3.12.3 Steam Interaction with 

Emergency Core Cooling Water in 
노심 

ECCMIX 모댈 
배관 Accumulator의 주입시 계산 

PWR 

heat transfer during refilling of 

reactor vessel, reflooding of core 
최적 모텔 사용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 time 
3.12.4 Post-Blowdown Heat Transfer BE model 

for PWR ECCS의 열수력 학적 특성 고려 
dependent volume, junction 

피복재 팽창 n숭1 파열에 따른 
파열에 따른 blockage 고려 않음 

blockage 고려 
: 민감도 분석 결과 

l 

i‘m 
l 



C.4 ESTIMA TION OF OVERALL CALCULA TION UNCERTAINTY 

4.1 General 

최적 열수력 과도 현상 코드에서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다. 하나는 코드 내에서 사용된 개개의 모델 및 상관식 또는 수학적 방법이 물리적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들 개별 모텔 및 상관식들 

의 불확실성이 코드 내에서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으로서 이는 코드 불확실성 

(code uncertainty)이라 한다. 그러나 최적 계산 코드 내의 개개의 모텔들의 결합 불 

확실성 즉/ 코드 불확실성에는 모텔 및 상관식들 개개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형 크기의 발전소 열수력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적 코드를 사용 

할 경우에는 코드 불확실성 이외에도 모델 사용에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의 근원들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된 모텔 및 상관식 개개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음 

과같다. 

코드 개발 및 평가 과정에서 실형 크기의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실험 자료의 불확실성 

경계 조건 및 초기 조건 그리고 핵연료 거동 둥에 대한 코드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 

단순화 가정 및 끈사화 과정에서 기인한 불확실성 

• noding 방법 I time step size 등과 같은 계산 방법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상에서 기술한 모든 불확실성의 근원으로부터 기인한 불확실성과 코드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전체 계산 불확실성 (overal1 calculation uncertainty)"라 할 수 있다. 

95% 확률 수준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코드의 불확실성을 결정하기 위한 불 

확실성의 평가는 확률적y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KREM 

95% 확률수준의 전체불확실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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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LICENSE. 9J% 

= (PCT RE + L1PCT SYSTEM) + (L1PCT FUEL0L1PCT CODE) 95% + L1PCT CODE BIAS 

+ L1PCT SCALE 十 L1PCT NODE + L1PCT RESPONSE + L1PCT TIME STEP SIZE 

7개의 항으로 불확실성 요소 모두 포함 

4.2 코드 불확실성 및 정량화 방법 

코드의 불확실성은 코드 내의 개별 모델 및 상관식들의 불확실성이 종합적으로 결합 

되어 주요 안전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요 안전 변수는 냉각재 

상설 사고에서 PCf가 대표적이다. 냉각재 상실 사고시 PCT 예측에 대한 코드 불확 

질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코드 내의 수많은 모델 및 상관식에 대한 개별적인 불확실성을 평 

가한 후 코드 내에서 이들이 전파되는 과정과 상호 결합되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듬 

을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코드의 계산 흐름과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 

고 현행의 방대한 열수력 코드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 두 번째 방볍은 코드 자체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코드 내부의 모든 모텔 

및 상관식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의 범위의 무수한 조합을 평가하고 이들 조합에 따라 

반복 코드 계산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PCf의 분포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은 코드 계산을 수행함에 있어 노딩 방법과 같은 다른 불확실성의 끈원이 

포함되며 최종 결과로부터 이러한 원치 않는 불확실성의 기여도를 제외시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나 무수한 양의 코드 계산을 적절한 자료와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고려해야 하는 모텔 및 상관식을 축소한 후에 축소 모텔 및 상관식들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코드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열수력 현상 묘사를 위해 

사용된 모델 상관식 도출I 해당 현상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불확실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 도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근사화 과정 도입이 요구된다. 

냉각재 상실 사고와 같이 주요한 모든 현상이 선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관 

찰된 실험 (IET)에서 측정된 PCT와 이를 묘사 계산하는 코드 계산 결과와의 직접 비교 

를 통해서 bias를 평가하되 충분한 수의 실험 자료와 비교되어 bias가 평가될 경우 이 

로부터 코드의 불확실성 또는 표준편차를 통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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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실험 자료는 일반적으로 실형 규모의 발전소에서부터 축적 설계된 소규 

모 실험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코드 불확실성이 동일한 노딩 방법을 사용하 

여 다양한 크기의 실험 시설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실험 시설의 스 

케일로부터 설형 크기까지 신뢰성 있게 외삽(extrapolation)할 수 었다면/ 이 결과로부 

터 얻어지는 코드 불확실성은 실형 발전소의 안전 변수에 대한 코드 불확실성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코드의 불확실성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경우 주요 고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현상에 대한 코드의 예측 능력으로서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경우 중요한 

안전 변수는 PCT이며 (10CFR50.46)， 소형 냉각재 상설 사고의 경우에는 PCT 거동뿐만 
아니라 전체 계통의 질량 및 원자로 용기 재고량 분포를 예측하는 코드 능력이 정량 

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코드 불확실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이한 사고 전개 과정과 현상은 상이한 시간 

구간들에서 발생하므로 여러 시간 구간에 걸친 코드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l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경우 blowdown 및 그 이후의 기간으로의 분리하여 불 

확실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관련된 스케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규모 스케일 분리 효과 

실험 및 다양한 크기를 갖는 실험 장치로부터 측정된 전체 계통 실험들을 코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스케일 능력없는 코드의 경우는 예측치가 보수적이지 못할 

경우 허용할 수 없다. 

KREM 

특정 조건의 실험에서의 현상의 코드 예측을 정량화 

직접적인 데이터 비교를 통한 코드 불확실성의 평가 수행 

L1PCT CODE full-size 실험장치의 코드예측시의 불확실성 

L1PCT SCALE scale uncertainty 

의 두 가지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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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별 모렐 및 상관식의 불확실성 및 정량화 방법 

원자로 과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적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모텔 및 상관 

식들의 불확실성 그리고 수치 해석 방법상의 불확실성 이외에 많은 다른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의 근원은 다음과 같다 

4.3.1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과 기기의 이용 가능성 

발전소 입력 자료에 이용되는 경계 및 초기 조건/ 설비의 특성 및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에는 초기 출력 준위 I 펌프 성능I 밸브 작동 시간/ 제어 계통의 동작과 같 

은 인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계 및 초기 조건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관련 변수들을 보수적인 상한치로 설정함으로써 고려되는 변수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KREM 

L1PCT SYSTEM 

초기 및 경계조건을 보수적으로 처리 

불확실성 평가 수행 않음 

4.3.2 핵연료 거동 

발전소 과도 상태 평가 결과는 핵연료 거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해 매우 가변적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체 계통 실험은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연료봉을 사용하므로 실 

제 핵연료의 거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근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CD 핵 연료 전도도 (Fuel thermal conductivity) 

@ 간극의 크기 (Gap width) 

@ 간극 전도능 (Gap conductance) 

@ 첨 두 출 력 계 수 (Power peaking factor) 등 

KREκ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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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간극 전도도/ 핵연료 열전도/ 출력첨두계수의 3 변수를 고려하여 3 레벨의 실 
험설계에 의해 반응도 표면식 구성， Monte-Carlo 방법으로 통계적 처리 

4.3.3 기타 변수 

최적 계산 코드 내부에는 전체 계통 실험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되지 못하는 
개별적인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전체 계통 실험들은 전기 가열봉을 사 
용하기 때문에 노심 붕괴열 및 피복재 금속-물 반응 등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합리적인 파단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파단 방출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의 불확실성은 전체 코드 불확실성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KREM 

전기봉 실험 장치로 고려하지 못하는 노심 잔열 모텔y 물-지르코늄 산화 반응 둥은 민 
감도 분석을 통하여 보수적 방법으로 상한치 사용 
임계유량 모텔의 불확실성 평가는 파단 스팩트럼의 상한을 찾는데 사용하고y 각 파단 
에 대하여 LVA 계산의 수행 

4.4 전체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통계적 처리 

전체 계산 불확실성은 95% 확률 수준의 제한치로 구해야 한다. 
PCT는 파단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제한적 경우에 95% 확률 수준에서 얻 
어져야 한다. 

다른 요소는 온도에 종속적이므로 온도에 관하여 서도 95% 수준의 확률 수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KREM 

447개의 THTF， 2793개의 FLECHT-SEASET ðPCf를 사용하여 분포 및 표준편차 산출 
95% PCT는 코드 및 적용에 의한 불확실성 포함 
나머지 불확실성은 코드 BIAS로 처리되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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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Reflood model improvement of 

RELAP5/MOD3.1 K 

Primarv cause for the code deficiencies 

a) Unsuitable CHF correlation for low pressure and low f1ow. 

Discontinuity in the wall heat transfer logic 

b) Lack of quenching temperature model 

c) Lack of droplet field model in dispersed f10w 

Modification of wal1 heat transfer Packae:e 

1) addition of reflood wall heat transfer logic algorithm 

2) modification of correlation of CHF and Transition Boiling 

RELAP5에 서 의 transition boiling correlation.은 bubbly f10w resime 에 서 적 용 가능 

한 Chen correlation에 근거하는데y 이는 임계 열 유속의 값에 의존하며 film boiling 

발생의 판단큰거가 된다. CHF를 결정하는데는 Groeneveld 의 look-up table이 사용되 

는데/ 이 표는 낮은 압력/ 적은 유량에서는 건도와 유량에 따라 값이 급격히 변한다. 

이는 수치계산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고 계산값이 진동하게 한다. 개선된 벽면 

열전달 package는 벽면의 온도에 근거한 열전달 logic이다. 

핵비둥영역과 전이비등영역의 교차는 임계열유속에서 발생한다. 연속성을 갖도록 하 

기 위해서는 엄계점(열속y 온도)이 정해져야 한다. Quench front에서의 최대 열유속의 

계 산은 수정 된 Zuber의 pool boiling 상관식 을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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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ing Curve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계열속이 일어나는 벽면의 온도를 알아야하는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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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P5jM002에서 사용한 Iterative procedure가 사용되며 이 온도에서 Chen의 핵 
비등 상관식에 의한 열유속과 임계열유속이 같아지게 된다. 

전이영역은 임계열속 지점과 안정한 film boiling사이에 존재하는데r 이때 film boiling 
온도는 FLECHT-SEASET 실험자료와 잘 맞는 Henry 상관식 이 사용된다. 

전이영역에서의 열전달은 임계점과 minimum film boiling의 내삽에 의해 구하며 다 
음과같다. 

q;'RAN = q;，’Hf.+(I -δ2)q;'Jj 
where δ isd갇fined as (Tw -7시'IN)/(자'HF -TM1N ) 

이상유동에서 위의 열속은 각 상에 대해 나뉘어져야 하며/ 기체상의 열전달 계수가 
전이영역에서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hg = hK.!'Hl‘ +(1 -δ)hR.FH 

q; = hR(Tw π) 
” qt = qTRAN -qR 

3) modification of correlation of Film boiling 

filrn boiling 에서 vapor film내에서의 droplet은 난류의 source로 작용하게 되에 대류 
에 의한 열전달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Orucker의 
단상기체에서의 열전달계수와 이상유동 열전달 계수의 비에 대한 다음의 관계식을 사 
용한다. 

ø=랐= 1 +3 .25{權f5

여기서 Grashop 수와 Renolds수는 증기의 물성치를 사용한다. 위의 값이 fiIm boiling 
모드에서의 Oi ttus BoeI ter 상관식에서의 값에 추가되어진다 Conduction이나 
radiation 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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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11 Vaporization smoothin2 model의 개 선 

RELAP5jMOD3에서는 상간의 질량전달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l 한가지는 벽면에서 

의 칠량 전달이고 나머지는 Bulk에서의 질량 전달이다. 후자는 부분적으로 음해법 

(implicitly)으로 구하나 전자는 양해법( explicitly)에 의해 구한다. 이는 수치해법상 계 

산을 진동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wall vaporization을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해 평탄화(smoothing)시킨다. 

「‘ n+1 ηrwn +(1- η)r w ,n+1 

여기서 η= e-ðl!r 이고 T 는 O.lsec 를 사용한다. 

Transition flow에 서 Water level trackin2 model 의 개 선 

RELAP5와 같이 Eulerian Coordinate를 사용하여 해를 구하는 코드는 시스댐을 아주 

작은 노드로 세분하지 않는다면 수위를 추적할 수 없다. 수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 

하면 적절한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 없다. 

Hydrauric volume이 heat structure volume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때， 열전달을 지배 

하는 주요 인자는 기포계수이므로 수위에서의 기포계수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CX g (z) = cx k if 0 < z < Zlevel 

CXL if Zlevel < Z < 1 

여 기 서 a k> aL 은 각각 hydrauric volume에 서 의 downstream volume과 upstream 

volume의 기포계수이며 z는 (U g -UL)/(Uk -u L ) 로 주어진다. 위의 모델은 

ak <O， 1 ， O.1<ag <O，9 인 경우에 적용된다 

Dispersed flow resime 에 서 Droplet model의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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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P5/MOD3에서는 dispersed flow에서의 bubble과 droplet의 평균크기를 구하기 

위해 이들이 Nnukiyama-Tanasawa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여 평균지름은 최대지름 

의 1/2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 한다. 최 대 값은 Weber수를 bubble에 대 해 서 는 10, 
droplet에 대해서는 3을 취하여 구한다. 재관수시에는 Weber수를 12로 가정하여 구하 

는데/ 이에의해 구한 값은 PWR의 경우에 2.5mm 에서 10mm에 해당한다. 이 값은 

FLECHT -SEASET실험 이 나 COBRA-TF의 계산결과와 비 교하면 상당히 큰 값으로 

vapor cooling을 부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관수시에/ 

FLECHT 실험에 근거하여 droplet의 평균지름을 0.2mm-2mm 로 제한하였으며 mist 

flow resime에서의 경계면의 면적계산에 이를 적용하였다. 

MODEL VERIFICA TION 

FLECHT-SEASET facility 

• experimental heat transfer and two phase flow data for postulated condition 

of reflooding, core boil off and natural circulation 

• fuII-Iength Westinghouse 17 x 17 rod bundle, cosine axial power profiIe 

RELAP5/MOD3/KAERI simulation 

• simulation at various reflood rates and for gravity driven reflood 

• overaII performance peak cIadding temperature and quenching time 

• parameter 

- initial cIad temperature 

- fIooding rates 

- rod peak power 

- constant low fIooding rates 

- coolant subcooling 

- system pressure 

MOD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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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rod FLECHT SEASET refIood test data in the data bank of USNRC, 
ENCOUNTER 

18 TEST RUN 

Group 1 - effect of fIooding rate 

• high flooding rate slight over-prediction of PCT - acceptable 

• Iow flooding rate slight under-estimation of PCT <- the ear1y tum around 

Group 2 - effect of system pressure 

• Iow pressure quenching is delayed -> over-prection of PCT 

Group 3 - cffect of initial clad temperature 

• Iow intial clad temperature 약간의 ear1y quenching -> PCT 영 향 거 의 없음 

Group 4 - effect of rod bundle power 

• high power quenching is delayed -> over-prediction of PCT 

Group 5 - The other effect 

• radial power distribution PCT 영 향 거 의 없음 

• transient 동안의 flooding rate 변화 : 잘 예측 

• low pressure and medium fIow rate 

• low rod bundle power and low flooding rate ear1y tum around, ear1y 

quenching -> large under-prediction of PCT in top region of core 

• gravity feed test 

UNCERTAINTY OUANTIFICATION of REFLOOD PCT 

Define PCT as the local maximum value at the location of probe 

L1PCT z, PCT Zi. exp - PCT Z. cal 

where Z elevation 

Zi measuring probe 

PCT bias assessment test matrix에서의 가용한 PCT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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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onfidence level (normal distribution) 

L1PCT = Bias 十 1. 645 ð 

where σ : standard deviation of all the L1PCTs 

Group 1 - effect of flooding rate 

• under-predict in low flooding rate : 95% upper limit=102.3K(bias=18.65K) 

Group 2 - effect of system pressure 

• under-predict in low flooding rate and over-prediction in low pressure 

: 95% upper limit=127.9K(bias=19.85K) 

Group 3 - effect of initial clad temperature 

• 잘 예측 : 95% upper limit=74.4K(bias=3.64K) 

Group 4 - effect of rod bundle power 

• over-predict in high power : 95% upper limit=81.2K(bias=-1 .49K) 

Group 5 - The other effect 

• under-predict : 95% upper limit=99.2K(bias=7.56K) 

Total Test Matrix 

• under-predict the PCTs 7.56K 

• associated uncertainty including the bias 9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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