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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해결 및 대처설비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위해로부터 일반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을 의결하고, 가동중 및 신형 원자로에 

대해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 현상 중 일

부는 아직 그 위해도가 잘 밝혀져 있지 않아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형 원자로인 APR-1400은 선진국의 원자로인 VVER

이나 EPR에 비해 중대사고 대처 측면에서 취약하다. 따라서 가동중 원자로 및 

신형 원자로에 대해 중대사고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중대사고 대

처설비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인 증기폭발 위해도, 수소 연소,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원자로 물질을 사

용한 증기폭발 실험, 수소연소시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실험, 그리고 노외

로 방출된 노심용융물의 위해도 평가 모델 개발 및 대처 설비 개념 개발을 목

표로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실제 원자로 물질을 사용한 증기폭발 실험,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한 수소연소 실험, 노심용융물 위해도 평가 모델 개선 및 

Core catcher 개념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증기폭발 실험 연구에서는 완전 일치 원자로 물질 (UO2+ZrO2+Fe+Zr)을 

이용하여 15회의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 중에는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노

심 용융물 배치 역전 현상을 재현한 실험도 포함되어 있으며, GEMINI 코드를 

이용한 열역학적 상선도 평가 기술도 구축하 다. 또한 용융물 데브리 물질의 

물리/화학 분석 기술을 구축하여 물질 효과를 규명하고 정 한 계측을 위하여 

용융물의 온도 측정 및 축방향 Tomography 등의 초고온, 초고속 현상 계측 기

술을 개선하 다. 한편 노심용융물 억제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신청을 하 다.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해서는 소염망 성능 평가 수소연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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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0 여회 수행하여 소염망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 소염망 시제품을 

개발하 으며 소염망을 이용한 격납건물 내 재장전 수조에서의 수소 연소를 제

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특허 등록을 하 다.

노심용융물 냉각거동 평가 기술 구축 연구에서는 증기폭발 코드의 물질 

효과, 다차원 효과 그리고 용융물 파쇄 모델 등을 개선하여 원자로 경우를 평

가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 다. 또한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 참가하여 

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 으며, 그 자료를 이용하여 MCCI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고 원자로 경우의 평가 기술을 구축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증기폭발 실험 연구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파악된 물질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금속이 포함된 경우의 용융기술 및 증기폭발 실험 기술을 개발하 다. 노

심 용융물과 완전 일치하는 금속이 혼합된 코륨 용융물을 이용한 실험의 성공

으로 국제적으로 고유한 실험 기술 및 실험 자료를 확보하 다. 미미한 조성 

차이로 용융물 파손 거동, 냉각수 용융물 상호 열전달 거동이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종류 용융물에 의한 실험 결과가 현저하게 다른 크기의 증기폭발

을 발생시키는 것을 입증하여, 물질 조성이 증기폭발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임

을 규명하 다. 본 연구 개발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06년도 

OECD GAMA회의 및 CSNI회의에서 OECD/SERENA 2단계 국제 공동 연구

를 한불이 공동 제안하 다. 또한 기존의 미국, 프랑스, 일본과의 협력과 더불

어 러시아의 NITI 및  Kurchatov Institute와 MOU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국제 

협력을 하 다.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해 모델기기를 이용하여 화염가속, 모델

기기 표면에서 소염망까지의 거리, 초기 가스온도, 연소실에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장애물 효과 등에 대해 소염망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성능 실험자

료를 기초로 실제 압력 센서에 대한 시작품에 대한 사양서를 작성하 다. 또한 

APR-1400 원자로의 경우 IRWST 출구에서의 과도한 수소 축적 등의 안전 쟁

점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특허

를 등록하 다. 한편, 소염망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성능 실험 결과를 실

제 격납 건물 조건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 기술 구축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전

략 수립에서 가장 불확실한 쟁점인 증기폭발 및 MCCI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

한 기술을 구축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OECD/SERENA, 

MCCI 등 관련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 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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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ERENA 1단계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TEXAS-V, TRACER 

등의 증기폭발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고, 대표 원전에 대한 동하중 해석을 수행

하여 참여국의 해석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아울러 TROI 증기폭발 실험 결과

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수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 다. MCCI 해석 방법론 개선

에서는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해, Water Ingression, 2-D 

Ablation 현상에 대한 실험 자료를 입수하고, 입수된 자료를 이용하여 CORCON 

및 CORQUENCH 모델의 검증 및 개선을 수행하 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와 병

행된 Workshop을 통해 외국의 해석 결과 비교 검토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완전 일치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 기술 및 자료의 확보로 

국내 주도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중수로 안전해석 기술 개발을 위한 AECL

의 실험 자료와 TROI 실험 자료 간의 교환 및 증기폭발 하중 평가기술 구축 

등이 이루어져서, 향후 급속히 진행될 중대사고 분야 기술의 상업화에 대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개발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심 용융물 억제 방안,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개념이 개발되고 특허 등록이 되었으나, 실험실 규

모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노

심 용융물 억제 방안 및 수소연소 제어 방안을 APR+의 중대사고 대처 설비로 

개발 하려는 연구가 Nutech 2015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중대사고 대처 설비 개발이 기대된다.

최신의 증기폭발 하중, MCCI 해석 모델은 규제 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활

용이 기대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분석과 평가를 위한 국내 고유의 국산 전산코

드의 개발 및 실증 실험기술 등은 원전 기술자립과 원자력산업 수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중대사고 연구는 극한 기술 등 신기술 개발로 발전하여 선진국에

서 추구하고 있는 GEN-IV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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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I. Title of Project

Closure of Unresolved Safety Issues and Development of Engineered 

Safety Features for the Severe Accident

Ⅱ.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issued a "Severe Accident Policy" and requested the 

industry to implement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nd develop 

engineered safety features for the existing reactors and future reactors to 

mitigate the risk of potential severe accidents. However, there are still 

unresolved safety issues in the severe accidents of which the risks are not 

well understood. The Korean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ALWR) of 

APR-1400 is judged to be weak in the aspect of mitigating the risk of 

severe accidents compared to the foreign ALWRs, such as VVER, EPR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unresolved safety issues 

and feasibility of engineered safety features for the existing reactors and 

APR-1400 to enhance the public safety and to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roject investigates the risk of steam explosions by performing 

the experiments using prototypic material and the experiments to develop a 

quenching mesh to suppress hydrogen combustion and by improving 

existing debris coolability models and proposing the measures for the 

mitigation of the risk of molten core discharged into the reactor cavit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of the project includes steam explosion experiments using 

prototypic materials, hydrogen combustion experi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quenching screen, the development of a debris coolability model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core catcher concept.

In the steam explosion research, 15 steam explosion experim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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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using reactor materials including prototypic partially oxidized 

corium (UO2 + ZrO2 + Fe + Zr). The layer inversion experiments using 

partially oxidized corium were also conducted among those tests and 

confirmed previous works. The evaluation technique for the thermodynamic 

phase diagram using the GEMINI code was also established. In addition, the 

material effect on the occurrence of a steam explosion was examined by 

establish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analysis on the debris. For the 

precise measurement of very high temperature and very fast phenomena and 

so on, the two-color pyrometry and the axial tomography were improved. 

Finally, the measures drawn to confine the reactor core melt were 

registered as and applied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t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quenching mesh to protect the instruments 

from hydrogen combustion in the reactor, about 30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develop a model for the estimation of the quenching mesh and 

finally a quenching mesh was developed. 

For the establishment of corium coolabilty estimation techniques, the 

models in a steam explosion code for the material effect, multi- dimensional 

effect and melt breakup were modified to estimate reactor cases. Along with 

collection and estimation of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OECD/MCCI project, the methodology for the MCCI analysis was improved 

by using the data and the estimation technique for the reactor case was 

established.

Ⅳ. Results
In the steam explosion research, the melting method and the steam 

explosion experimental technique using metal-added corium were developed 

to quantify the material effect issued as an important factor. By the success 

in the experiments using metal-added corium which is coincident with 

reactor material, internationally unique experimental techniques and data 

were acquired. The material composition was proved to be a main factor to 

determine the occurrence of a steam explosion, as two similar materials 

expected to have a small difference in breakup behaviors and heat transfer 

behaviors between the melt and water, resulted in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steam explosion strength. As the results was internationally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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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ECD/GAMA meeting and the CSNI meeting, the OECD/SERENA 

phase 2 program was jointly proposed by Korea and France. Along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with USA, France and Japan, new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with NITI and Kurchatov Institute in Russia 

were made by signing MOUs.

For the development of a quenching mes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struments from hydrogen combustion, several function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using a model device for an instrument, to quantify the 

effects of the flame acceleration, the distance from the device surface to the 

quenching mesh, the initial gas temperature and the obstructions in the 

combustion chamber. The experiments to evaluate the quenching mesh 

installed outside a pressure sensor were carried out and then the 

specifications for the prototypic quenching mesh was made by referring to 

the test data. Additionally, a patent was registered to resolve the issue of 

an excessive accumulation of hydrogen at the exit of IRWST in APR-1400. 

Meanwhile, an evaluation model for the functioning of the quenching mesh 

was developed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functioning test results to 

the reactor contai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corium coolabilty estimation techniques, the 

most uncertain issues in the severe accidents, the estimations of the risks 

from a steam explosion and an MCCI were tried to established. So, the 

techniques related to a steam explosion and an MCCI were tried to become 

international to join the international programs such as OECD/SERENA, 

MCCI and so on. At first, by participating in OECD/SERENA Phase 1, 

steam explosion analysis methodologies in TEXAS-V, TRACER and so on 

were improved and then compared the results of the dynamic load for a 

representative reactor to those from the participa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representative local reactor and an excess conservatism 

was tried to remove along with the results from the TROI steam explosion 

experiments. For the improvement of MCCI analysis methodology, the 

CORCON and CORQUENCH models were improved by referring to the 

water ingression model and 2-D ablation model obtained from the 

OECD/MCCI program. Also,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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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ternationally raised by compar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from 

foreign countries through workshop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gram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Steam explosion experimental techniques and data using prototypic 

reactor materials resulted in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programs. And 

the TROI experimental data was exchanged with the AECL experimental 

data to develop the PHWR safety analysis techniques. Also, the evaluation 

techniques for the steam explosion load were established. All these things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fundamental techniques for severe 

accidents which will be commercialized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concepts for the confinement of core melt and the 

quenching mesh were developed and registered as patents, these techniques 

are laboratory scale. Therefore, more successive works are needed to 

commercialize these concepts. At present, efforts on the confinement of core 

melt and the control of hydrogen combustion are made as engineered safety 

features for severe accidents for APR+ in the frame of NuTech 2015, so 

they are expected to beco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engineered safety 

features.

The new analytical models for a steam explosion load and an MCCI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e regulatory body and industries. The 

developments of Korean codes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severe 

accidents and experimental techniques are of importance for the 

independence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export of nuclear industries.

These severe accident researches which will be develope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extreme technology and so on, will make Korea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EN-IV reactors and enhance 

the status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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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증기폭발위해도 평가 및 대처방안 수립

원자력발전소에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노심이 용융되고 이 노심용융물이 

노외로 방출되면 이미 노외에 존재하거나 또는 노심용융물의 냉각을 위해 주입

하는 냉각수와 반응하여 증기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증기폭발에 의해 

구조물의 건전성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아, 사고관

리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EPR과 VVER 

등 신형 원자로에서는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갖춰 안전성을 한층 제고시켰으나 

우리나라 원자로는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증기폭발 연구는 ’90년대에 FARO/KROTOS 프로그

램에서의 상사물(알루미나)을 이용한 실험, 전산 코드 개발 등의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얻어지고, 그 기술들이 규제기관과 산업체에서 활용되기 시작하 다. 90

년대 말, FARO/KROTOS에서 실제 핵연료 물질인 코륨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

되었으며, 그 결과 상사물인 알루미나의 증기폭발성이 코륨 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나, 코륨과 상사물의 폭발성이 정성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과 코륨과 상사물의 증기폭발성이 다를 수 없

으므로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간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조성의 실제물질인 코륨을 사용한 실험인 TROI 프로그

램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단계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TROI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실험에 성공하고, 코륨의 자발 폭

발을 발견하는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계속된 실험을 통해 코륨의 경우 

증기폭발 크기가 크지 않고, 또 용융물의 조성에 따라 증기폭발의 크기가 확연

히 달라지는 등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물질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여 노심용

융물과 일치하는 핵연료의 피폭재인 지르코늄과 구조재인 스틸 등 금속이 혼합

된 코륨을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금속은 증기폭발성이 크고, 또 물과 반

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이 물질을 사용한 실험에서 증기폭발의 크기를 측

정하 다. 이 실험에서의 증기폭발의 크기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코륨 보다

도 더 크게 나타났다.

당해 년도에서는 여러 종류의 코륨을 사용하여 금속이 함유된 코륨, 공융 

코륨, 순수 지르코니아를 용융물로 물질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 고, 

모든 경우에서 증기폭발이 기폭됨을 관측하 다. 증기폭발의 크기는 지르코니



- 2 -

아 용융물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금속이 함유된 

코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융 코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생성된 데브리를 물리화학 분석을 통하여 증기폭발의 크기와

의 관련성을 연구하 다. 데브리 내의 공극율이 높을수록 증기폭발의 크기가 

더 큼을 발견하 는데, 이는 공극이 큰 물질일수록 쉽게 파편화하여 증기폭발

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속을 함유한 코륨을 용융하면 miscibility gap에 의하여 물질이 두 

층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 다. 상부층은 UO2와 ZrO2 산화물층이고, 하

부층은 우라늄과 철, 지르코늄 금속이 혼합된 금속층이었는데, 이는 프랑스의 

Thermodata 사에서 구입한 열역학 상태 분석 코드인 GEMINI2 코드의 계산과 

매우 비슷하 다. 상분리는 증기폭발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일련의 실험을 코드 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험 계측 방법을 개선

하 다. 먼저 대용량의 용융물을 제트 모양을 잘 유지시키며 냉각수에 주입시

키기 위하여 중간 저장조와 고속 격리 밸브를 반응용기 위에 설치하 다.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용융물 제트의 전달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험의 주요 측정인

자인 용융물 온도, 정압, 기포율과 용융물 전달 속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RASPLAV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은 에어로졸 blower를 사용하여 

용융물과 복사온도계 사이의 에어로졸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용융물 온도를 

측정하 으며, 또한 용융물 전달 중의 용융물 온도도 측정하 다. 또, 오차 범

위가 작은 정압계를 사용하여 그 측정 오차를 줄 으며, 평균 기포율을 측정하

기 위하여 수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를 사용하 다. 용융물 전달 

속도는 희생 열전대와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또 동압과 동하중의 

측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반응용기를 제작하여 설치가 까다로운 동

압계와 동하중계를 정확히 설치하 다.

증기폭발 코드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기포율의 궁극적인 측정을 

위하여 축방향 토모그래피를 개발하고 있으며, 초고온 용융 물질의 온도 측정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광온도계의 이론을 측정 온도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려 하 다.

그리고 OECD/SERENA 1단계 국제공동연구에의 참가를 통해 증기폭발 

강도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혼합물의 기포율과 물질특성을 더 연구해

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이 두 인자의 측정과 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단

계 연구를 프랑스와 공동으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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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폭발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TROI 증기폭발 실험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여 TROI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기술하 다. 이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용융물의 성분비, 반응용기의 크기, 냉각수의 과냉도, 

대기 압력 등의 주요 실험변수에 지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외부기폭

의 향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는 용융물의 성분비와 반응용기의 크기가 강

력한 증기폭발의 발생에 큰 향을 미쳤다. 순수 지르코니아, 금속이 함유된 코

륨 그리고 공융 코륨의 순으로 증기폭발이 잘 일어났고, 비공융 코륨은 자발적

인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물질에 따라 증기폭발성이 다르다는 것

을 보여 준다. 그리고 냉각수가 들어 있는 반응용기의 폭이 클수록 증기폭발이 

잘 일어났는데, 이는 기포율이 작아서 증기폭발을 쉽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기폭을 적용하 을 경우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던 비공융 

코륨에서도 증기폭발이 약하나마 발생하 으므로 원자로 설계에서 외부기폭의 

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공동연구 SERENA 1단계 결과로, TROI 실험에서의 물질효과

에 대한 실험적인 관찰, TEXAS-V를 이용한 물질 효과 해석을 기반으로 증기

폭발 위해도를 평가하 다. 노내 증기폭발에 대해서는 SERENA에서 각 국의 

증기폭발 하중이 원자로 용기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외증

기폭발에 대해서는 SERENA에서 각 국의 증기폭발 하중이 원자로공동을 손상

시킬 만큼 컸다.[1.1.1-1, 1.1.1-2] 그러나 각 국에서 계산된 증기폭발 하중의 스

펙트럼이 커서 아직은 노외 증기폭발의 위해도 평가가 정당성을 받았다고 보기

는 어렵다.

 TROI 실험에서는 원자로 물질을 사용한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데 80:20의 조성비를 가진 UO2/ZrO2의 경우 자발적인 또는 외부기폭에 의한 

증기폭발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있다. 반면에 70:30의 조성비를 가진  

UO2/ZrO2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혹은 외부기폭에 의한 증기폭발을 일으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TROI 실험에서 물질효과가 관측되었는데, 현재 증기폭

발 하중 해석 코드로 활용하고 있는 TEXAS-V는 이러한 물질효과를 어느 정

도는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1.1-3] TEXAS-V 코드에 있어서 80:20

의 조성비를 가지는 UO2/ZrO2의 경우에 증기폭발의 압력은 낮지만 증기폭발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기폭발 해석코드는 어느 정도의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를 전적으로 전산 코드에만 의존할 수 있

는 사안은 아니며, 전산코드의 해석과 증기폭발 실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가진 신형 원자로에서는 피동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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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설비설계 기술의 확보가 각 노형의 경쟁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대형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중대사고 

대처 설비의 원리 입증 및 성능 검증 연구를 통해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개발하

고 있다.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여 격납 건물의 손상 배제를 목표로 한 

EPR 원자로가 핀란드에, Core Catcher를 설치한 VVER 원자로가 인도 및 중

국에 건설되고 있으며, 미국의 AP1000과 ESBWR에서도 노심 용융물 노내 억

제를 위한 대처설비를 구현하 다. 향후 중대사고 분야 기술의 상업화가 급속

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원천 기술의 확보 및 APR1400을 비롯한 후

속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개발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형 원전의 원자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

는 노외 노심용융물 억제설비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하고 국외 특허를 출원하여 신형 원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다. 

제 2 절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중대사고시 이용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수소제어설비를 

개발할 수 있다면 원자로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소 화

염전파 제어설비의 한 방안으로 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염망의 개

념을 원용하여 원자로 격납건물 내의 주요 기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 가

능성을 연구하 다. 이 개념의 수소제어 설비가 이용 가능하다면 저렴하게 설

치가 가능하여 실제 원자로에 적용성이 아주 큰 대처설비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사고시 수소연소 발생시 원전 주요기기를 보호할 수 있

는 수소제어 대처설비로 소염망의 개발과 원전 적용 가능성 연구이다.

원전 중대사고시 지르코늄과 냉각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많은 양의 수

소는 격납건물로 방출되어 축적되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격납건물 건전성

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TMI-2 사고 이후 수소연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국내에서도 표준원전의 경우 수소제어를 위해 점화기를 설치하 으며, 

차세대 원전 즉 APR1400에서는 격납건물 내에 점화기와 피동 촉매 결합기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 든 점화기를 이용한 수소제어는 필

수적으로 수소연소를 동반한다. 이때 수소연소에 의한 화염전파로 격납건물 내 

주요 기기들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주요기기

를 보호할 수 있는 소염망과 같은 중대사고 대처 설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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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수소연소에 관한 쟁점 중의 하나인 [1.2.1-1] 격납건물 내 수

소농도제어는 수소를 연소시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사고관리 전략

의 이행을 위해 수소연소 기간 동안 주요기기의 건전성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KOPEC[1.2.1-3]은 MAAP 및 CONTAIN 코드와 같은 Lumped codes를 

이용하여 수소연소 기간 동안 기기 건전성을 평가하 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

부적인 연소지역에서의 일부 온도는 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기 검증 온도

보다 높아 기기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GASFLOW를 이용한 3차원 해석

결과에 따르면 점화기가 수소가 방출되는 구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정지화염

(standing flame)으로 기기나 격납건물 구조물에 열부하를 가할 수 있다[1.2.1-2]. 

수소연소로 인한 높은 열과 압력은 안전 관련된 장비들이 설계된 조건을 초과

하여 사고의 조기 종결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워 사고를 악화시킬 수 있

다. 따라서 기기 건전성 유지는 사고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범위는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해 모델기기를 이용하여 화염

가속, 모델기기표면에서 소염망까지의 거리, 초기 가스온도, 연소실에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장애물 효과 등에 대해 소염망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압

력계에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을 설치하여 소염망 성능 실험자료를 기초로 계측

기 시작품에 대한 사양서를 작성하 다. 또한 APR 1400 원자로의 경우 IRWST 

출구에서의 과도한 수소 축적 등의 안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여 특허를 등록하 다. 한편, 소염망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성능 실험 결

과를 실제 격납 건물 조건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 3 절 노심용융물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

증기폭발 해석 방법론 개선을 위해 OECD/SERENA 1단계 국제 공동 연

구에 참여하 다. 당해 연구 단계는 SERENA 1 단계가 완료되는 해로, 원자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노외 증기폭발에서는 원자로가 파손되면서 노

심 용융물이 원자로공동의 물속으로 투입되면 증기폭발이 발생하고, 동하중이 

원자로공동을 손상시키게 된다. SERENA 1단계 계산 결과 각국의 코드의 해석 

결과의 차이가 아주 크고, 동하중이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노내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증기폭발이 원자로용기를 위협하

지 않는 반면,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원자로공동 벽의 건전성 유지에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각 코드의 해석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

할 수 있다. 하나는 증기폭발이 발생하기 직전 축방향의 기포율 분포가 코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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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증기폭발의 크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가 기포율인데, 종전의 실험 자료에서는 기포율 자료가 없어

서, 각 코드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직접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증기폭발 코드들의 폭발 모델은 상사물 

실험 결과에 맞추어져 있어서, 코륨 실험을 모사할 경우 코륨이 폭발성이 낮은 

것을 적절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로 증기폭발의 위해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 두 가

지 점이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차기 단계에 이 두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가 각국의 

TROI, KROTOS 실험 장치를 이용한 국제 공동 연구를 OECD에 공식 제안하

다. 증기폭발시에 기포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또 매우 어렵기

도 하다. 현재는 위탁 과제를 통해 축방향 토모그래피 방법을 개발 중이다. 

S/W와 H/W를 구축이 완료되고 예비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OECD/MCCI 프로그램은 2002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계속된 국

제공동연구로서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마련하여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융물 분출(Melt Eruption), 

물 침투(Water Ingression) 및 고화층 파쇄(Crust Failure)에 대한 개별효과 실

험과 2차원 장기 CCI(Core Concrete Interaction) 실험을 수행하 다. 아울러, 

물침투 및 용융물 분출 개별 효과 실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석 모델을 개

발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여 기초적인 해석 모델도 개발하 다. OECD/MCCI 1

단계 연구가 2005년 말에 완료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이에 참여하여 물 

침투 실험, 2차원 용융물-콘크리트 반응 실험자료를 평가하고 MCCI 모델개발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1단계 연구 결과, 실험 스펙트럼의 다양화와 개별 현상 및 종합적인 현상

에 대한 모델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단계 연구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2단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연구에서는 

OECD/MCCI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중인, 노심용융물 냉각과 MCCI를 해

석하는 CORQUENCH 코드를 참여국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국내 가동중인 

원전 및 신규 원전에 대한 좋은 MCCI 해석 도구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MCCI 해석 코드는 가동중 원전 및 신규 원전에서 사고관리 전략 평가 

및 검증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의 개발과 원전에의 적용 평가는 원전 

사고관리 전략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MCCI 프로그램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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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냉각 모델이 반 되어 있고, 용융물 분출에 관한 Ricou & Spalding 모델이 

반 되어 있는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이 LCS 콘크리트 

cavity에 방출되어 침식되는 과정에 대한 1-D 계산을 수행하 고, OECD/MCCI 

프로그램에서 수행하 던 CCI 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MELCOR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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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증기폭발위해도 평가 및 대처방안 수립

현재 세계의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신형원전을 개

발하여 수출하려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개발한 EPR은 용량격상을 통한 경제성

을 바탕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대폭 강화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위

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 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PR는 핀란드의 오

킬루토에 건설 중이다. 또한 러시아의 VVER도 Core Catcher를 설치하는 등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한 결과, 현재 인도와 중국에 건설 중이다. 일본의 원

자로가 해외 수출이 어려운 이유가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하 기 때문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중요성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국내 원전을 계속적으로 건설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려면, 중대사고 대처설

비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 구축 및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산업체는 중대사고 정책 성명 이행을 위해 국내 가동 중 원전에 대

해 순차적으로 중대사고 관리 전략을 수립중이다. 현재 고리 원자로 사고 관리 

전략에 대한 심사가 과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제안된 사고 관리 전략의 

타당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중대사고 쟁점의 위해도가 논의되고 

있다.     

증기폭발은 중대사고 관리 전략 수립에 가장 핵심적 요소이지만, 그간의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최근까지 OECD/ 

SERENA 1단계 증기폭발 국제공동연구가 우리의 TROI실험과 JRC-Ispra의 

KROTOS 실험을 대상으로 증기폭발 코드의 개선을 위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SERENA 2단계 증기폭발 

실험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는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의 TROI와 

KROTOS 실험 장치를 이용한 증기폭발 실험의 국제공동연구를 제안 중이다. 

'05년 OECD/GAMA와 CSNI 회의에서 공동연구가 제안되었고, 조만간 ‘07년 

초에 그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   

중대사고 쟁점에 대한 규제 기술 개발이나 산업체 기술 구축을 위해 기술

을 막연히 도입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중대사고에 대한 균형있는 규

제 전략, 대처설비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투자 대비 연구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보면, 적은 분담금을 내고 OECD 

국제공동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의 개선을 지속할 분야와 집중 투자

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 10 -

전략을 택해야 한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증기폭발 프로그램인 TROI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의 KROTOS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므

로, 이를 잘 활용하여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증기폭발 쟁점을 해

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Core Catcher 개발에 대해서는 I-NERI 과제로 3년간 Core catcher 

개발을 위한 기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2002년부터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위스콘신 대학, 한국 해양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노심용융물 하부로 물이 주입되어 용융물 냉각이 이루어

지는 Core Catcher 원리입증을 위한 실험을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Core Catcher 개념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하 고, 국외 특허를 출원하 다.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EPR에는 Core Catcher 

가 제안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그간 COMET, DECOBI, 

EKOSTAR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개발 완료되어 

적용되는 단계에 있다. 핀란드가 EPR 원전을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EPR의 국

제 경쟁력이 상승되었으며, VVER에도 Core Catcher가 설치되어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한편, Core catcher 개발을 위한 기본 현상

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2006년부터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로 미국 아

르곤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중에 있다. 

제 2 절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국내 원전에 대한 수소제어 연구는 개별 원전에 대해 규제기관의 “수

소제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져 왔

다. 울진 3,4 호기 이전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대사고 

규제 요건을 따르지 않았으나 표준원전(울진 3,4 호기 이후 건설된 발전소)

에서는 10 CFR 50.34(f)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화기를 설치하 으며, 

Lumped 코드인 MAAP4와 CONTAIN 1.2 코드를 이용한 해석과 수소 집

중 예상 지역에 대해 GOTHIC을 이용한 3차원 상세해석이 수행되었다. 차

세대 원전의 경우 10CFR 50.34(f)와 SECY-93-087을 만족하도록 PAR와 

Igniter가 혼합된 수소제어 계통을 구비하고 있다. 차세대 원전에 대한 수소

제어 평가는 MAAP4를 이용한 수소 분포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

에는 Lumped 코드의 검증을 위해 3차원 수소농도 분포 해석 코드인 

GASFLOW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가동중인 대형 건식 격납건물 가압경수로(Large Dry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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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에 대해서는 중대사고시 수소제어에 대한 대처 설비를 규정하지 않고 있

으나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10CFR50.34(f)나 SECY-93-087을 통해 수소제어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14일부로 10CFR50.44로 개정판을 내

놓았다. 반면 독일은 RSK(German Reactor Safety Commission)가 수소연소 

제어를 위해 모든 가동중인 Large Dry Containment PWR 원전에 대해 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을 설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설치 보완 작

업이 진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도 모든 원전에 PAR를 설치하도록 결정하도록 

결정하 다. 유럽은 차세대 원전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소제

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소제어 방법에 대한 사전 연구 및 타당성 평가하여 

수소제어 방법으로 PAR를 설치토록 한 결정은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소연소 제어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든지 점화기

를 이용한 수소제어는 필수적으로 수소연소를 동반한다. 발생된 수소 화염전파

로 인해 격납건물 내 주요 기기들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수소연소가 발생하는 경우, 수소연소 제어를 통해 주요기

기를 보호할 수 있는 소염망과 같은 중대사고 대처 설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2.1-1].

제 3 절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증기폭발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하다. 증기폭발의 현상 관측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 실험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인 이유 또는 증기폭발 현상의 성질 등의 다양한 이유로 증기폭발 실험은 실제 

발생하는 산업체의 스케일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로 수행된다. 그러므로 규모에 

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증기폭발은 대형 실험의 결과조차도 1 대 1 규모가 아니

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기폭발에 대한 해석적인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해석적인 모델링을 통한 증기폭발 연구는 실험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

고 다양한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의 보조 도구 또는 실제 원자로 증기폭

발 해석에 있어서 해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개발되어 증기폭발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 코드로는 IFCI,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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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MIX & IDEMO, JASMINE-PRE & JASMINE, VESUVIUS[2.3.1-1] 등이 

있다. 이들 전산코드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고, 특히 사실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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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규모의 증기폭발을 해석에 있어 최적화된 해석결과를 주는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노심용융물 냉각성능 평가 기술 중의 다른 한 분야인 MCCI 해석 

기술 분야에서는 MELCOR 코드를 사용하여 KNGR SSAR 해석을 위해 산업

체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 고, 최근 OECD/MCCI 실험 자료가 발표 되면서 기

존의 모델들을 개선하여 원자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가동중 원전 및 

APR1400의 사고 관리 전략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규제기관, 산업체 및 연구계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개별효

과 실험결과를 입수/평가하여 용융물-콘크리트 반응을 계산하는 코드의 한계점 

파악하 고,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서 개최한 workshop에 참여하여 CCI 

실험에 대한 MELCOR 해석 결과를 참여국들에게 제공하 다.

MCCI 해석 기술 개발은 현재 OECD/MCCI 실험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미

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프랑스의 CEA 및 IRSN, 독일의 FzK, 및 일본의 

JNES 등 세계 각국 10여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르곤 국립연구소

에서는 OECD/MCCI 실험 결과를 근거로, 코륨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

우 냉각수 침투에 의한 열전달 증진 모델 및 용융물 분출에 의한 냉각 모델 개

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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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증기폭발위해도 평가 및 대처방안 수립

TROI 증기폭발 실험에서는,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노심이 용

융될 때, 발생하는 노심 용융 물질인 코륨 원물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코륨 용융물로는 ZrO2와 공융 코륨 그리고 피복재와 구조물의 혼합까지도 

감안한 금속이 함유된 UO2/ZrO2/Fe/Zr 혼합 용융물을 약 20 kg의 용량까지 사

용하 다. 이 용융물은 용융점이 3000 K 정도로 높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나,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난해한 실증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증기폭발 연구에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파악된 물질 효과를 검증하 다.

실제 원자로 물질을 사용한 이 실험의 수행으로 실험 결과의 적용성을 높

으며, 그리고 프랑스의 KROTOS 실험과 연계하여 국제 공동 연구인 OECD/ 

SERENA 2단계에 공동 제안을 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기폭발 연구를 선도하 다.

TROI 실험을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로 수행하기 위해 초고온, 초고속 거

시 현상 규명에 필요한 주요 실험 변수의 측정 기술을 개선하 고 미시적 현상 

규명을 위해 실험 후 데브리의 물리, 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기포율 

측정을 위한 신계측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선하 으며, 그 중 하나로 증기폭발

시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기술 개발을 위탁 과제로 수행

하 다.

이번 단계에서는 TROI 실험이  국제적인 수준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실험 계측 방법을 개선하고 적용하 다.

먼저 다량의 잘 조절된 용융물을 냉각수와 반응시키기 위해 중간 저장조

와 고속 격리 밸브를 설치하 다. 이로 인해 원하는 일정한 직경의 용융물 제

트가 원하는 시간에 냉각수와 반응하게 하 다. 이전의 용융물 제트는 직경이 

작고 또한 불규칙적이며, 용융물 낙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이 장치의 장

착으로 코드 계산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도의 용융물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다.

또한 용융물 온도, 정압, 평균 기포율과 용융물 전달 속도 측정을 정 하

게 하기 위해 에어로졸 blower를 사용하고, 용융물 전달 중의 용융물의 온도도 

측정하 으며, 보다 정 도가 높은 정압계와 차압계 그리고 고속 카메라를 장

착하여 실험의 정 도를 높 다.

그리고 증기폭발시 발생하는 중요한 측정 인자인 동압과 동하중의 측정 

정 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반응용기를 제작하여, 설치 제원에 일치하는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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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착을 하여 측정오차를 줄 다.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응시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커패시턴스의 변

화에 의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기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용융물 온도의 정

확한 측정을 위해 복사온도계 이론을 적용하 다.

물질 특성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코륨으로 실험을 수행한 

뒤 생성되는 각각의 데브리를 물리, 화학분석을 통해 물질에 따른 증기폭발의 

기폭성의 차이를 발견하 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예상되는 금속이 함유된 

코륨에서 발생하는 용융물의 분리에 따른 Layer inversion 현상을 프랑스 

Thermodata사의 열역학 상태 분석 코드인 GEMINI2를 이용하여 실험 후 계산

을 수행하여, 실험을 검증하 다.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 그 동안의 TROI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보고서화 하 고 SERENA 1단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를 정리하 다. 그 결과 코륨의 증기폭발성은 강하지는 않으나 구조물을 손상

시킬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며, 불확실성을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실험 계측 방법론 개선/적용

가. 중간 저장조 및 고속 격리 밸브 설치

실험 결과를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조건을 잘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실험조건으로 용융물 제트의 일정한 두께, 낙하거리, 방출시점 등을 일정

하게 유지하여야 코드 적용계산이 가능하다. 이전의 실험에서 용융물의 전달 

과정은 수냉도가니의 하부에 생성된 피막층을 천공기로 기계적으로 뚫어서 용

융물이 자유낙하하는 것이었다. 이 전달 과정은 천공 시점 전후의 시간적인 지

연에 의해 용융물의 방출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방출되는 용융물 제트의 두께

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융물의 낙하거리가 너무 길어 (3 m 이상) 방출 

도중에 낙하궤도가 좌우로 흔들려 낙하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외에도 낙하거리를 줄여 용융물의 진입 속도를 느리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SERENA 회의에서 제시되었다.[3.1.1-1] 따라서, 일정 시간, 일정 두께의 용융

물을 짧은 낙하 거리에서 전달시키기 위해 중간 저장조와 고속 격리 밸브를 수

냉도가니와 냉각수가 들어 있는 반응용기의 사이에 장착하 다. 이 저장조와 

밸브는 스틸로 제작되었다.

 그림 3.1.1-1은 중간 저장조와 고속 격리 밸브의 개략도를 보여 준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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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냉도가니 속의 용융물의 하부 피막층을 천공기로 천공하면 용융물이 중간 

저장조 속으로 낙하한다. 이때, 고속 격리 밸브로 구성된 중간 저장조 하부는 

닫혀 있으므로 용융물이 저장조에 저장된다. 용융물이 수냉도가니 속의 용융물

이 중간 저장조에 모두 낙하하면 (수냉도가니 피막층 천공 후 약 2초 후), 하부

의 고속 격리 밸브를 개방하여 용융물을 방출한다. 이 밸브를 개방하는 시점을 

반응 시간 으로 설정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융물의 방출 시점을 일정하

게 하 다.

또 고속 격리 밸브의 개방으로 용융물이 낙하할 때, 그 밸브 바로 아래 

부분에 원하는 직경의 노즐을 장착하여 용융물 제트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었

다. 그림 3.1.1-2는 방출되는 용융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이전의 실험에서 

이루어 졌던 용융물의 전달보다 훨씬 개선되어 코드 계산에 보다 정확한 입력 

조건을 제공한다.

용융물이 중간 저장조에 머무는 동안, 용융물의 온도 강하가 예상되나, 예

비 계산에서는 온도 강하가 약 100 K로써 용융시 용융물의 온도를 최대한 상

승시킴으로, 액체 상태의 용융물을 냉각수와 반응시킬 수 있었다. 냉각수에 진

입할 때, 용융물의 낙하거리도 1m 내외로 줄여, 코드 계산에서 필요로 하는 조

건을 만족시켰다.

그림 3.1.1-1 중간 저장조와 고속 격리 밸브 개략도 

1798

946 852

620
210
50

1
0
5

6
3
4

4
7
2
.5

1
2
1
4
.1

2
1
8
.6

2
3
0

2
8
9

7
5
9

`

`

1
0
0

`

φ 1048

295.46

125

2
0

8
2
6
5



- 16 -

그림 3.1.1-2 용융물 제트 낙하 모습 (25cm x 

25cm)

나. 온도/정압/기포율/용융물 전달 속도 측정 방법 개선

(1) 용융물 온도

정확한 용융물 온도의 측정을 위해 IRCON 복사온도계(1500 ~ 3500 

℃)를 사용하 으나, 몇 가지 개선 사항이 필요하 다. 이전에는 용융 도가니 

속의 용융물 온도만을 복사온도계로 측정하 으나, 새로운 IRCON 복사온도계

를 하나 더 구입하여 용융물이 고속 격리 밸브 하부를 통과할 때, 즉 입수 직

전의 온도도 측정하 다.

복사온도계를 이용한 온도 측정은 관측용 강화유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용융물은 안전성 등 여러 문제로 보호용기 내에서 취급되나, 복사온도계는 보

호용기 밖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융물의 온도는 강화유리를 통하여 측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 유리를 통과하여 복사온도계로 측정한 용융물의 온도를 표준

과학연구원의 표준온도계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복사온도계의 새로운 특성을 인

지하 다. 즉 유리는 그 투과성이 복사온도계의 사용 파장에 따라 많이 달라지

므로, 유리를 통과한 온도가 실제 표준 온도계의 온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 실험에서는 열강화 유리를 사용하 으며, 열강화 유리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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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3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측정

한 표준온도계와 열강화 유리를 통과한 우리의 복사온도계의 온도를 나타낸다. 

이 교정은 1500 ℃ - 2700 ℃ 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며, 열강화 유리를 통과한 

온도를 교정하 다. 우리 온도계와 표준 온도계의 측정 온도간의 관계를 이용

하여 아래의 식 (3.1.1-1)과 같은 1차 선형 교정 방정식을 만들어 측정 온도를 

교정할 수 있었다. 

Tc = 376.4 + 0.8083 x Tm                                 (3.1.1-1)

 

여기서, Tc는 교정된 온도, Tm은 열강화 유리를 통과한 측정된 온도이며, 

온도의 단위는 Kelvin이다.

교정식으로 교정한 온도를 그림 3.1.1-3에 나타내었으며, 이 온도는 실제 

온도에 상당히 근접하 다. 

그림 3.1.1-3 열강화 유리를 통과한 온도 교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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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사온도계 교정 과정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석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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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용융물의 온도는 복사온도계의 emissivity ratio를 0.996로 설정하면 표

준 온도계로 측정한 실제 온도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차후 실

험에서는 (TROI-52 실험부터) 열강화 유리 대신에 석  유리를 관측용 유리로 

대체하고 복사온도계의 emissivity ratio를 0.996로 사용하여 용융물 온도 측정

의 신뢰성을 높 다.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3장 1절 1. 마. 항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용융로 속의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함에 있어 용융물 표면에서 발

생하는 에어로졸이 복사온도계의 측정 파장을 간섭하여 용융물의 온도가 낮게 

측정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인 RASPLAV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용융물과 복사온도계 사이에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제거하기 위해 튜브를 통해 아르곤 가스를 불어 넣는 방

법으로 에어로졸을 튜브 속에서 제거하여 튜브 속을 통해 복사온도계로 용융물

의 온도 측정을 하 다.

그림 3.1.1-4는 TROI-57 실험에서 용융로 속의 용융물의 온도를 보여 준

다. 이 그림에서 용융물 방출은 5161.506 초에 이루어 졌다. 이 실험에서의 온

도 측정은 석  유리를 통하여 복사온도계로 측정하 다. 이 실험 전반부는 아

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에어로졸 제거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하 으나, 용융물 

방출 약 200초 전에 용융물의 방출을 위해 아르곤 주입 밸브를 잠궜다. 그 결

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용융물의 온도가 40 ~ 50 K 낮게 측정이 되었다. 

즉 온도 측정시에는 에어로졸을 계속 제거하여야 보다 정확한 온도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용융물의 온도 측정은 냉각수에 주입되기 직전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온도가 되므로, 그 온도를 석  유리를 통하여 다른 복사온도계로 

측정하 다. 위에 언급한 TROI-57 실험에서 측정한 입수 직전의 용융물의 온

도가 그림 3.1.1-5에 나타나 있다. 이 온도 측정은 용융 도가니 속의 용융물 온

도 측정과는 달리 에어로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록 2초 동안 중간 저장조 내에서 열손실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융로 속의 온도와 비교하여 약 50K 정도의 차이 밖에 나

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저장조 내에서 열손실이 예상외로 작은 것도 있지만, 용

융로 속의 온도 측정시 에어로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에어로졸의 향으로 

온도가 낮게 나타났으리라고도 생각된다.



- 19 -

그림 3.1.1-4 용융로 속의 용융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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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입수 직전의 용융물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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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압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응시 발생하는 수증기에 의한 압력용기의 가

압을 관측하기 위해 3개의 정압계를 사용하 다. 정압계는 반응 용기를 둘러싸

고 있는 하부 용기에 2개, 용융로를 둘러싸고 있는 상부 용기에 1개가 설치되

었다.

예전에 사용한 정압계는 측정 범위가 0 ~ 30 기압으로, 현재 실험하는 범

위 (1 ~ 5 기압)보다 많이 넓어, 실제 실험에서 압력이 낮은 경우 오차가 제법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정압계를 측정 범위가 1 ~ 10 기압인 Keller사의 제

품으로 모두 교체하여 정압계의 측정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림 3.1.1-6은 정압계를 모두 교체한 후 압력용기 내의 압력을 약 1 ~ 5 

기압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압력으로, 3개가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1.1-6 정압계 교체후 정압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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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포율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응시 혼합층의 국부 기포율 측정은 매우 중요

한 측정인자이다. 그러나 이 국부 기포율의 측정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프랑스의 KROTOS 실험에서는 X-ray를 이용한 방법을, TROI 실험에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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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층의 전기 전도도와 전기 용량을 이용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방법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국부적인 기포율의 측정은 어렵지만,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응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한 수위 변화를 측정하여 평균 기포율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차압계를 이용하여 기포에 의한 차압을 계산함으로 평균 기포율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최종 보고서에서 잠시 소개하 으며, TROI 실

험에서는 TROI-47부터 적용하 다. 총 3개의 차압계를 20cm 간격으로 상하로 

설치하여 축방향 세 역의 기포율을 측정할 수 있었다. 차압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로는 Honeywell ST3000 STD924를 사용하 다.

그림 3.1.1-7은 차압계로 측정한 외부기폭(1.0초) 직전의 기포율을 보여준

다. 이 그림에서 VFDP101 ~ 103은 각각 반응용기 바닥에서부터 상부로 20 ~ 

40cm, 40 ~ 60cm, 60 ~ 80cm 부분의 차압을 측정하여 그 부분의 기포율을 계

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용융물이 입수하여 외부기폭 전에 상부의 

평균 기포율은 24%까지 증가하 다. 그러나 하부에서는 기포율이 조금밖에 상

승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부에 아직 많은 용융물이 도달하지 못하 으며, 또 발

생한 기포가 상부로 빠져나간 향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압계를 이

용한 평균 기포율 측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3.1.1-7 차압계로 측정한 기포율 (TROI-59)

0.5 0.6 0.7 0.8 0.9 1.0 1.1 1.2
-0.1

0.0

0.1

0.2

0.3

0.4
 

 

Vo
id

 F
ra

ct
io

n

Time(sec)

 VFDP101 (20-40cm)
 VFDP102 (40-60cm)
 VFDP103 (60-80cm)



- 22 -

(4) 용융물 전달 속도

용융물의 전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희생 열전대와 고속카메라

(Phantom V4.0 & V4.2)를 사용하 다. 

(가) 열전대를 이용한 방법

냉각수 속을 지나는 용융물의 속도는 용융물 진행 방향에 희생 

열전대를 일정 간격으로 장착하여, 용융물이 지나갈 때 열전대가 파손되는 시

점을 기준으로 냉각수 속에서의 용융물의 속도를 구하 다.

그림 3.1.1-8은 냉각수 속에서 열전대가 용융물에 의해 반응하는 것을 보

여 준다. IVT201과 209는 반응용기의 바닥(0cm)에 장착되어 있고, IVT202, 

203, 204는 각각 바닥으로부터 상부로 20cm, 40cm, 60cm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부 60cm되는 곳에 설치된 IVT204는 0.45초에 

용융물에 의해 반응하고, 제일 바닥에 설치된 IVT201과 209는 1.05초에 반응하

다. 이로부터 그 구간의 용융물의 평균속도는 60cm / (1.05s - 0.45s) = 1 

m/s이다. 이런 방법으로 물속에서의 용융물 속도를 측정하 다.

그림 3.1.1-8 희생 열전대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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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방법

용융물이 밸브로부터 방출될 때, 고속카메라를 1000 fps로 촬 하

여, 미리 교정된 화면 내에서 용융물의 속도를 측정하 다. (그림 3.1.1-9 참조) 

이 용융물의 속도에서 기본으로 하여 냉각수에 입수 직전의 속도도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속도는 밸브에서부터 자유낙하 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나,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었다. 화면에서 용융물 제트의 직경도 또한 구

할 수 있으므로, 증기폭발 발생시 증기폭발에 관여한 용융물의 질량도 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TROI-48 실험을 가시화한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측정용 가시화 장치는 투명한 polycarbonate로서 크기는 W600 x H2000 

mm 이었다. 고속카메라는 2대를 상하로 배치하여 가시화 장치의 전체 높이에 

따른 형태 및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그림 3.1.1-9와 표 3.1.1-1에 

나타냈다. 

표 3.1.1-1 고속카메라 위치에 따른 측정 조건

HSC 

위치

측정 위치

mm

측정 간격

mm

resolution

Pixels

측정속도

fps

측정시간, 

s

상(B2) 650-1600 1000 mm 800x512 1000 1.7

하(B1) 바닥에서 650 650 mm 512x512 1000 4.1

물 높이는 1220 mm이지만, void fraction 20 %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속카메라의 측정속도는 초당 1000 frames로 동일

하며, 측정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해상도를 조절하 다. 

또한 가시화 장치에는 고속카메라로 측정한 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열전대

를 200 mm 간격으로 1000 mm까지 6개를 수직으로 설치하 다. 

투명 가시화 장치의 표면에 높이를 표시하 지만, 용융물은 장치의 중앙

으로 낙하하므로 겉에서 표시한 높이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명 가시

화 장치의 중심에 자와 눈금을 그린 판을 넣고, 표면의 높이 표시와 비교하도

록 하 다. 이것은 카메라 측정 위치에서 표면과 내부의 거리에 따른 높이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으로 그림 3.1.1-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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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용융물 가시화용 고속카메라 위치(B1 and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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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그림 3.1.1-11과 12는 TROI-48 실험에서 각각 가시화 창의 

상부와 하부로 용융물이 배출되는 과정 중에서 가시화 창의 10 cm 간격으로 

표시된 지점에 용융물이 닿았을 때 고속카메라로 촬 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

다. 용융물 배출양은 13.042 kg이었으며, 전체 자유낙하 거리는 3.28 m이었다.

그림 3.1.1-11과 12에 보는 바와 같이 용융물은 균일한 직경을 가지고 배

출되지 않고, 공기 중에서나 물속에서나 자체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보인다. 이

같은 팽창이 발생할 경우 배출 속도에 향을 미치므로 순수한 낙하속도로 정

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화면에서 계산되

므로 부정확성이 따를 수 있다.

2

3

4

6

7

8

9

5

1

고속카메라 상부 측정 위치

10

11

12

13

14

15

16

고속 카메라 하부 측정위치

그림 3.1.1-10 고속카메라의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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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963 ms b) 0982 ms c) 1006 ms

d) 1032 ms e) 1068 ms f) 1081 ms

g) 1109 ms h) 1146 ms i)1174 ms

그림 3.1.1-11 고속카메라로 측정한 용융물 형태(TROI-48,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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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1154 ms b) B1-1189 ms

c) B1-1211 ms d) B1-1234 ms

e) B1-1256 ms f) B1-1268 ms

그림 3.1.1-12 고속카메라로 측정한 용융물 형태(TROI-48,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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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와 3.1.1-3은 상하부 고속카메라에 대하여 그림 3.1.1-11과 그림 

3.1.1-12에서 표시된 위치까지 도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한 것이

다. 

용융물의 속도는 2-7.6 m/s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융물의 자체적인 급격한 팽창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 극한 값을 제외

표 3.1.1-2 고속카메라에 의한 실험부 속도 측정 결과

(TROI-48, 상부)

Line No.
Time, 

㎳(frame)

Distance, mm Velocity

 m/ssurface monitor

1 402(0940)

2 425(0963) 124.996 124.996 5.435

3 444(0982) 144.989 144.989 7.631

4 468(1006) 144.994 144.994 6.041

5 494(1032) 147.489 147.489 5.673

6 530(1068) 134.995 134.995 3.970

7 571(1109) 127.498 127.498 3.110

8 608(1146) 123.766 123.766 3.345

9 636(1174) 61.258 61.258 2.188

표 3.1.1-3 고속카메라에 의한 실험부 속도 측정 결과

(TROI-48, 하부)

Line No.
Time, 

㎳(frame)

Distance, mm Velocity

 m/ssurface monitor

10 152(1130)

11 176(1154) 76.817 76.817 3.201

12 211(1189) 142.021 140.601 4.017

13 233(1211) 139.123 141.992 6.454

14 256(1234) 124.633 128.992 5.608

15 278(1256) 115.939 115.939 5.270

16 290(1268) 115.939 60.995 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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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용융물의 낙하 속도는 4-6 m/s 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고속카메라와 열전대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가시화 

장치에 설치된 열전대에 용융물이 닿았을 때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는 시점을 

측정하여 열전대 사이의 거리 및 시간으로 용융물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와 고

속카메라로 측정한 속도를 표 3.1.1-4와 그림 3.1.1-13에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용융물이 자체적으로 약간씩 폭발하여 용융물이 팽창하므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부와 바닥 부근).

   열전대로 측정한 속도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으나, 포물선 형태로 하

강하는 용융물의 중앙과 측면 부위와 열전대가 접촉되는 부위의 차이와 열전대

의 응답시간, 고속카메라와 열전대의 측정 간격과 측정 위치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공기중 속도(고속카메라만 측정)는 5.5∼7.5 m/s 정도이다.

   물속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 하부;  고속카메라 : 4∼6 m/s, 열전대 : 5∼8 m/s

    - 중간 부분 : 고속카메라 : 2∼3 m/s, 열전대 : 3 m/s

표 3.1.1-4 고속카메라와 열전대에 의한 용융물 속도 측정결과(TROI-48)

Calculation from High speed Camera Calculation from 
thermocouple readings

Windo
w
No.

Line
No.

Read.
㎳

Δt
 ㎳

Interval
mm

Height
mm

Veloc.
m/s

Height
mm msec Δt

㎳
Veloc.
m/s

B2

1 402 Avg  
2 425 23 124.996 1612.823 5.435
3 444 19 144.989 1477.831 7.631
4 468 24 144.994 1332.839 6.041
5 494 26 147.489 1186.598 5.673
6 530 36 134.995 1045.356 3.970
7 571 41 127.498 914.109 3.110
8 608 37 123.766 788.477 3.345
9 636 28 61.258 695.965 2.188

B1

11 176 24 76.817 626.928 3.201 1000 1.082
12 211 35 140.601 518.219 4.017 800 900 1.142 6 3.33
13 233 22 141.992 376.922 6.454 600 700 1.170 28 7.14
14 256 23 128.992 241.43 5.608 400 500 1.207 37 5.41
15 278 22 115.939 118.965 5.270 200 300 1.231 24 8.33
16 290 12 60.995 30.5 5.083 0 100 1.265 34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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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 고속카메라와 열전대에 의한 용융물 속도 

측정결과(TROI-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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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압/동하중 측정 방법 개선

증기폭발에서 주요 측정 변수인 동압과 동하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

여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 다. 먼저 동압 측정을 위해서 TROI 실험에서는 

PCB사의 모델 112A03 동압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KROTOS 실험에서는 

KISTLER 사의 모델 6005 동압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동압계의 

사용으로 두 실험간의 직접적인 압력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하여 

TROI 실험에서는 KISTLER 사의 모델 6005 동압계를 구입하여 KROTOS 실

험과 직접 비교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 실험이 방사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제한된 구역에서만 수행

되어야 하므로, 반응용기에 그 동압계를 장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직접 

반응용기에 장착하지는 못하고 간단히 Adaptor를 사용하여 KISTLER 동압계

를 PCB 동압계와 같이 장착하여 교정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비교하니, 

절대치의 크기는 비슷하나 Adaptor를 사용한 KISTLER 센서의 신호에 많은 

진동이 관찰되었다. 이는 센서를 장착할 때 사용한 Adaptor가 제 역할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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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하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PCB사의 모델 W217B 동하중계를 사

용하 으나, 이 모델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0kN이므로, 이 보다 더 큰 범위의 

동하중계가 필요하여, 측정범위가 650kN까지인 KISTLER 사의 모델 9081A 동

하중계를 구입하 다.

동압과 동하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측기의 정확한 장착이 필요

하다. 따라서 PCB 및 KISTLER 동압계와 동하중계의 정확한 장착을 위해 새

로운 반응용기를 제작하고, 계측기들을 명세서에 맞게 정확히 장착하여, 신호의 

신뢰성을 높 다.

라. 축방향 토모그래피 개발 적용

증기폭발 현상의 원인 및 인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온 용융물과 냉각

수 사이의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증기발생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기포율 

분포의 계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증기폭발 현상 

규명을 위한 기포율 측정 방법의 기본 요건은 시간 분해능이 높고, 단면 분포

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축방

향 토모그래피 기법을 적용한 기포율 측정을 시도하 다.[3.1.1-2]

일반적으로 물리량의 단면 분포 측정을 위한 다양한 토모그래피 기법이 

개발되어왔다. 초기에는 주로 의료진단의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방사선과 같은 

고에너지의 투과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방사선 상진단과 함께, 핵자기공명 

방식과 양전자 방식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그 정 성을 자랑하고 있다. X-선 

발생장치와 고성능 셔터의 디지털 제어가 가능해 지면서, 초고속 X-선과 중성

자 빔을 활용한 분석 부분 역시 발전하고 있다. 중성자 빔은 물에 의해 난산란

을 하나 메탈에는 투과성이 강한 반면, 감마선은 물에는 투과성이 좋으나 메탈

에는 투과성이 약하므로 이를 동시 활용할 경우, 증기폭발시 증기의 동향과 메

탈의 동향을 원리적으로 동시에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선을 

이용할 경우 실험장치의 방사화로 말미암아 실험자들에게 방사선 피폭의 위험

이 증대되게 된다. 또한 실험 이후 실험장치는 방사선 폐기물로서 처리에 어려

움을 줄 수 있다. 

전자장 토모그래피 연구는 1994년 맨체스터 공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필두

로 현재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른 토모그래피 기술과 달리, 방사

선 장에 노출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없어 실험 시 안전성이 뛰어나

다. 그러나 방사선 장과 같은 직진성이 적어, 이미지 역전사의 기법이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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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이 있고, 신호 처리를 위한 전자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 기술적 노하우

가 존재하여 재현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전자장 토모그래피는 최초에는 

캐패시턴스 신호를 활용하 다. 이는 시스템의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물-공기 계통에는 매우 정 한 신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이미지 복원 오차가 커진다. 또한 이미지 복원 문제의 본질상 존재하는 

ill-posedness로 말미암아 적절한 정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지 역전사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Tikhonov regulaization과 같은 방식이 동원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나, 이를 실제 구현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폭발 현상 시 발생하는 기포율 분포 측정을 위해 축방

향 전자장 토모그래피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 다. 즉, 사각관에서 이상유동이 

있을 때 각 상의 유전율 차이로 나타나는 캐패시턴스 변화를 이용하는 토모그

래피 방법을 구현하 다. 이러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구현을 위해 축방향 전자

장 해석을 위한 해석 도구를 완성하고, 자료 획득 장치를 포함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 다.

(1) 축방향 토모그래피 이론 및 모델 개발

전기장을 이용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기법은 복원 대상의 외부 또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전극판에 전기장을 인가하고, 다른 전극을 통해 측정되

는 값을 이용하게 된다. 기본적인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물

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토모그래피 기법의 분류를 그림 3.1.1-14에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이 없는 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캐패시턴스 토모

그래피(ECT) 방식을 적용하 다.

기존 축방향 토모그래피는 y-z평면을 단층촬 하기 때문에 전극을 양 옆

에만 붙이게 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이미지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1-15와 같이 z 축 방향 8개의 전극 외에 하부(y축)에 2개 

전극을 추가로 설치한 H/W를 구축하 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복원 이미지

의 정확도를 늘리기 위한 알고리듬 개발하 다. 

그림 3.1.1-16은 캐패시턴스 토모그래피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민

감도 행렬 생성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생성된 민감도 행렬의 예이다. 작동하는 

전극판 짝에 따라 민감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민감도 행렬

을 바탕으로 역전사 알고리듬에 따른 복원 이미지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보았

다. 그림 3.1.1-17은 중앙에 기포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SVD, Tikhonov 

Regularization(TR), Iterative Tikhonov Regularization(ITR)의 역전사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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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에 따른 복원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17에서 검은색은 물(ε

=80), 하얀색은 공기(ε =1)를 나타내며, regularization parameter(μ)는 0.00005이
다. ITR 알고리듬의 경우가 복원 이미지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원 이미지의 향상은 하부 전극판의 추가, 역전사 알고리듬의 적절

한 선택을 통해 가능하 다. 그러나 전극판 부근에서의 이미지 오차가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하 고,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1.1-14 전기장을 이용한 축방향 토모그래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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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축방향 토모그래피를 위한 

하드웨어 및 경계조건

       

   

      

그림 3.1.1-16 축방향 토모그래피의 민감도 행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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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이미지       (b) SVD           (c) TR             (d) ITR          

 

그림 3.1.1-17 역전사 알고리듬에 따른 복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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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방향 토모그래피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전기장을 이용한 축방향 토모그래피 기법은 복원 대상의 외부 또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전극판에 전기장을 인가하고, 다른 전극을 통해 측정되

는 캐패시턴스 값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인파 발진을 이용하여 축방향 토

모그래피를 구현할 수 있는 캐패시턴스 측정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림 3.1.1-18 참조). 자세한 하드웨어의 원리 및 구성은 KAERI 위탁과제 보

고서(KAERI/CM-950/2006) [3.1.1-2]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3.1.1-18 축방향 토모그래피를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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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시스템이 전기적 캐패시턴스 토모그래피

(ECT)에 사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능들 즉 펨토, 피코, 나노 패럿에서 측정 

정확성, 응답 속도, 부유 캐패시턴스 면역력, 안정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

행하 다. 

펨토 패럿 레벨 측정 정확성에서는 Agilent 사의  HP4192A와 거의 유사

하 으며, 측정 해상도를 나타내는 오차의 RMS 값은 0.058 fF, 최대 오차는 약 

8.64 % 다. 또한, 펨토 패럿 이상의 피코 패럿과 나노 패럿의 고준위 역에

서의 측정 정확성에서도 HP4192A와 거의 흡사한 결과를 보 다. HP4192A의 

측정값과 0.99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MS 오차는 1.58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응답속도는 약 40μs로 나타났으며, 이를 8 Pair 

ECT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최대 측정 프레임수는 약 400 프레임으로 예상된다. 

부유 캐패시턴스는 ECT 센서와 측정회로를 연결하는 동축케이블, 가드 

스크린과 측정 전극 사이에서 발생한다. 본 시스템에서 1m의 동축 케이블과 

25× 25 cm
2의 가드 스크린 4개를 사용하 는데, 이 때 부유 캐패시턴스는 

HP4192A로 측정 결과 약 100 pF 다. 이 부유 캐패시턴스가 측정값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캐패시턴스(1 pf, 5 pF, 10 pF)의 양쪽에 각각 1 

pF, 10 pF, 47 pF, 100 pF의 캐패시터를 연결 후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하 다. 

이론적으로는 본 시스템의 회로는 부유 캐패시턴스에 향을 받지 않아야 하나 

실제 측정한 결과 최대 3 %까지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로의 안정성은 시간에 따른 출력 캐패시턴스의 변화에 의해 정의된다. 

본 시스템에서 측정 캐패시턴스를 1 pF으로 두고 2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체크하면서 출력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2시간 동안 최대 측정 오차

는 46 fF 다. 

(3) 축방향 토모그래피 모의 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축방향 토모그래피 구현을 위한 모델 및 하드웨

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즉, 그림 3.1.1-19(a)와 같이 증기폭발시

의 기포율 분포를 재현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그림 3.1.1-19(b)와 같

은 전극판을 실험장치의 좌우와 하부에 각각 설치하 다. 실험은 물을 3/4정도 

채우고, 기포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서 수행하 다.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는 물의 높이를 잘 복원하는지 확

인하 고, 기포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기포의 분포를 잘 복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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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포발생수조              (b) 전극판의 구조

그림 3.1.1-19 축방향 토모그래피 모의 실험장치

 

원활한 실험을 위하여 그림 3.1.1-20과 같은 실험데이터의 처리와 모델구

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험 수행 

시 실시간으로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하고, 그 값으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그림 3.1.1-21은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조에 물을 3/4 정도 채웠을 

경우의 실시간 복원 이미지이다. 그림 3.1.1-21(a)는 실험 원본 이미지이고 그림 

3.1.1-21(b)는 토모그래피를 이용하여 복원된 이미지이다. 물의 수위는 어느 정

도 일치하 으나, 수위 가운데 부분의 상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포를 발생시킨 경우의 상은 그림 3.1.1-21(a)나 (b) 모두 거의 변화가 없었

다. 그 이유는, 본 실험장치의 기포발생 시스템이 유전율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

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을 유전율 분포 변화를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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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0 축방향 토모그래피 실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a) 실제이미지            (b) 복원이미지

그림 3.1.1-21 기포가 없는 경우 축방향 토모그래피 실험을 통하여

복원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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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고온 용융물 온도 측정 방법 개선

코륨 상사물의 용융 및 냉각수와 반응실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중

의 하나는 용융물의 온도이다. 용융물의 융점은 산화물의 혼합비에 따라서 변

하지만 약 2830 K 정도이며, 과열도를 고려한다면 3200 K 이상의 초고온에 해

당한다. 이와 같은 초고온 용융물의 온도는 일반 열전대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색 적외선 복사온도계(two-color radiation thermometer)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색 적외선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은 측정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오차요인의 분석을 통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색 복사 온도계는 IRCON 3R-35C15-0-0-0-1로서 파장 0.7∼1.08 ㎛의 광대

역 파장 범위와 1.08 ㎛ 의 협대역 파장 범위의 적외선 강도를 측정하여, 1500 

∼ 3500 ℃ 사이의 온도를 계측할 수 있다. 초점 대 거리 비(optical resolution 

factor)는 150이고, 응답시간 0.01∼60 초에서 조절가능하며, 측정 대상이 흑체

가 아닌 경우, 복사율 기울기(emissivity slope)를 0.8에서 1.15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 용융물 온도계측에 사용한 이색 복사온도계의 

파장별 투과율, 응답속도 특성에 따른 온도 계측의 오차요인을 분석하 다.

(1) 온도 측정 위치 및 오차요인

TROI 실험에서 용융물 온도측정은 그림 3.1.1-22와 같이 두 개의 도

일한 IRCON사의 Pyrometer(1)과 Pyrometer(2)의 위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림 3.1.1-22의 Pyrometer(1)은 용융물을 형성하는 수냉도가니에 담겨있

는 용융물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 Pyrometer(1)에서의 이색온도 

측정은 용융물 상부의 고화와, 용융물의 생성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향으

로 인해 용융물 내부 온도 계측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텅스텐 thermowell 이나, 공동(cavity) 측정법, 아르곤 기

체 공급관 이용법을 적용하 으며 이를 (1) ~ (4)항에서 설명하 다..

그림 3.1.1-22의 Pyrometer(2)는 수냉도가니에 담긴 용융물을 바닥 크러스

트(crust)에 구멍을 뚫어 하부의 냉각수로 배출할 경우, 용융물의 배출시 온도

를 투시창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용융물의 총 배출 시간이 수

백 msec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속도에 따른 오차가 존

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색 복사온도계의 경우 두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온

도를 환산하므로 그림 3.1.1-22의 Pyrometer(1)과 (2) 모두에서 투시창의 파장

에 따른 투과율 차이로 인해 온도측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시

창의 파장별 투과율의 차이와,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속도에 따른 온도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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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5)와 (6)항에서 분석하 다. 

그림 3.1.1-22 TROI 실험 장치에서 이색온도계 측정 위치

(2) 텅스텐 thermowell 이용법

그림 3.1.1-22의 이색 복사온도계 Pyrometer(1)을 이용하여 용융물 

상부의 온도를 측정할 경우, 용융물 상부가 고화되어 용융물 내부의 온도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3.1.1-23과 같이 원통형 텅스텐 봉을 수냉도

가니 중앙에 설치하고, 텅스텐 봉 바닥 부분을 표적물체(target object)로 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텅스텐은 내경 4.8 mm, 높이 500 mm이며, 측정하려는 복

사온도계 센서에서 표적물체인 텅스텐 바닥까지의 측정 거리는 약 1000 mm이

다. 사용한 복사 온도계의 초점 대 거리 비(optical resolution factor)가 150인 

것을 감안하면, 측정부분의 직경(spot diameter)은 약 6.7 mm(1000/150)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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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이 좋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텅스텐 봉의 내경은 이 값보다 작지만, 내경 

10 mm인 텅스텐 thermowell의 사용하 을 경우에도 유사한 온도 측정값을 보

인 점으로 보아 온도 측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용융되는 물질에 비하

여 상부 크러스트인 배경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배경 온도 향을 무시할 수 있

었다. 

이 방법은 흑체 조건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고, 용융물 내부에 설치하므

로 용융물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에어로졸 향을 적

게 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가의 텅스텐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텅스텐 융점(약 3400 ℃)보다 약간 낮은 온도까지 측정

하므로 파손되기 쉽다. 또한 실험이 끝난 후 용융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텅스

텐 봉에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쉽게 휘어져 재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림 3.1.1-23 텅스텐 thermowell을 이용한 온도측정법 

(3) 공동(cavity) 측정법

수냉도가니에 충진된 UO2 pellet 및 ZrO2 분말이 용융되면서 도증

가에 따라 용융물은 하부로 가라앉으며, 최상부층은 대기와 접촉하므로 약 10 

mm 두께로 크러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충전할 때 18 mm로 구멍을 미

리 만들어 놓고 용융시키면 그림 3.1.1-24와 같이 중앙의 구멍이 유지되어, 이

를 통하여 그림 3.1.1-22의 이색 복사온도계 Pyrometer(1)를 이용하여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을 이용한 온도 측정법은 그림 3.1.1-24와 같이 용융물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복사에너지가 상부 크러스트에 의하여 반사되어 다시 용융

물에 흡수되므로 구멍을 통해 방출되는 빛의 조건을 흑체에 가깝게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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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한 고가의 텅스텐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크러스트 하부에서 충전물이 용융과 고화의 평형상태로 있다가 일

부가 고화되거나, 용융물이 기체와 함께 급격하게 동반 분출하여 구멍을 막아, 

상부 크러스트의 구멍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측정용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동이나 텅스텐 파이프를 설치하 지만 이들이 용융되거나 하부

구멍이 막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여러 번의 실험에 의하

여 충전물에 또 다른 배기구멍을 만들어 에어로졸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전

력의 조절 및 아르곤기체의 공급으로 서서히 용융이 일어나도록 하여 용융물의 

분출이나 배기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측정용 구멍으로

도 에어로졸을 포함한 많은 기체가 계속 발생하므로 에어로졸에 의한 온도 감

소 향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림 3.1.1-24 공동을 이용한 온도측정법 

(4) 아르곤 기체 공급관 이용법

그림 3.1.1-22의 이색 복사온도계 Pyrometer(1)를 이용하여 용융물 

상부의 온도를 측정할 경우, 용융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파장별 흡수 및 산란 

계수의 차이로 인해 온도측정의 오차가 발생하 다. 따라서 압력용기 상부에 

그림 3.1.1-25와 같은 아르곤 기체 공급관을 설치하 다. 아르곤 기체 공급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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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5 mm의 관으로서 상부에 투시창이 있으며, 아르곤 기체를 상부에서 150 

mm 지점에 설치한 관을 통하여 공급하 다. 즉, 아르곤 기체를 상부에서 하부

로 분사함으로써 이색 복사온도계의 측정경로에 에어로졸의 유입을 막도록 한 

것이다

그림 3.1.1-26은 가열시간에 따른 코륨 상사물의 온도로서, 약 1,000 초 이

후부터 복사온도계의 측정 최저온도(1,773 K)를 측정하기 시작하 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2,800 K 정도를 유지하 다. 그 후 약 4,500 초에서 2,900 K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 을 때 에어로졸에 의한 많은 요동을 보인다. 약 5,000 

초에서 아르곤기체를 공급하 을 경우, 에어로졸 향이 줄어들어 온도가 약 

3,000K로 증가함을 보 고, 온도의 요동도 감소하 다. 그러나 텅스텐 

thermowell 측정보다는 온도 요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1-25 온도측정을 위한 아르곤 기체 공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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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6 아르곤 기체 공급에 따른 온도 변화 

(UO2/ZrO2=70/30, TROI-54)

 (5) 투시창의 향 및 온도 교정

이색 복사온도계의 경우 두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온도를 환산하므로 

그림 3.1.1-22의 Pyrometer(1)과 (2) 모두에서 투시창의 파장에 따른 투과율 차

이로 인해 온도측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TROI 실험장치의 압력용기 투

시창은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강화유리를 사용하 다. 그러나 강화유리

의 경우 파장에 따른 투과율 차이로 인해 온도측정의 오차가 발생하 다. 따라

서 강화유리 투시창의 특성에 따른 복사 온도계의 오차를 실험 및 이론적으로 

분석하 다.

복사 온도계 교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흑체가열로와 표준복사온도계

를 사용하 다. 그 결과 강화유리의 투과율은 0.265로 매우 작았으며, 복사온도

계의 두개 측정 파장 역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 3.1.1-27은 사

용한 복사온도계(IRCON 3R-35C15-0-0-0-1)에 대하여 강화유리를 사용하 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온도 보정 결과를 나타는 것이다. 그림 

3.1.1-27과 같이 강화유리를 사용하 을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온도에 

대한 온도차이가 매우 커진다. 따라서 투시창을 두께 30 mm인 석 으로 교체

하 으며, 이때의 투과율은 약 0.927 로서 파장에 따른 변화가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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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 강화유리 투시창에 대한 온도 보정 곡선

흑체 가열로를 이용하여 표준온도와 유사한 온도 측정이 가능한 복사온도

계의 방사율비를 구하 다. 이같이 TROI 실험에 사용된 두 종류의 복사온도계

의 방사율비를 조절하여 측정한 온도 값은 표 3.1.1-5와 같다. 공기중에서 측정

할 경우 Chino 제품(IR-AQ)은 약간의 방사율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나 

IRCON 제품(3R-35C15-0-0-0-1)은 조절할 필요가 없었다. 투시창으로 석 을 

사용할 경우 Chino와 IRCON은 방사율비를 각각 1.026 및 0.996으로, 강화유리

를 사용할 경우 1.420 및 1.150으로 조절해 주면 표준온도계의 측정값과 유사하

다. 표 3.1.1-5에서 방사율비를 조절하여 측정된 값들은 표준온도와 유사하지

만, IRCON 제품은 강화유리를 사용하 을 경우 방사율비를 1.15로 조절하여도 

높은 온도에서는 온도 편차가 커짐을 보인다. 그러나 IRCON 복사온도계의 특

성상 방사율비를 1.15 이상으로 조절할 수 없으므로 보정식에 의해 보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 

표 3.1.1-6은 강화유리 및 석  투시창을 사용하여 방사율비를 조절하지 

않고 측정하 던 온도 값과, IRCON의 경우 강화유리에 대하여 방사율비를 

1.15로 설정하여 측정한 경우에 대한 보정식들을 실험적으로 구한 것이다. 표 

3.1.1-6은 이색 복사온도계의 방사율비를 1.0 으로 공기중에서 측정하 을 경우, 

IRCON 제품은 보정할 필요가 없고, Chino 제품은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보정

해 주어야 함을 나타낸다.

표 3.1.1-6을 이용하여 TROI-27에 대하여 온도보정한 결과를 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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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에 나타냈다. 이 실험은 UO2/ZrO2=77.8/22.2에서, IRCON 복사온도계의 방사

율을 1.15로 하여 강화유리를 통하여 측정한 것이다. 그림 3.1.1-28에서 온도보

정 전의 온도와 이 온도를 표 3.1.1-6의 보정식을 이용하여 보정한 온도는 약 

250 K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28에 보는 바와 같이 용융물을 

냉각수로 배출시킬 때 보정된 온도는 약 2950 K로서 코륨 상사물의 융점보다 

약 80 K의 과열도를 갖는다. 이 온도는 수냉도가니 외부가 냉각수로 냉각되므

로 용융물이 융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과열될 것이라는 예측과 비슷한 것으

로 판단된다.

표 3.1.1-5 투시창 및 방사율비 조정에 따른 이색 복사온도계의 

온도측정값

KRISS Ref. 
Temp.(℃)

Chino (IR-AQ) IRCON (3R-35C15)

Air
εR=1

Quartz
εR=1.023

Glass
εR=1.42

Air
εR=1

Quartz
εR=0.996

Glass

εR=1.15

1172 1185 1167 1161 - - -

1509.9 1530 1503 1497 1507 1511 1500 

1702.05 1727 1693 1690 1698 1702 1699

1988.59 2028 1982 1981 1984 1990 2040

2181.8 2235 2180 2182 2178 2183 2277

2284 2348 2287 2290 2280 2287 2408

2473 2559 2487 2493 2472 2479 2659

2670.5 2789 2704 2711 2672 2680 2933

표 3.1.1-6  투시창에 따른 이색 복사온도계의 보정식

Products Measuring 
Method εR Correlation Equations

IRCON

Air 1.0 Not required

Tempered 
Glass

1.0 TIG=0.7854TM+370.5

1.15 TIG2=0.80828TM+324.0853

Quartz 0.996 Not required

Chino

Air 1.0 TCA=0.93684TM+77.0917

Tempered 
Glass

1.0 TCG=0.96873TM+59.666

1.420
TCQ=0.978TM+41.3588

Quartz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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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 TROI-27 실험에서 온도 측정 보정 결과

앞서 설명한 강화유리 투시창의 파장별 특성에 따른 IRCON 이색 복사온

도계(3R-35C15-0-0-0-1)의 보정을 위한 실험적 교정과 더불어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 다.

일반적으로 온도 T인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파장 λ의 복사 에너지는 플랑

크(Plank) 법칙에 의해 식 (3.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λ,T)=

ε λ2πC 1

λ -5[ exp(C 2/λT)-1]                 (3.1.1-2)

E : 단위파장당 복사에너지, W/m2⋅μm

T : 절대온도, K

λ : 파장, μm
ελ : 파장별 방사율
C1 : 일차 복사 상수, 0.59544×10

8μm4/m2

C2 : 일차 복사 상수, 14388
 μm·K

이색 복사온도계의 측정대와 같이 온도가 낮고 파장이 비교적 짧아 

C 2 /λT≫1을 만족하는 역에서 식 (3.1.1-2)는 Wien의 근사에 의해 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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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λ,T)=

ε λ2πC 1

λ
-5
exp(C 2/λT)                 (3.1.1-3)

한편, IRCON 이색 복사온도계(3R-35C15-0-0-0-1)는 0.7-1.08 μm의 광대

역 파장 센서와 1.08 μm의 협대역 파장 센서를 이용하여 복사에너지를 측정하

여 온도를 환산한다. 이 경우 각 센서의 파장 평균 출력 신호(I)는 식 (3.1.1-3)

과 파장별 신호감도(S)를 이용하여 식 (3.1.1-4)와 식 (3.1.1-5)로 표현할 수 있

다. 여기서 λ1, λ2 는 각각 0.7 μm, 1.08 μm를 나타낸다.

I1=
1

λ2-λ1
⌠
⌡

λ2

λ1

Sλε λ2πC 1

λ -5 exp(C 2/λT)
dλ

     (3.1.1-4)

I2=
Sλ2ε λ22πC 1

λ-52 exp(C 2/λ2T)      (3.1.1-5)

따라서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의 광대역 및 협대역 두개의 센서의 출력

비는 식 (3.1.1-6)과 같다.

 

I1
I2
=

1
λ2-λ1

⌠
⌡

λ2

λ1 (
Sλ
Sλ2 ) (

ε λ
ελ2 )(

λ2
λ )

-5

exp[
C2
T (
1
λ2
-
1
λ )]dλ      (3.1.1-6)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에서 조절 가능한 방사율비 k는 식 (3.1.1-7)과 

같이 정의된다. 

ε λ=ε λ2 [1+(k-1)
λ-λ 2
λ 1-λ 2 ]      (3.1.1-7)

식 (3.1.1-7)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1.1-29이다. 즉, 방사율비 k 

가 1일 경우 파장에 따라 방사율이 일정한 회색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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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IRCON 이색 복사온도계 방사율비의 정의

  

식 (3.1.1-7)을 식 (3.1.1-6)에 대입하면 식 (3.1.1-8)을 얻을 수 있다.

I1
I2
=

1
λ2-λ1

⌠
⌡

λ2

λ1 (
Sλ
Sλ2 )(

λ2
λ )

-5

exp[
C2
T (
1
λ2
-
1
λ )][1+(k-1)

λ - λ 2
λ 1-λ 2 ]dλ 

(3.1.1-8)

예를 들어 IRCON 이색 복사온도계를 이용하여, 방사율비 k1으로 주어진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T1을 얻었다고 하자. 이때 식 (3.1.1-8)을 이용하여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의 광대역 및 협대역 센서의 출력비(I1/I2)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방사율비를 k2로 바꾸어 측정한다면, 같은 물체에 대해 IRCON 이

색 복사온도계의 광대역 및 협대역 센서의 출력비(I1/I2)는 같으므로 식 

(3.1.1-8)을 이용하여 방사율비 k2에 대한 온도 T2를 환산할 수 있다. 식 

(3.1.1-8)을 풀기 위해 필요한 두 센서의 감도비 (Sλ / Sλ2)가 필요하지만, 사용

한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의 정확한 센서의 파장별 감도비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색 복사온도계의 센서 감도비는 1로 가정하 다.

식 (3.1.1-8)을 이용하여 방사율비(k)와 온도(T) 변화에 따라 두 센서의 

출력비(I1/I2)를 계산한 것이 그림 3.1.1-30이다. 그림 3.1.1-30을 이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온도값을 이용하여, 방사율비의 변화에 따른 온도값을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사율비(k)를 1.0으로 하여, IRCON 이색 복사온도계를 이

용하여 측정한 온도가 2000 K 이었다면, 두 센서의 출력비(I1/I2)는 그림 3.1.1- 

30을 이용하면 약 0.24 정도가 된다. 같은 물체에 대하여 IRCON 이색 복사온

도계의 방사율비(k)를 1.15로 바꾸어 측정한다면 같은 물체에 대한 센서 츨력비

는 같으므로 그림 3.1.1-30을 이용하면 약 1900 K의 온도가 측정될 것으로 예

상된다.



- 50 -

그림 3.1.1-30 복사온도계의 방사율비(k)에 따른 온도 보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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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흑체가열로와 표준복사온도계를 이

용하여 IRCON 이색 복사온도계를 교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강화유리

를 통하여 흑체가열로의 온도를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의 방사율비를 각각 

1.0과 1.15로 고정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방사율비 1.0으로 측정한 온도값을 바

탕으로 그림 3.1.1-30을 이용하여, 방사율비 1.15 일 때의 이색 복사온도계의 측

정값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1-31의 “Glass, 

K=1.15, Theoretical"로 표시하 다. 그림 3.1.1-31의 이론적 보정결과는 실험결

과와 정성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정량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식 

(3.1.1-8)에서 IRCON 이색 복사온도계의 파장별 감도비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

하고, 1로 가정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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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 방사율비에 따른 교정 실험 및 이론 보정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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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 응답 특성에 따른 온도 교정

TROI 실험에서와 같이 짧은 시간에 초고온 용융물의 온도 계측이 필요한 

경우,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특성에 의해 온도 계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rik Spjut[3.1.1-3]는 이색 복사온도계를 1차원 반응시스템[1-exp(-t/τ)]으로 가

정하고, 이색 복사 온도 환산식에 계측 응답 특성 항을 추가하여, 이색 복사온

도계의 응답속도에 따른 온도 계측 오차를 분석하 다. 이색 복사온도계의 두 

측정센서를 협대역 센서로 가정하고, 식 (3.1.1-5)는 식 (3.1.1-9)로 간단히 쓸 

수 있다. 

Iλ=Aλ exp(-Mλ/T )      (3.1.1-9)

여기서 Mλ = C2/λ 이다. 이색 복사온도계를 식 (3.1.1-10)과 같이 1차원 

반응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측정 대상의 온도가 T1에서 T2로 계단 함수 형태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는 식 (3.1.1-11)로 나타낼 수 있다.

I λ(T )=I λ (T 2) +[Iλ(T1) -Iλ(T2)] exp(-t/τ)     (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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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M λ/T ) = exp(-M λ/T 2) + [ exp(-M λ/T 1 ) - exp(-M λ/T 2 )] exp(-t/τ)

    (3.1.1-11)

여기서 τ는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속도이다. 식 (3.1.1-11)을 두 파장 λ1, 

λ2 에 대하여 각각 정리하고, 각 식에 로그를 취하면 온도 T 는 식(3.1.1-1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
Mλ2-Mλ1

ln{
exp(-M λ1/T 2) + [ exp(-M λ1/T 1 ) - exp(-M λ1/T 2 )] exp(-t/τ)

exp(-M λ2/T 2) + [ exp(-M λ2/T 1 ) - exp(-M λ2/T 2 )] exp(-t/τ) }  
    

(3.1.1-12)

그림 3.1.1-32는 TROI-57 실험에서 그림 3.1.1-22의 Pyrometer(2)를 이용

하여 측정한 용융물 배출 과정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이다. 그림 3.1.1-32의 이

색 복사온도계 온도측정 결과와 고속카메라로 촬 한 용융물 배출 과정의 가시

화 결과를 참고하여 용융물은 약 0.140초에서 0.880초 사이에 배출되고, 최대온

도는 약 3700K로 가정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3.1.1-33과 같이 용융

물의 온도변화를 계단 함수 형태로 가정하 다. 용융물의 최소온도는 이색 복

사온도계의 최소 측정온도인 1800K로 가정하 다. 가정한 계단함수 조건에서 

식 (3.1.1-12)를 풀어,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특성에 따른 온도 측정오차를 평

가한 결과를 그림 3.1.1-33에 나타내었다. 파장 λ1, λ2 은 각각 0.85, 1.08μm로 

가정하 다. 그림 3.1.1-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색 복사온도계를 이용하여 

계단함수 형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경우 이색 복사온도계의 원리 특성상 계

단함수의 초기 증가시보다 후기 감소시의 온도오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한 IRCON 이색 복사 온도계를 이용하여 약 0.740초 사이에 2900K 

정도의 용융물 온도를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이색 복사온도계 응답속도가 

0.001초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한 TROI-57 실험 조건

에서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속도는 0.01초 으므로 시간 응답 특성에 따른 오

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880초 이후의 온도는 이색 복사온도계의 

반응 특성에 따른 오차를 더 많이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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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TROI-57 실험에서의 용융물 배출과정의 온도 변화

그림 3.1.1-33 이색 복사온도계의 응답속도(rt)에 따른 온도 계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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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특성 평가/완화방안 원리 입증 실험

가. 물질 특성 평가 실험

TROI 실험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ZrO2와 코륨 용융물 그

리고 코륨에 철과 지르코늄 금속을 혼합한 용융물을 사용하여 TROI-45부터 

TROI-60까지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의 측정 변수들은 표 3.1.2-1에 

그리고 실험조건과 주요 결과는 표 3.1.2-2에서 3.1.2-5에 나타나 있다. 용융물

의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 밸브 장착은 TROI-57 실험부터 적용되었고 

그 때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1.2-1에 나타나있다. 용융물 온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사용한 석 유리는 TROI-52 실험부터 장착되었다.

TROI-45에서는 지르코니아 용융물을 사용하 고, TROI-46에서는 70:30 

eutectic 코륨을 사용하여 물질의 증기폭발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서는 

직경 60 cm, 높이 150 cm의 철제 반응용기를 사용하 다.

TROI-47과 TROI-48 실험은 가시화를 위한 실험으로 TROI-47에서는 

70:30 코륨과 철을 90:10 비율로 섞은 혼합용융물을 사용하 고 TROI-48에서

는 70:30 코륨을 사용하 다. 이 실험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60 cm이고 높이가 

2 m 이며, 3면이 투명 가시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시화 반응용기를 사용하

다.

그리고 TROI-49와 TROI-50에서는 각각 80:20 코륨과 70:30 코륨에 지르

코늄 금속과 철을 섞어 UO2/ZrO2/Zr/Fe의 비율이 각각 65.32/10.81/12.27/11.6과 

62.78/13.53/12.55/11.13인 혼합용융물을 사용하여 용융특성을 알아보았다. 이 실

험에서는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을 시키지 않고 용융상태에서 그대로 고화시

켰다. 이 실험에 대해서는 금속층과 산화물층이 분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3

장 1절 2. 다. 항목에 기술되어 있어 여기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TROI-51과 TROI-52 실험에서는 TROI-50 실험과 같은 성분비의 혼합용

융물을 냉각수인 물과 반응시켜 증기폭발 발생유무를 관찰하 다. 이 실험에서

도 직경 60 cm인 철제 반응용기를 사용하 다. 또한 TROI-52 실험에서는 3장 

1절 1. 나.에 언급된 것처럼 강화 유리 대신에 석 유리를 가시창으로 사용하여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 으므로 그 온도가 이전의 실험에 비해 매우 낮게 측

정되었다.

TROI-53과 54 실험에서는 공융 코륨(70 : 30)을 사용하여 직경 30 cm, 

높이 150 cm의 좁은 반응용기에서 또 용융물의 자유낙하 거리를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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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용기를 45 cm 높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대기의 압력도 2 

bar로 높 다.

그리고 TROI-55와 56 실험에서도 좁은 반응용기를 사용하여 순수 지르

코니아 용융물과 금속이 함유된 코륨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용융물의 

물질 특성을 알아보았다.

TROI-57 ~ 60에서는 고속 밸브를 장착한 새로운 용융물 전달 장치를 장

착하여 각종 용융물을 사용한 물질특성 규명 실험을 수행하 다.

이상의 실험에서는 가시화 실험인 TROI-47과 TROI-48 그리고 용융 실

험인 TROI-49와 TROI-50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외부기폭을 강제로 실시하

다.

(1) TROI-45 실험

이 실험은 지르코니아 용융물과 수심 1.3 m의 냉각수가 반응할 때 

증기폭발의 발생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전의 실험에서는 지르코니아 용

융물이 0.67 m 수심의 냉각수와 반응을 할 때, 증기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그러나 깊은 수심에서 지르코니아 용융물이 증기폭발을 일으키는

지는 실험한 경우가 없어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3.1.2-2부터 3.1.2-5는 물속에서의 동압과 하부로의 동하중을 보여준

다. 이 실험에서는 3280 K의 용융물이 낙하 후, 외부기폭이 약 2.167초에 이루

어졌다. 그러나 외부기폭이 이루어지기 전인 1.124 초에 지르코니아 용융물이 

물속에서 자발적인 증기폭발을 일으켰다.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은 최대 8.5 

MPa로 그 지속시간은 2 ms이었고, 동하중은 810 kN으로 그 지속시간은 10 

ms이었다. 이것은 다른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에 비해 매우 강력한 폭발이다.

그림 3.1.2-6은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는데, 0.71 mm이하의 미세파

편의 함량은 18.3 %이었다. 이는 증기폭발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파편이 발

생함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지르코니아 용융물이 증기폭발을 매우 잘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2) TROI-46 실험

이 실험은 70:30 eutectic 코륨이 1.3 m 수심의 냉각수와 반응할 때  

증기폭발의 발생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 성분비의 코륨은 낮은 수심에서

는 증기폭발을 비교적 잘 일으키고, 깊은 수심에서도 증기폭발의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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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기에, 외부기폭을 적용하 을 때 증기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

은 성분비이다.

그림 3.1.2-7과 3.1.2-8은 물속에서의 동압과 동하중을 보여준다. 측정온도 

3590 K (교정온도 : 3272 K) 의 용융물이 낙하하여 외부기폭에 의한 동압이 

1.6435 초에 발생하 으며 증기폭발이 1.6445 초에 일어났다. 이후에 보이는 몇 

개의 파형은 증기폭발이 여러 번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

은 최대 5.7 MPa로 0.9 ms 동안 지속되었으며, 동하중은 최대 235 kN으로 11 

ms 동안 지속되었다. 이 수치는 지르코니아 용융물을 사용한 TROI-45 실험보

다는 작은 값으로, 코륨 용융물의 증기폭발력이 지르코니아 용융물보다 더 작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가 그림 3.1.2-9에 나타나 있으며,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22 %로 증기폭발이 일어났음을 확

인해 준다.

(3) TROI-47 실험

이 실험에서는 70:30 코륨 90 %와 철 10 %를 혼합한 용융물이 수심 

1.3 m의 냉각수와 반응할 때 증기폭발 발생여부를 알아보는 가시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외부기폭을 하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용융물의 

낮은 과열도 때문이라 생각된다. 용융물의 온도는 그림 3.1.2-10에 있으며, 철을 

코륨에 혼합함으로 용융점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용융물 낙하 직전의 용융물

의 온도는 3030 K (교정온도 : 2826 K)로 다른 실험에 비해 그 온도가 낮다. 

그러나 이 혼합물의 정확한 용융점을 알기 어려워 과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는 이 물질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규명하기 어렵다.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가 그림 3.1.2-11에 나타나 있으며,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13.4 %로 비교적 작다. 이는 증기

폭발이 발생하지 않아 용융물이 미세파편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TROI-48 실험

이 실험에서는 70:30 코륨 용융물이 수심 1.22 m의 냉각수와 반응할 

때 증기폭발 발생여부를 알아보는 가시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도 외부기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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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그림 3.1.2-12는 동하중을 보여준다. 동하중은 최대 20 kN으로 지속시간

이 100 ms나 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steam spike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실

험에서 비록 동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나 동하중이 낮고 길게 측정된 것으로 보

아 약한 steam spike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성분비의 코륨이 외부기폭이 없는 깊은 수심의 냉각수

와 반응할 때, 이전의 실험에서 흔히 일어났던 현상으로, 외부기폭이 존재할 때

에는 TROI-46 실험처럼 언제든지 증기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된다.

그림 3.1.2-13은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13.7 %로 비교적 작다. 이로부터 

다량의 용융물의 미세파편화를 동반하는 증기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TROI-51 실험

TROI-51 실험에서는 TROI-49와 TROI-50 실험에서 시험적으로 용

융을 시도하 던, 70:30 코륨에 지르코니아 금속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혼합하여 

실제 노심용융물의 조성비와 비슷한 용융물을 사용하 다. 그 조성비는 

TROI-50과 같이 UO2/ZrO2/Zr/SS가 각각 62.78/13.53/12.55/11.13이다. 이 조성

비는 MASCA 실험의 조성비와 거의 비슷하다.

그림 3.1.2-14와 3.1.2-15는 각각 동압과 동하중을 보여준다. 측정온도 

3420 K (교정온도 : 3141 K)의 용융물이 낙하한 후, 1.327 초에 외부기폭에 의

한 동압이 측정되었고 그 이후 1.329 초에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이 관측되었다.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의 크기는 32 MPa이었으며, 동하중 또한 580 kN으로 비

교적 강한 편이었다.

지르코늄 금속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첨가로 인해 70:30 코륨보다는 강한 

증기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응 후 측정한 수소의 양은 5470 ppm으로 금속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다른 실험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림 3.1.2-16은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38.6 %로 상당히 많다. 이로부터 

강력한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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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OI-52 실험

TROI-52 실험도 TROI-51 실험과 같은 성분의 용융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복사온도계에 의한 용융물의 온도 측정이 가시창으

로 사용되는 강화유리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가시창을 온도 측정에 향을 

받지 않는 석 유리로 바꿔 온도를 측정하 다.

이 실험에서 측정한 용융물의 온도는 그림 3.1.2-17에 나타나 있다. 용융

물 낙하직전의 온도는 2650 K이었으며, 이 수치는 다른 실험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이다. 유리의 투과율에 따라 복사온도계에 의한 용융물의 온도 측정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온도측정에 있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림 3.1.2-18은 물속에서의 동압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기폭에 의한 압력파만 관측되고 증기폭발에 의한 압력파가 관측되지 않았

으므로 이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동일한 성분의 용융물로 수행한 TROI-51 실험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용융

물의 낮은 과열도로 인해 증기폭발이 유도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1.2-19는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12.7 %로 작으며, 이로부터 증기폭

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TROI-53 실험

이 실험은 70:30 코륨을 용융물로 사용하여 직경 30 cm의 좁은 반응

용기에서 수위 0.95 m의 냉각수와 반응시킨 실험이다. 이전의 좁은 반응용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유도되지 않았으므로 반응용기 구조의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자유낙하거리

를 줄이기 위해 반응용기를 45 cm 상승시켰으며 또 압력의 향을 보기 위해 

대기 압력도 2 기압으로 상승시켰다.

이 실험에서는 때 이른 외부기폭으로 용융물이 냉각수에 주입되기도 전인 

0.2416 초에 기폭되었다. 외부기폭에 의한 압력파는 그림 3.1.2-20에 나타나 있

다.

그 이후 용융물이 냉각수에 주입되어 0.2915 초 정도에 자발적인 증기폭

발 내지는 steam spike로 보이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는 그림 3.1.2-21에 나타

나 있다. 이 때 동압의 크기는 최대 4.8 MPa로서 그 지속시간은 1.7 ms이었다.

그림 3.1.2-22는 증기폭발시의 동하중을 보여준다. 동하중은 105 kN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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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8 ms 동안 지속되었다. 이 동하중의 크기와 시간 간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실험에서는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실험에서 오

프셋이 발생한 것은 반응용기를 상승하여 설치할 때 동하중계와 반응용기가 견

고하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70:30 코륨과 직경 30 cm의 반응용기 속의 냉각수를 반응시킨 실

험에서는 외부기폭에 의해서도 증기폭발이 유도되지 않았으나, 이 실험에서 자

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 으므로 반응용기 구조의 향은 더 많은 연구를 수

행하여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2-23은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16 % 정도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

발이 발생하 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중간 값으로 약한 증기폭발이 발

생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8) TROI-54 실험

이 실험은 TROI-53 실험의 반복 실험으로 비교적 동일 조건에서 수

행되었다. 그림 3.1.2-24와 그림 3.1.2-25는 동압과 동하중을 보여준다. 이 그림

에서 1.343 초에 발생한 동압은 외부기폭에 의한 것으로 하나의 피크만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그 지속시간이 매우 길어 (3 ms), 기폭의 압력과 증기폭발의 압

력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26은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66.2 % 이며, 이 수치는 강력한 증기폭발이 발생하 음을 보여 준다. 이 실험

으로 좁은 용기내에서도 증기폭발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9) TROI-55 실험

이 실험은 직경 30 cm의 좁은 통을 사용하여 순수 지르코니아 용융

물과 수심 1.3 m의 냉각수를 반응시킨 실험이다. 방출직전의 용융물의 온도는 

2960 K이었다. 그림 3.1.2-27은 이 실험에서 발생한 동압을 보여준다. 이 실험

에서 외부기폭은 2.3 초 정도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4 번의 자발적인 증기

폭발이 관측되었다. 그림 3.1.2-28은 동하중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동압과 같은 

시각에 증기폭발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르코니아 용융물은 증기폭발

성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림 3.1.2-29는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60.7 % 이며, 이 수치는 다른 실험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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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증기폭발이 발생하 음을 보여 준다.

(10) TROI-56 실험

이 실험은 TROI-55와 같은 조건에서, 53.9/23.1/12/11 무게비의 

UO2/ ZrO2/Zr/Fe 용융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비록 대형 도가니를 사용하고 

약 36 kg을 충전하여 많은 양의 용융물을 생성시키고자 하 으나, 냉각수와 반

응한 용융물의 질량은 11.7 kg이었다. 많은 양이 피막층으로 고착되어있었다. 

이 실험에서도 그림 3.1.2-30에 나타난 것처럼 외부기폭 (2.0 초) 이전에 자발적

인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이전의 금속을 함유한 코륨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그 원인

으로는 코륨의 온도가 이 실험에서는 충분히 높아 (2866 K), 이전의 용융물의 

온도가 낮은 실험 (TROI-52, 2650 K) 보다, 용융물이 액체 상태를 잘 유지하

여, 액체와 액체의 반응을 유도하여 증기폭발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1.2-31은 자발적인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을 보여준다. 동압은 8 MPa의 크기

로 2.3 ms동안 관측되었다. 동압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파되므로 자발적인 증

기폭발이 용융물이 입수하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으로 금속을 

함유한 코륨의 증기폭발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수

소가 다량 발생되었는데, 금속의 산화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3.1.2-32는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34.3 % 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발

이 발생하 음을 보여 준다.

(11) TROI-57 실험

이 실험부터 TROI-60까지는 고속밸브를 사용하여 용융물의 전달을 

잘 제어하고, 또 직경 60 cm인 반응용기에 냉각수를 1 m의 수위로 채워, 여러 

종류의 용융물을 사용하여, 증기폭발에 대한 용융물의 물질특성을 연구하 다.

이 실험에서는 순수 지르코니아 용융물을 사용하고, 자유낙하거리를 1 m

로 줄여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 다. 용융물의 온도는 입수 전에 2970 K로 측

정되었다. (참조 : 3장 1절 나. (1) 용융물의 온도) 그림 3.1.2-33은 동압을 보여 

주는데, 1.025 초에 외부기폭이 되고, 곧 1.026 초에 증기폭발이 유도되었다. 그

리고 그림 3.1.2-34는 이 실험에서 측정된 동하중으로 그 크기가 490 kN 까지 

측정되어 지르코니아의 폭발성이 매우 큼을 말해준다.

그림 3.1.2-35는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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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31.2 % 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발

이 발생하 음을 보여 준다.

(12) TROI-58 실험

TROI-58 실험은 TROI-57과 같은 조건에서 용융물만 공융 코륨 

(70 : 30)으로 바꿔 실험을 수행하 다. 입수 직전의 용융물의 온도는 2800 K로 

측정되었다. 이 실험에서도 증기폭발이 외부기폭에 의해 유도되었다. 그림 

3.1.2-36과 3.1.2-37은 각각 이 실험에서의 동압과 동하중을 보여 준다. 그 크기

는 지르코니아 용융물을 사용한 TROI-57보다는 작았는데, 이는 공융 코륨의 

폭발성이 지르코니아보다 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3.1.2-38은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40 % 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발이 

발생하 음을 보여 준다.

(13) TROI-59 실험

TROI-59 실험은 TROI-57과 58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50 : 50 코

륨 (UO2 : ZrO2)를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이다. 이 용융물을 사용한 이전의 

TROI-29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TROI-59에서 외부기폭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입수 직전 용융물의 온도는 2930 K로 측정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그림 3.1.2-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기폭에 의한 동압이 0.98 

초에 관측되었으며, 0.1 초 후인 1.08 초에 작은 동압이 관측되었다. 이 동압을 

확장하여 그림 3.1.2-4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압의 크기는 

0.9 MPa이며 그 폭은 5.0 ms로, 증기폭발의 전형적인 모습인 크기 10 MPa 이

상, 폭 1 ms인 파형보다, 크기는 작고 폭은 넓다. 이러한 파형은 steam spike로 

해석된다. 즉, 50 : 50 코륨의 경우는 외부기폭을 하여도 증기폭발이 잘 유도되

지 않았다.

그림 3.1.2-41은 유도된 steam spike에 의한 동하중을 보여준다. 이 그림

에는 총 3 개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나 steam spike에 의한 것은 동압과 그 시점

(1.082 초)이 같은 첫 번째 피크이고 나머지는 동하중계 설치 오류에 따른 신호

라 보여 진다. 그 크기는 다른 steam spike와 비슷한 정도이다.

그림 3.1.2-42는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21.9 % 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발

이나 steam spike의 발생을 암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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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ROI-60 실험

이 실험은 이전의 세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용융물을 금속이 함유된 

코륨 (UO2/ZrO2/Zr/SS = 62.8/13.5/12.6/11.1)으로 바꿔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

고 대기 압력의 향을 보기 위해, 대기의 압력을 4 기압으로 가압하 다. 그림 

3.1.2-43은 입수 직전 용융물의 온도를 보여준다. 그때 용융물의 온도는 최대 

2670 K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다른 실험에 비해 조금 낮다. 그림 3.1.2-44는 이 

실험에서의 동압을 보여준다. 하나의 피크가 약 0.9853 초에 발생하 는데 이는 

외부기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45는 이 실험에서의 파편층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크기가 0.71 mm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양은 16.9 % 이며, 이 수치는 증기폭발

이 발생할 때 보다 작은 값이다.

이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유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 원인으로

는 용융물의 온도가 낮아서인지 혹은 가압의 향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용융물을 온도를 충분히 높인 후, 이 실험의 반복 실험이 필

요하다.

(15)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핵물질인 코륨 용융물을 사용하여 증기폭발 실증 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 인자로는 용융물의 성분비와 반응용기 직경 그리고 대기 

압력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향을 살펴보았다. 용융물의 성분비를 변화

시킨 실험에서 얻은 결론은 지르코니아 용융물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증기폭발

이, 공융코륨의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의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그리고 금속

(Zr, SS)이 함유된 코륨 용융물의 경우에는 그 중간 크기의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그 이유로는 고온의 금속 용융물이 냉각수와 반응할 때, 수소를 발생시키

고 이 수소가 연소하면서 증기폭발의 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성

분비의 코륨 용융물에서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용융물의 

조성이 증기폭발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응용기의 직경

을 변화시킨 실험에서 얻은 결론은 직경이 넓은(60cm) 경우나 좁은(30cm) 경

우 모두에서 증기폭발이 발생하는 물질은 증기폭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기 

압력을 변화시킨 실험에서 얻은 결론은 대기 압력을 2기압으로 증가 시켰을 경

우에도, 대기압에서 수행한 실험처럼 증기폭발이 매우 잘 발생하 다. 그러나 

대기 압력을 4기압으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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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의 경우에는 용융물의 온도가 낮으므로 대기 압력만의 향을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 실험은 차후에 다시 수행되어 대기 압력의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 3.1.2-1 Measurement parameters and their descriptions

Parameter
Sensing 
location

Sensor description

Melt temperature 1
Melt delivery 

path

IRCON pyrometer model 
3R-35C15-0-0-0-1 
(1500 - 3500 C)

Melt temperature 2 Top window
IRCON pyrometer model 
3R-35C15-0-0-0-1 
(1500 - 3500 C)

Coolant temperature
IVT101 ~ 
IVT104

0.5mm, Thermocouple

Dynamic pressure in the 
coolant (1)

PIVDP101 ~ 
PIVDP104

PCB 112A03 <69 MPa

Dynamic pressure in the 
coolant (2)

KIVDP101 ~ 
KIVDP104

KISTLER 6005 
<100 MPa

Under-water dynamic pressure UWDP101
PCB model W138A26 

<160 MPa
Dynamic load at the test 

section bottom
IVDL101

KISTLER 9081A 
<650 kN

Ambient temperature in the 
pressure vessel

PVT001 ~ 
PVT005

1.0mm, Thermocouple

Static pressure in the furnace 
vessel

FVSP001 Keller PA23S <1.0 MPa

Static pressure in the pressure 
vessel 

PVSP004, 005 Keller PA23S <1.0 MPa

Dynamic pressure in the 
pressure vessel

PVDP004, 
PVDP005

KISTLER 6061B 
<25 MPa

Melt velocity
IVT201 ~ 
IVT209

0.5mm, Thermocouple

Void Fraction
VFDP101 ~ 
VFDP103

Honeywell DP ST3000 
STD924

Gas Sampling for Hydrogen 
detection

GAS005 Gas sampling bottle

FCI phenomena visualization
13 windows 
available

30pps videos and 
1000pp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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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TROI 실험의 개요 (TROI-45 ~ TROI-48) 

 TROI test number Unit 45 46 47 48

Melt

Melt composition

(UO2/ZrO2/Zr)

Measured temperature

Corrected temperature

Charged mass

Released mass

Plug/puncher diameter

Initial jet diameter

Free fall in gas 

[w/o]

[K]

[K]

[kg]

[kg]

[cm]

[cm]

[m]

0/99/1

3280

3028

12.805

5.479

8.0/6.5

6.0

3.2

70/29/1

3590

3278

18.000

11.734

8.0/6.5

6.5

3.2

63/27/10

(UO2/ZrO

2/Fe)

3030

2826

17.000

10.736

8.0/6.5

8.0

3.2

70/29/1

3620

3302

18.000

13.042

8.0/6.5

8.0

3.28

Test 

section

Water mass

Initial height

Final height

Cross section

Initial temperature

Subcooling

[kg]

[m]

[m]

[m2]

[K]

[K]

367

1.3

0.88

0.283

289

84

367

1.3

0.99

0.283

287

86

468

1.3

1.25

0.36

294

79

439

1.22

1.15

0.36

335

38

Pressure

vessel

Initial pressure

Initial Temperature

Free volume

[MPa]

[K]

[m
3
]

0.110

285

8.023

0.105

287

8.023

0.109

297

8.023

0.116

305

8.023

Result

Maximum pressurization

Time to reach peak

Maximum PV heat-up

Time to stabilize

Maximum water heat-up

Time to stabilize

Steam explosion

Dynamic pressure peak

Duration

Impulse

Duration

[MPa]

[sec]

[K]

[sec]

[K]

[sec]

[MPa]

[msec]

[kN]

[msec]

0.024

2.0

28

11

9

10

SE

8.5

2.0

810

10

0.015

4.0

34

6

15

5

SE

5.7

0.9

235

11

0.037

4.0

233

11

10

10

NO

-

-

-

-

0.037

3.5

112

13

12

13

SS

-

-

20

100

Debris

Total amount

> 6.35 mm

4.75 ~ 6.35 mm

2.0 ~ 4.75 mm

1.0 ~ 2.0 mm

0.71 ~ 1.0 mm

0.425 ~ 0.71 mm

< 0.425 mm

[kg]

[kg]

[kg]

[kg]

[kg]

[kg]

[kg]

[kg]

5.479

0.715

0.480

1.860

1.055

0.365

0.455

0.549

11.734

0.215

0.245

4.850

2.965

0.885

1.120

1.454

10.736

0.780

1.025

4.195

2.555

0.750

0.835

0.596

13.042

0.990

1.025

5.505

2.840

0.890

1.030

0.762

H2 gas
Before/After interaction

Mass

[ppm]

[g]

<15/6600

4.33

<15/<15

<0.01

2800/1180

0

7.75

20/727

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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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 TROI 실험의 개요 (TROI-49 ~ TROI-52) 

 TROI test number Unit 49 50 51 52

Melt

Melt composition

(UO2/ZrO2/Zr/SS)

Measured temperature

Corrected temperature

Charged mass

Released mass

Plug/puncher diameter

Initial jet diameter

Free fall in gas 

[w/o]

[K]

[K]

[kg]

[kg]

[cm]

[cm]

[m]

65.3/10.8/

12.3/11.6

3360

3092

62.8/13.5/

12.6/11.1

3180

2947

62.8/13.5/

12.6/11.1

3420

3141

13.705

6.309

8.0/6.5

6.5

3.2

61.0/16.0/

12.2/10.8

2650

2650

13.705

8.604

8.0/6.5

5.0

3.2

Test 

section

Water mass

Initial height

Final height

Cross section

Initial temperature

Subcooling

[kg]

[m]

[m]

[m
2
]

[K]

[K]

367

1.30

1.02

0.283

294

79

367

1.30

1.23

0.283

285

88

Pressure

vessel

Initial pressure

Initial Temperature

Free volume

[MPa]

[K]

[m
3
]

0.115

297

8.023

0.116

289

8.023

Result

Maximum pressurization

Time to reach peak

Maximum PV heat-up

Time to stabilize

Maximum water heat-up

Time to stabilize

Steam explosion

Dynamic pressure peak

Duration

Impulse

Duration

[MPa]

[sec]

[K]

[sec]

[K]

[sec]

[MPa]

[msec]

[kN]

[msec]

0.053

3.2

53

6

5

11

SE

32

0.1

580

11

0.070

3.0

276

10

10

18

NO

-

-

-

-

Debris

Total amount

> 6.35 mm

4.75 ~ 6.35 mm

2.0 ~ 4.75 mm

1.0 ~ 2.0 mm

0.71 ~ 1.0 mm

0.425 ~ 0.71 mm

< 0.425 mm

[kg]

[kg]

[kg]

[kg]

[kg]

[kg]

[kg]

[kg]

6.309

0.595

0.400

1.355

1.075

0.450

0.700

1.734

8.604

0.510

1.005

3.645

1.835

0.515

0.555

0.539

H2 gas
Before/After interaction

Mass

[ppm]

[g]

1670/5470

3.593

<10/6040

3.97



- 66 -

표 3.1.2-4 TROI 실험의 개요 (TROI-53 ~ TROI-56) 

 TROI test number Unit 53 54 55 56

Melt

Melt composition

(UO2/ZrO2/Zr/Fe)

Corrected temperature

Charged mass

Released mass

Plug/puncher diameter

Initial jet diameter

Free fall in gas 

[w/o]

[K]

[kg]

[kg]

[cm]

[cm]

[m]

70/29/1/0

3000

18.000

13.953

8.0/6.5

7.5

3.1

70/29/1/0

2990

18.000

11.878

8.0/6.5

7.0

2.6

0/99/1/0

2960

11.265

7.940

8.0/6.5

6.5

2.7

53.9/23.1/

12/11

2866

35.885

11.704

10.0/8.5

5.0

2.7

Test 

section

Water mass

Initial height

Final height

Cross section

Initial temperature

Subcooling

[kg]

[m]

[m]

[m2]

[K]

[K]

67

0.95

0.865

0.071

281

112

67

95

64

0.071

280

113

92

130

80.5

0.071

280

93

92

130

107

0.071

283

90

Pressure

vessel

Initial pressure

Initial Temperature

Free volume

[MPa]

[K]

[m
3
]

0.200

287

8.023

0.205

286

8.023

0.113

285

8.023

0.114

283

8.023

Result

Maximum pressurization

Time to reach peak

Maximum PV heat-up

Time to stabilize

Maximum water heat-up

Time to stabilize

Steam explosion

Dynamic pressure peak

Duration

Impulse

Duration

[MPa]

[sec]

[K]

[sec]

[K]

[sec]

[MPa]

[msec]

[kN]

[msec]

0.030

3.3

151

8

73

7

SS

4.8

1.7

105

8

0.067

2.7

78

13

46

4

SE

22

3

310

11

0.091

2.4

84

4

14

10

SE

11

2

215

5.5

0.245

2.3

457

6

23

15

SE

8

2.3

280

6

Debris

Total amount

> 6.35 mm

4.75 ~ 6.35 mm

2.0 ~ 4.75 mm

1.0 ~ 2.0 mm

0.71 ~ 1.0 mm

0.425 ~ 0.71 mm

< 0.425 mm

[kg]

[kg]

[kg]

[kg]

[kg]

[kg]

[kg]

[kg]

13.953

1.755

0.920

4.315

3.535

1.195

1.265

0.968

11.878

0.265

0.070

0.780

1.835

1.060

2.245

5.623

7.940

0.095

0.135

1.130

1.240

0.520

1.555

3.265

11.704

0.860

0.770

2.890

2.325

0.840

1.225

2.794

H2 gas
Before/After interaction

Mass

[ppm]

[g]

55/550

0.722

110/242

0.318

180/800

0.525

2000/

190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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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5 TROI 실험의 개요 (TROI-57 ~ TROI-60) 

 TROI test number Unit 57 58 59 60

Melt

Melt composition

(UO2/ZrO2/Zr/Fe)

Corrected temperature

Charged mass

Released mass

Plug/puncher diameter

Initial jet diameter

Free fall in gas 

[w/o]

[K]

[kg]

[kg]

[cm]

[cm]

[m]

0/99/1/0

2970

12.930

9.437

8.0/6.5

5

1

70/29/1/0

2800

18.000

12.506

8.0/6.5

5

1

50/49/1/0

2930

14.300

9.306

8.0/6.5

5

1

62.8/13.5/

12.6/11.1

2670

13.705

8.595

8.0/6.5

5

1

Test 

section

Water mass

Initial height

Final height

Cross section

Initial temperature

Subcooling

[kg]

[m]

[m]

[m2]

[K]

[K]

283

100

86

0.283

295

78

283

100

88

0.283

298

75

283

100

98

0.283

299

74

283

100

-

0.283

292

125

Pressure

vessel

Initial pressure

Initial Temperature

Free volume

[MPa]

[K]

[m
3
]

0.109

295

8.023

0.117

297

8.023

0.112

297

8.023

0.405

294

8.023

Result

Maximum pressurization

Time to reach peak

Maximum PV heat-up

Time to stabilize

Maximum water heat-up

Time to stabilize

Steam explosion

Dynamic pressure peak

Duration

Impulse

Duration

[MPa]

[sec]

[K]

[sec]

[K]

[sec]

[MPa]

[msec]

[kN]

[msec]

0.021

2.5

35

9

16

5

SE

18.7

1.3

490

11

0.021

3.5

37

12

13

7

SE

5.2

2.7

280

15

0.020

1.0

66

9

13

11

SS

0.9

5.0

105

10

0.083

3.0

156

10

30

15

NO

-

-

-

-

Debris

Total amount

> 6.35 mm

4.75 ~ 6.35 mm

2.0 ~ 4.75 mm

1.0 ~ 2.0 mm

0.71 ~ 1.0 mm

0.425 ~ 0.71 mm

< 0.425 mm

[kg]

[kg]

[kg]

[kg]

[kg]

[kg]

[kg]

[kg]

9.437

0.130

0.360

2.960

2.415

0.630

0.860

2.082

12.506

0.135

0.140

2.960

3.055

1.215

1.655

3.346

9.306

0.055

0.135

3.480

2.830

0.765

0.790

1.251

8.595

0.870

0.785

3.355

1.695

0.440

0.500

0.950

H2 gas
Before/After interaction

Mass

[ppm]

[g]

85/2680

1.76

105/4332

2.85

-

-

843/1470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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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고속 밸브 장착후 TROI 실험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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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TROI-45에서의 동압

 

그림 3.1.2-3 TROI-45에서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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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TROI-45에서 외부기폭에 의한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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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TROI-45에서 증기폭발에 의한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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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TROI-45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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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TROI-46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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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TROI-46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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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TROI-46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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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TROI-47에서의 용융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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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TROI-47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0 0.045 0.106 1.0 2.0

20

40

60

80

100
(%)

0% 0% 0.3% 1.0%

7.0%

Total Mass of 
Debris : 10.736kg

(mm)4.75 6.35

9.5%
7.3%

0.020 0.038 0.250 0.425 0.710

0%
4.1%

7.8%

23.8%

39.1%



- 74 -

그림 3.1.2-12 TROI-48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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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TROI-48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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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TROI-51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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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 TROI-51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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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6 TROI-51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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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7 TROI-52에서의 용융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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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8 TROI-52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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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TROI-52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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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0 TROI-53에서 외부기폭에 의한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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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 TROI-53에서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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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2 TROI-53에서 증기폭발에 의한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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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3 TROI-53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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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4 TROI-54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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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 TROI-54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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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6 TROI-54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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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TROI-55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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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TROI-55에서의 동하중

그림 3.1.2-29 TROI-55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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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0 TROI-56에서의 동압

그림 3.1.2-31 TROI-56에서 자발적인 증기폭발에 의한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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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 TROI-56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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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3 TROI-57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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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4 TROI-57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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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5 TROI-57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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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6 TROI-58에서의 동압 

그림 3.1.2-37 TROI-58에서의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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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8 TROI-58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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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9 TROI-59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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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0 TROI-59에서 steam spike에 의한 동압

그림 3.1.2-41 TROI-59에서 steam spike에 의한 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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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2 TROI-59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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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3 TROI-60에서 입수 직전 용융물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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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4 TROI-60에서의 동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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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5 TROI-60에서의 파편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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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브리 물리 화학 분석

용융물과 냉각수와 반응하여 생성된 debris의 물리 화학분석을 통하여 격

납건물의 안전성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증기폭발에 대한 인자를 규명하고자 

하 다. 특히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용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 을 때,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쌓여 열적 부하를 받게 되므로 압력용기가 용융

되어 관통되는 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로 용발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노심 용융물 내에 열전달이 빠른 금속층의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산화물층과 금속층이 상분리되는 성층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융된 코륨을 냉각 고화시켜 위치에 따른 성분 분포를 분석하 다.

물리화학 분석 방법은 도 측정, ICP-AES, EPMA, XRD에 의한 분석이

었다. ICP-AES 분석은 debris 시료를 용해시켜 분석하므로 화합물에 포함된 

원소의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EPMA 및 EDX 분석은 비파괴 분

석방법으로 시료를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고, 1 μm2 정도의 매우 작은 역에 

대하여 원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료의 위치에 따른 원소량을 알 수 

있으므로 시료의 균일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원소에 대한 

분석이므로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XRD분

석을 하 다.

   

(1) Debris 분석

코륨 용융물과 냉각수와 반응하여 생성된 debris는 자연건조 후, 시료

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분류 하여 주로 0.425 mm이하(체번호 #7)의 

시료만 분석하 다. 일부의 실험에서는 시료 크기에 따른 향을 검토하기 위

하여 표 3.1.2-6과 같이 체분류된 debris에 대하여 분석하 으며, ICP-AES에 

의해 분석된 전체적인 결과는 표 3.1.2-7과 같다.

표 3.1.2-6 체번호에 따른 debris 크기

Sieve Number Sieve opening, mm Sieve Number Sieve opening, mm

#1 >6.35mm #2 6.35∼4.75

#3 >4.75∼2.0 #4 >2.0∼1.0

#5 >1.0∼0.71 #6 >0.71∼0.425

#7 <0.4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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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7 Debris 분석 결과(실험년도 2005∼2006년) 

Test

no.

Position

(#sieve no.)
충전비

분석결과, wt%

UO2  ZrO2 Others

TROI47

050429

#5
UO2/ZrO2/Fe

 = 63/27/10

72.1±4.2 19.9±0.9 Fe2O3 7.02±3.7

#7-3 66.1±1.4 22.1±0.2 Fe2O3 8.01±0.1

average of

#5& #7-3
69.1±2.8 21.0±0.55 Fe2O3 7.52±3.8

TROI48

050524

#5
UO2/ZrO2=70/30

70.4±0.2 24.1±0.6

#7-3 67.9±0.9 24.1±0.1

TROI49(050615) 표 3.1.2-11 참고

TROI50
ingot, upper UO2/ZrO2 /Zr/SS  

= 62.78/13.53

 /12.55/11.13

63.0 32.6 Fe 0.55

ingot, lower 36.0 22.5 Fe 48.4

TROI51

TS 내부, avg UO2/ZrO2 /Zr/SS 

= 62.78/13.53

 /12.55/11.13

48.67 35.84 Fe2O3 16.73

TS 외부, avg 43.36 33.63 Fe2O3 24.86

TROI52

051201

#7 UO2/ZrO2 /Zr/SS 

 = 61.01/15.99

   /12.19/10.81

52.3 29.6 Fe 15.5

하부 crust 43.8 53.2 Fe 1.2

TROI53

051203
#7 UO2/ZrO2=70/30 73.1 26.4

TROI54

060112
#7

TS 내부
UO2/ZrO2=70/30

70.9 28.4 TS; Test 

 sectionTS 외부 72.3 25.2

TROI55

060127

#7

ZrO2  = 100

0.3 98.7

상부 약한부분 - 100.9

하부 결정부분 - 100.2

금색 결정부분 - 100.2

TROI56

060320
#7

UO2/ZrO2 /Zr/Fe 

 = 53.91/23.09

   /12.0/11.0

48.2 43.5 Fe2O3 8.7

TROI57

060620
#7 ZrO2  = 100

TROI58

060707
UO2/ZrO2=70/30 68.5 30.5

TROI59

060907
#7 UO2/ZrO2=50/50 57.3 41.7 Fe2O3 0.29

TROI60

061026
#7

UO2/ZrO2Zr/SS

 = 62.78/13.53

   /12.55/11.13

59.3 32.8

Fe2O3 6.6

Cr 2O3 1.7

NiO 0.66,

MnO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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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충전물의 혼합비 향

표 3.1.2-7과 같이 UO2/ZrO2를 혼합하여 실험한 경우, 대부분 혼

합된 UO2에 비하여 생성된 debris 내의 UO2 함량이 약간 증가함을 보인다. 이

것은 충전시 수냉도가니의 내벽과 상하부에 ZrO2로 단열시키며, 용융과정에서 

수냉도가니의 상하부 및 측면의 crust의 주성분이 ZrO2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융물 내에 ZrO2  양이 적게 생성되고, UO2 함량이 증가되는 것이다.

       충전된 UO2 < Debris 내의 UO2
       충전된 UO2 > Crust 내의 UO2

  (나) Stainless steel 첨가 : #52, 60

충전물 내의 SS는 약 11 % 첨가하 으며, SS 내의 철 함량은 

표 3.1.2-8과 같이 약 73 %로서 debris내의 철의 함량은 이론적으로 약 8 %로 

예상되지만 SS 충전비가 11.13 %인 TROI-51의 경우, 철의 함량이 16.73 %, 

동일한 함량의 SS를 혼합한 TROI-60은 6.6 %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TROI-51은 충전된 양보다 생성된 debris에 철의 함량이 더 많다는 것은 시료

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철이 균일 고용체를 이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EPMA 분석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3.1.2-8 금속 충전물의 분석결과

(철 및 stainless steel)

시료 종류 Fe Cr Ni

철(small size) 99.7 - -

철(large size) 100.8 - -

stainless steel 73.1 18.8 7.6

stainless steel

(large size)
72.3 18.8 7.8

(2) 에어로졸 분석

충전물로서 100% ZrO2, 혹은 UO2/ZrO2  혼합물, 또한 금속을 첨가하여 

용융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에어로졸이 발생하 다. 에어로졸은 복사온도

계에 의해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시야를 방해하여 온도 측정 결과가 심한 

요동을 발생하며, 실제 온도보다 낮게 측정되게 한다. 따라서 에어로졸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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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TROI-48번 실험부터 배기관에 그림 3.1.2-46과 47과 같이 사

이클론 형태의 집진기 설치하여 분진을 채취하고, 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에어로졸 성분은 충전물 내에 포함된 비점이 낮은 불순물들로 예상되었으

나, 대표적인 분석결과인 표 3.1.2-9에 보는 바와 같이 충전물 성분으로 구성되

었다. 또한 이전의 실험에서 사이크론과 연결된 배관 내에 남아 있었던 분진들

이 같이 채집되어 여러 원소들이 분석되었다. 특히 텅스텐은 온도 측정용 텅스

텐 thermowell에서 발생한 것이 수십 번의 실험과정에서 배관 내에 누적된 것

이다. 표 3.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소의 원자량과 비점 등과 관계없이 충

전물로 사용되는 모든 원소들이 에어로졸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표 3.1.2-9 배기되는 기체에 포함된 원소

        분석원소

 시료번호
Zr U Fe Cr Ni Mn W Cu Mg

TROI48 29.4 16.1 15.54

TROI49 1.2 11.8 18.4 13.8 1.5 26.1 22.9 2.2 3.3

(3) 금속과 산화물의 성층화

실험번호 TROI-49와 50번 실험은 가상되는 원자로의 중대사고에서 

핵연료 및 구조재와 같은 금속성분이 혼합되어 용융되었을 때 형성되는 코륨 

용융물의 층분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보완 실험으로써의 TROI-51 

실험에서는 금속이 포함된 코륨 용융물과 냉각수를 반응시켜 증기폭발에 대한 

향을 검토하 다. TROI-49의 경우 코팅된 물질을 포함하여 충전된 화합물과 

금속은 UO2 9.936 kg, Zr 1.867 kg, ZrO2 2.394 kg, SS 1.764 kg으로서 합계 

15.961 kg 이었다. 이에 대한 충전 무게비는 UO2/ZrO2/Zr/SS = 62.25/15.0/ 

11.7/11.05 %이었다.

코륨을 용융시킨 후, 수냉도가니에서 냉각, 고화시킨 결과는 그림 3.1.2-48

과 같이 최상부 미용융된 부분을 제외하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고화되었다. 

이 고화물은 그림 3.1.2-49와 같이 상하부 층으로 쉽게 분리되었다. 상부는 검

정색의 산화물층으로 8.21 kg, 하부는 은백색의 금속층으로 2.365 kg이었으며, 

충전량의 66.7 %가 고화물로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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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6 사이클론형 에어로졸 채집장치 

도면

Sampling 

Pot, 3ea

φ 100

φ 50

4
0

Pipe, 1"

20 45

1
5
0

5
0

1
5
0

4
2
0

φ 25

φ 25

2
0

5
0



- 96 -

그림 3.1.2-47 사이클론 형 에어로졸 채집장치

그림 3.1.2-48과 같이 생성물은 여러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으며, 고화물의 시료 위치 및 특성은 표 3.1.2-10에 나타냈다. 시료 위치별 분석

결과는 표 3.1.2-11과 같으며, 분석 값은 ICP-AES 분석에 의하여 원소로 분석

된 것을 산화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값들이다.

수냉도가니의 top crust와 같이 일부만 용융된 부분(시료 T3, TE1, TE2)

을 제외하면, ingot의 상부(MT1, M2)층은 UO2와 ZrO2가 각각 약 70%와 30%

이고, 다른 원소는 미량 포함되어 산화물 층임을 보인다. 상부 고화물의 중간

(M2) 부분은 상부층의 대표적인 값이며, 이의 최상부(MT1) 및 수냉도가니의 

finger와 접속된 부근의 시료(S1) 분석결과도 거의 유사함을 보이므로 생성물은 

균일한 성분분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용융 고화 덩어리를 이루지 않은 

상부 크러스트의 바닥 부분도 이미 용융되었던 부분(TE1)으로 육안으로 균일

한 면을 보이며, 상부 고화층과 유사한 성분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상부 크러

스트 중에서 약간 용융되어 벌집형태를 이룬 부분(TE2)은 ZrO2가 많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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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라이너로 사용되어 용융되지 않은 부분(T3)은 대부분 ZrO2로 되어 있음을 

보인다.

하부 층(B1)은 산화물로 나타내면 전체 양은 100%를 넘으므로 하부 층은 

금속 함량으로 나타낼 경우, 표 3.1.2-11의 B1에 보는 바와 같이 U 33.73, Zr 

20,53%를 함유하며, 이들 금속의 전체적인 합은 약 94.36 %로 대부분 금속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1.2-48 용융물의 고화 후의 모습(TRO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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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9 용융고화물의 상분리(TRO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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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0 TROI-49번 용융고화물의 시료 채취 위치 및 특성

시료 

번호

실험

번호
위치 비고

0
050615

TROI49

배기가스

포집

용융하는 도중에 증발(혹은 연소기체)되는 증기를 수집한 

것으로 ZrO2  등의 산화물로서 추정

1 " MT1 아래 그림 참고, 중간 용융물의 상부

2 " M2 중간 용융물 중앙

3 " B1 그림 3.1.2-48 참고, 용융물 바닥, 은백색, 금속으로 추정

4 " S1 그림 3.1.2-48 참고, 중간 용융물의 표면(finger 부분)

5 " TE1 상부로 부분 용융된 부분, 흑색 덩어리, UO2, ZrO2, SS

6 " TE2 상부로 부분 용융된 부분, 벌집 형태, UO2, ZrO2, SS

7 " T3 Top crust, 최상부 미용융부분, ZrO2, UO2

표 3.1.2-11 TROI-49번의 시료에 따른 화학분석결과(ICP-AES)

        분석원소

 시료번호 ZrO2 UO2 Fe Cr Ni

MT1 용융물상의 상 31.0 70.0 0.36 0.16 0.06

M2 용융물 상의 중간 30.9 70.0 0.82 0.25 0.10

B1 바닥 은색 금속
27.73

Zr; 20.53

38.26

U; 33.73
31.0 6.2 2.9

S1
용융물 상 측면 

finger 부분
31.3 70.5 0.18 0.12 0.04

TE1
상부 top 생성물 

표면 균일부분
31.6 70.1 0.20 0.13 0.04

TE2
상부 top 벌집형

태
56.8 36.8 6.9 1.6 0.69

T3 Top crust 91.4 1.3 3.5 0.07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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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고화물의 상하부 층에 대하여 비중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부 : 흑색의 산화물, 비중 약 8.8 g/cm3

    • 하부 : 은백색의 금속, 비중 9.41 g/cm3

상부층의 비중 8.8 보다 비중이 낮은 지르코늄(비중 6.49)과 SS(비중 약 

7.8) 금속들이 비중이 매우 큰 금속 U(비중 19)과 합금이나 혼합물 형태로서 

하부층에 위치함을 보 다. 금속 우라늄은 충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

르코늄 금속이 UO2와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부층의 생성물과 다른 금속을 마찰시키면 반짝이는 불꽃을 나타내어 금

속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화학분석 및 도 분석결과 금속

임을 보 다. 그러나 ICP-AES 분석은 시료를 용융하여 원소로 분석된 것이므

로 실제로 형성하고 있는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하부 생성

물에 대한 XRD 분석을 하 다. 대표적으로 그림 3.1.2-50은 하부 고화층에 대

한 XRD 분석 결과로서 철과 우라늄 금속이 Fe2U 형태로 존재함을 보이며(적

색 피크 부분), 산화물 피크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3.1.2-50 XRD 분석결과(하부 고화층; TROI-49);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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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1과 같이 하부층에는 철이 31 %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EPMA 분석에서 위치에 따라 철의 함량의 차이가 많이 나

타남을 보 다. 따라서 철은 금속 우라늄과 Fe2U와 같이 합금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지르코늄 금속

과 합금을 이루기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지르코늄 및 stainless steel과 같은 금속을 첨가하면, 금

속 우라늄이 생성되며 금속은 하부층에 위치함을 보 다. 금속층이 어느 곳에 

위치하던지 금속 층이 산화물 층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면 원자로 압력용기의 침

식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열전달이 빠른 금속층을 통하여 원자로 압

력용기에 열적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금속 층 위에 UO2를 포함한 산

화물 층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붕괴열은 열전달이 느린 산화물 층보

다는 금속을 통하여 열전달 될 것이므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에 심각한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TROI-51 실험에서 금속을 포함한 용융물을 냉각수에 주입하 을 때, 32 

MPa의 동압을 발생하는 증기폭발 현상을 보 다. 실제의 원자로 사고에서 노

심 용융물이 다량의 금속이 포함되었다면 앞서의 설명과 같이 성층화를 이룰 

것이지만 TROI-51의 증기폭발 실험은 상분리 되기 전에 용융물을 냉각수와 

반응시킨 것이었다. 분리된 금속은 열전달이 훨씬 더 크며, 물과 반응하여 수소

를 발생하기도 하므로 증기폭발과 수소폭발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XRD (X-Ray Diffraction) 분석

노심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debris의 화합물 형태를 

알아야 용융 및 냉각수와의 반응과정에서 어떤 화학반응이 이루어졌는가를 예

측할 수 있다. 특히 용융된 고온의 UO2가 냉각수와 반응하여 U3O8 등으로 산

화되면 수소를 발생하고, 수소는 작은 방울로 분리된 용융물을 감싸서 냉각수

와 접촉을 방해하고, 열전달을 낮게 하여 증기폭발을 작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

었다. 따라서 debris를 이루고 있는 화합물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XRD 분

석을 하 다.

그림 3.1.2-51에 보는 바와 같이 100% ZrO2를 충전한 TROI-57의 실험의 

XRD 측정 그림은 ZrO2  기준 피크와 일치하여 피크가 나타남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기준 피크가 겹치는 2θ 값이 UO2의 경우 28.2, ZrO2의 경우 28.24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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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UO2의 기준 피크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ZrO2  성분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보인다.

UO2와 U3O8의 경우도 UO2/ZrO2=70/30의 비율로 충전된 TROI-13의 실험

에 대한 XRD 측정은 그림 3.1.2-52에 보는 바와 같이 UO2와 U3O8의 기준 피

크 값이 다르므로 UO2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UO2의 기준 피크

에 비하여 측정된 피크 값들이 약간씩 뒤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UO2 결정격자 

사이에 Zr 원자가 끼어들어가서 격자 사이가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서 노심 용융물과 냉각수 반응 

실험으로 생성된 debris에 대한 XRD 분석을 통하여 증기폭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충전물의 혼합비, 생성된 debris 입자 크기, 증기폭발 여부, 

냉각수와 반응 전후의 실험 용기 내의 수소량 측정 등에 대하여 분류하여 분석

하 지만, 증기폭발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XRD 분석 특성상 약 5% 이하로 생성된 U3O8은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UO2가 U3O8으로 산화되는 양이 매우 적고,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는 것은 EPMA 분석을 통하여 더 상세

하게 논의하 다.

그림 3.1.2-51 ZrO2 100 % debris의 XRD(TROI-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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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2 UO2/ZrO2=70/30 충전된 debris의 XRD(TROI-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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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분석

 (가) 산화 코륨

생성된 debris가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

하여 시료를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하고 연마한 시료중에서 3개의 입자를 선택

하여 EPMA 측정을 하 다. 실험 조건에 따라서 debris 크기가 0.425 mm 이하

인 시료를 기준으로 분석하 으며, 별도로 입자 크기에 따른 분석도 하 다. 다

음은 대표적으로 TROI-13의 EPMA 분석결과를 나타냈으며, 선정된 다른 시료

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그림 3.1.2-53은 TROI-13의 debris 중에서 0.425 mm 이하인 시료를 에폭

시 수지로 마운팅하고, 연마한 것으로 40배 확대한 것의 일부의 입자를 보인다. 

이중에서 임의로 3개의 입자를 선택하 다.

그림 3.1.2-53의 입자 a는 그림 3.1.2-54와 같이 270배로 확대하 으며, 크

기는 335 □ 223 ㎛의 장방형이고, 균일한 형태를 보인다. 이 입자는 반경방향
으로 38 ㎛ 간격으로 5곳에 대하여 EPMA 분석하 다. 그 결과는 그림 3.1.2- 

54의 아래에 나타냈다. 시료의 각 위치에 따른 UO2의 함량은 충전비 7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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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69∼71 % 범위이며, 평균값은 70.58 %이고 표준편차는 1.0485이다. 이

와 같이 동일 입자에서 위치에 따른 함량변화가 적은 UO2와 ZrO2는 균일한 고

용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53 표면 연마된 시료의 형태(TROI-13, 40X)

마찬가지로 그림 3.1.2-53의 입자 b에 대한 EPMA 분석결과는 그림 

3.1.2-55와 같다. 입자에 구멍이 있으며, UO2 변화는 입자 a보다 크지만 큰 차

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3.1.2-53의 입자 c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3.1.2-56과 같다. 입자는 300배 확대한 사진으로 입자 크기는 258 x 239 ㎛이

며, 일정한 반경으로 여러 개의 홈이 있다. 측정된 입자간 거리는 31.2 ㎛이고, 

UO2의 평균값은 71.13 % 이며, 표준편차가 3.1014로서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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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distance, ㎛ UO2 ZrO2 Remarks

1 0 70.99 29.01

2 38 69.84 30.16

3 76 70.26 29.74

4 114 72 28

5 152 69.31 30.69

Average 70.48 29.52

Std. Deviation 1.0485 1.0485

그림 3.1.2-54 위치에 따른 분석 결과(TROI-13, 시료 a, 27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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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distance, ㎛ UO2 ZrO2 Remarks

1 0 73.16 26.84

2 38.8 76.47 23.53

3 77.6 71.13 28.87

4 116.4 71.29 28.71

5 155.2 71.32 28.68

Average 72.674 27.326

Std. Deviation 2.2792 2.2792

그림 3.1.2-55 위치에 따른 분석 결과(TROI-13, 시료 b, 27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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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distance, ㎛ UO2 ZrO2 Remarks

1 0 74.06 25.94

2 31.2 75.17 24.83

3 62.4 67.21 32.79

4 93.6 71.09 28.91

5 124.8 71.12 28.88

Average 71.73 28.27

Std. Deviation 3.1014 3.1014

그림 3.1.2-56 위치에 따른 분석 결과(TROI-13, 시료 c, 300X)

그림 3.1.2-57은 TROI-13에서 생성된 debris 시료중에서 3개의 입자에 대

하여 위치에 따른 UO2와 ZrO2의 변화를 보인다. 입자 a가 가장 작은 변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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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입자 c는 가장 큰 변화를 보이지만 EPMA 기기의 분석 오차를 감안한다

면 debris는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자 크기, 충전

비의 변화, 증기폭발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균일한 고용체를 형성함을 보 다. 그

러나 많은 양의 철을 혼합한 경우에는 위치별로 철의 함량이 변함을 보 다. 

이같이 증기폭발과 관계없이 균일한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은 증기폭발 전에 균

일한 용융 혼합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증기폭발을 하여도 성분의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1.2-57 위치에 따른 EPMA 분석 결과(TROI-13, 시료 a, b, c)

20

30

40

50

60

70

8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Disntance, ㎛

U
O

2
/Z

rO
2
, 

 % UO2; 13a ZrO2; 13a

UO2; 13b ZrO2; 13b

UO2; 13c ZrO2; 13c

(나) 철의 첨가 향

TROI-47의 실험은 무게비로 UO2/ZrO2 /Fe=63/27/10인 코륨을 용융

하여 냉각수와 반응시켰다. 증기폭발은 없었으며, 수소 발생량 반응 전 2800 

ppm에서 반응 후에는 11800 ppm으로 증가하 다. debris 크기 0.425 mm를 연

마한 시료는 그림 3.1.2-58과 같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b의 입자를 120배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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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은 그림 3.1.2-59와 같으며, 입자 크기는 355 □ 555 ㎛이다. 입자 a의 5
개 지점에 대한 EPMA 분석결과는 그림 3.1.2-60과 같다. 입자의 위치에 따른 

여러 화합물의 조성 변화가 작고, 철도 debris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Stainless steel의 용융

철을 첨가한 실험에서 철은 debris 내에 균일한 분포를 보 다 

(그림 3.1.2-60 참고). 그러나 Stainless steel을 포함한 코륨 용융물을 냉각 고

화시키면, 금속들은 하부 층으로 이동하므로 대부분의 철은 하부층에 존재함을 

보 고(표 3.1.2-11 참고), 동일한 하부층이라고 하여도 시료의 위치에 따라서 

철의 함량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Stainless steel을 포함한 코륨을 고화시키지 

않고, 용융된 상태로 냉각수와 반응시킬 경우에는 철의 함량이 균일한 debris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debris 내에 포함된 stainless steel의 주성분

인 철은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나타냈다. TROI-51의 경우 입자 3개에 대한 철의 

함량은 0.05, 0.182, 18.83 % 이었고, TROI-52의 경우 6.98, 33.25, 0.41 %,  

TROI-60의 경우 4.6 %의 함량을 보 으며, 입자 크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컸

다.

Stainless steel을 첨가한 TROI-51-5의 실험에서 연마된 시료는 그림 

3.1.2-61과 같이 형태가 매우 불규칙하며 구멍이 많은 형태를 보인다. 입자 b

(크기 1022 x 755 ㎛)를 85배 확대한 것은 그림 3.1.2-62와 같으며, 이것의 5개 

위치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3.1.2-63과 같다. 철의 함량은 2번의 26.67 %를 

제외하고는 0.5% 이하로서 동일 입자 내에서도 철의 함량이 매우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른 시료들의 검토에서도 시료의 위치별로 철의 함량의 변화가 매

우 컸었다. 

Stainless steel을 첨가하 을 때가 철만 첨가 하 던 경우에 비하여 위치

에 따라서 철의 함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철의 용해도에 따른 균일한 용융 

혼합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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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

그림 3.1.2-58 TROI-47-7 debris, 40X

그림 3.1.2-59 TROI-47-7b, 시료 b, 1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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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4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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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47-7b, 120X, W x D = 354.5 x 554.5 ㎛
point distance, ㎛ U Zr Fe Cr Ni O

1 0 53.34 14.14 0.46 0.1 0 31.97

2 128 59.94 15.84 0.32 0.07 0.04 23.8

3 256 49.03 16.26 0.44 0.05 0.1 34.12

4 384 53.23 15.24 0.23 0.17 0.1 31.03

5 512 51.21 15.62 0.3 -0.05 0.05 32.86

Average 53.35 15.42 0.35 0.068 0.058 30.756

Std. Deviation　 4.083 0.8051 0.09747 0.080125 0.042661 4.052102

그림 3.1.2-60 EPMA 분석결과(TROI-4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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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1 Debris의 입자(TROI-51-5, 40X)

b

c

a

그림 3.1.2-62 Debris 입자 b에 대한 EPMA 분석 결과(TROI-51-5b 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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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51-5b, Metal an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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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51-5b, 85X

point distance, ㎛ U Zr Fe Cr Ni O

1 0 41.78 26.59 0.47 -0.05 0.1 31.1

2 170 23.49 13.53 26.67 0.66 0.04 33.7

3 340 40.21 26.43 0.42 0.09 -0.1 32.95

4 510 30.24 21.58 0.33 -0.02 0.01 47.86

5 680 44.18 28.19 0.22 　 　 　

Average 35.98 23.264 5.622 0.17 0.0125 36.4025

Std. Deviation　 8.77098 5.97783 11.76657 0.332165 0.083815 7.716089

그림 3.1.2-63 Debris의 EPMA 분석결과(TROI-5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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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결과

Debris 생성물은 UO2/ZrO2가 균일한 고용체를 이루며, 철이 혼합된 용

융에서 철은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분포를 보 다. 금속을 포함한 코륨 용융물

을 냉각 고화시키면 2개의 층으로 분리되며, 상부는 UO2 및 ZrO2  의 산화물층

이고, 하부는 U, Zr 및 Fe 등의 금속층이었다. 금속 우라늄은 지르코늄 금속과 

UO2가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며, 우라늄은 철과 Fe2U의 형태로 존재함을 보

다. 이와 같은 성층화 현상으로 생성되는 금속층에 의하여 열적 부하를 크게 

하므로 원자로 용기의 침식을 빠르게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속이 첨가된 코륨 용융물과 냉각수를 반응 시켰을 때 증기폭발이 발생

하 지만 대표적인 증기폭발 현상을 나타내는 UO2/ZrO2=70/30에 비하면 폭발 

압력이 높지 않아 증기폭발 위험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Stainless steel을 코륨에 첨가하 을 때는 stainless steel의 주성분인 철

이 코륨과 균일한 혼합물을 이루지 않고, 시료에 따라 그리고 동일 시료인 경

우에도 분석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용융중에 발생하는 에어로졸은 충전된 혼합물 성분임을 보 다. 

다. Miscibility gap 관찰 및 열역학적 상태도 해석

중대사고시 노심이 용융되면 UO2와 ZrO2 외에 다른 여러 물질들이 코륨

에 포함된다. 이들은 피복재인 지르칼로이가 모두 다 산화되지 않을 때 존재하

는 지르코늄 메탈과 구조재인 스틸 등이다. 실제 이러한 용융물을 사용하여 실

험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용융물의 거동을 살펴 볼 수 있다.

MASCA 실험[3.1.2-1]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

데, 용융물이 금속층과 산화물 층으로 상분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 다. 상분리

가 되면, 금속층은 열집중 효과를 초래하여 원자로 용기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수와 반응할 때에도, 수소 발생으로 인한 수소연

소에 의해 증기폭발의 강도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분리 효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용융물의 용융

을 시험하기 위해, 금속이 포함된 코륨을 수냉도가니에서 용융시켜보았다. 용융 

금속에 의한 수냉도가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실험 실패 후에 마침내 

용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수냉도가니의 내부면을 지르코

니아로 코팅한 후에 용융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험은 두 차례 수행되었는데, TROI-49와 50 실험이 그것이다. 자

세한 내용은 3장 1절 2. 나.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TROI-49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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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이다.

TROI-49 실험에서 산화물과 금속을 포함한 용융물의 고화물은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었다 (그림 3.1.2-64). 상부층은 상대적으로 도가 낮은 산화물 

층으로 흑색을 보 고, 하부는 주로 금속으로서 은백색을 나타냈다. 전체 용융

물 중에서 상부층의 무게비는 77.6 %로서 산화물 상부층이 더 많았다. 상부층

의 비중은 8.565 g/cm
3, 하부 층은 9.250 g/cm3으로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이같은 도 차이와 서로 혼합되지 않는 특성 (miscibilty gap)으로 

상분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용융 고화물의 상부층은 세 곳에서(CT, CM, CS), 하부층은 한 곳에서

(CL) 시료 채취하여, ICP-AES로 분석하 고 그 결과가 표 3.1.2-12에 나타나 

있다. 상부층의 상하부의 위치에 따라서 성분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 지만 상

층부와 하층부의 성분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상층부에는 우라늄이 많이 존

재하며, 하층부에는 우라늄, 지르코늄 및 충전된 대부분의 스테인리스강이 존재

함을 보인다. 특히 상하층부는 지르코늄 성분이 유사하게 분포하지만 우라늄은 

상부층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인다. 이들 분석 방법으로는 성분들이 금

속인지 산화물 형태인지 분간 할 수 없다. 따라서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층부의 주성분은 UO2와 ZrO2 산화물이었으며, 하부층은 ZrO2와 Fe2U임을 보

다. 이는 그림 3.1.2-65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하부 층은 철과 우라늄의 합금

과 ZrO2가 공존함을 보 다. 하부층은 철과 ZrO2에 의하여 도가 감소하지만 

금속 우라늄 성분 때문에 도가 증가하 고, 상부의 산화물 층과 혼합되지 않

고 상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1.2-12 층 분리된 시료의 ICP-AES 화학분석결과 (w/o)

Sample No. Zr U Fe Cr Ni

CT 22.93 61.75 0.36 0.16 0.06

CM 22.85 61.44 0.82 0.25 0.10

CS 23.18 62.17 0.18 0.12 0.04

CL 20.53 33.73 30.97 6.20 2.8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Thermodata 사의 열역학적 상태도를 계

산하는 코드인 GEMINI2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TROI-49 실험에서 충전

된 물질의 무게비를 입력으로 하여, 계산된 용융물의 상태가 그림 3.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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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5 XRD 분석 결과(하부 고화층, CL)

그림 3.1.2-66 용융물 층의 상태도 (TRO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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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7 금속층의 원소 비율 (TROI-49)

그림 3.1.2-68 산화물층의 원소 비율 (TRO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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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속층에서의 원소 비율은 그림 3.1.2-67에 나타나 있는데, 우라늄 

금속의 함량을 제외하고는 계산과 실험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라늄의 

함량이 작게 나타난 것은 용융시 녹지 않은 피막층 부분에 UO2 펠렛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용융물 속에 우라늄 함량이 작았다고 판단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에서도 U와 Fe가 많이 생성됨을 보여주어, 금속층이 

Fe2U로 이루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도 말해 준다.

산화물 층에서의 원소 분포는 그림 3.1.2-68에 나타나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물층의 원소 분포는 계산과 실험이 잘 일치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이 혼합된 코륨은 상분리가 됨을 실험적, 이

론적으로 증명되었다.

3.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

가. 증기폭발 실험 종합 보고서 작성

(1) 증기폭발 실험 종합 평가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 그 동안의 TROI 증기폭발 실험 종

합 보고서를 발간하여 TROI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기술하 다. 

이 실험을 통하여 증기폭발이 용융물의 성분비, 반응용기의 크기(직경 60 cm, 

30 cm), 냉각수의 과냉도, 대기 압력 등의 주요 실험변수에 지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외부기폭의 향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60회의 TROI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실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실험 조건은 대기압, 상온, 냉각

수의 수심은 67 cm, 그리고 반응용기의 직경은 60 cm이다.

먼저 70 : 30 (UO2 : ZrO2) 공융 코륨을 사용하여 외부 기폭 없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대부분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르코니아 용융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외부 기폭을 수행한 경우에

도 기폭 이전에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또한 이 실험에서의 증기폭

발의 강도는 70 : 30 코륨에서 보다도 더 컸다.

80 : 20 코륨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에서는 다른 조건의 변화에 무관하

게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 기폭을 적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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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한 증기폭발이 관측되었다.

70 : 30 코륨을 사용하고 아르곤 분위기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약한 

steam spike만 관측되었다.

또 코륨의 성분비를 변화시켜 50 : 50, 90 : 10의 성분비로 시험하 을 경

우에도 자발적인 증기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 기폭을 적용하 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증기폭발이 관측

되었으며, 자발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던 80 : 20 코륨에서 조차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또한 반응용기의 기하학적인 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경 30cm인 1차원적

인 반응용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넓은 반응용기에서

는 증기폭발이 일어나던 70 : 30 코륨에서 조차 외부기폭을 적용하 음에도 불

구하고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좁은 반응용기에서는 혼합층

의 기포율이 높아서 증기폭발이 억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에 실험을 

수행한 공융 코륨, 지르코니아 용융물과 금속이 함유된 코륨의 경우에는 외부

기폭에 의한 증기폭발이 발생하 다.

용융물의 성분을 바꿔 알루미나 용융물을 사용하거나 철이 포함된 코륨 

용융물을 사용하여 실험한 경우는,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용융물의 온도를 충분히 상승시키지 못해, 과열도가 너무 낮아 증기폭발이 일

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륨에 피복재인 지르코늄과 구조재인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을 첨가하여 용융물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융물의 온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강력한 증기폭발이 일어났다. 이 강도는 지르코니아 용융물 

보다는 작았으나, 70 : 30 코륨 보다는 약간 크게 혹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상분리에 의해 금속층이 석출되므로 증기폭발의 강도를 향상시킨 

것 같다. 이 실험에서 얻은 용융물 성분에 따른 증기폭발에서의 개략적 에너지 

변환율이 그림 3.1.3-1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르코니아

의 경우 최대 0.85%까지 에너지 변환율이 나타났으나, 70 : 30 공융 코륨과 금

속이 함유된 코륨에서는 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용융물의 성분이 증기

폭발의 강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냉각수의 수심을 130cm로 늘려, 외부기폭 시점에 냉각수 내에 있는 용융

물의 양을 늘렸을 경우, 지르코니아 용융물의 경우에는 외부기폭 전에 자발적

인 폭발이 발생하 고, 70 : 30 코륨의 경우도 낮은 수심(67cm)의 경우와 비슷

한 폭발강도를 보 다.

그리고 냉각수의 과냉도를 변화시켜 보았으나, 증기폭발 강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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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용융물의 성분비와, 반응용기의 크기가 강력한 증

기폭발의 발생에 큰 향을 미쳤다. 순수 지르코니아, 금속이 함유된 코륨 그리

고 공융 코륨의 순으로 증기폭발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비공융 코륨은 자발적

인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물질에 따라 증기폭발성이 다르다는 것

을 보여 준다. 그리고 냉각수가 들어 있는 반응용기의 직경이 클수록 증기폭발

이 잘 일어났는데, 이는 기포율이 작아서 증기폭발을 쉽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외부기폭을 적용하 을 경우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지 않던 비

공융 코륨에서도 증기폭발이 약하나마 발생하 으므로 원자로 설계에서 외부기

폭의 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1 용융물 성분에 따른 증기폭발의 에너지 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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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효과에 대한 고찰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증기폭발 위해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

수가 물질 조성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물질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현

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대상 실험에 대한 물리 화학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평가하 다. 표 3.1.3-1에 대상 실험이 열거 되어 있다. 실험 대상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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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된 코륨에 대해 두 가지 조성과, 80:20 과 70:30, 순수 지르코니아 경우, 부

분 산화된 코륨에 대해서는 Fe 만 추가된 경우, 또 SS과 Zr이 같이 추가된 경

우를 포함하여 원자로 물질의 전 스펙트럼이 포함되도록 하 다.

우선 완전 산화 물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완전 산화 물질의 경우인 

TROI-13에 대한 입자 단면에 대한 SEM 사진이 그림 3.1.3-2에, 단면을 따른 

조성 분포가 그림 3.1.3-3에 나타나있다. 이 경우 공융 조성에 가까운 성분을 

가지는 데, 입자 내부에 수축에 의한 크랙 뿐 아니라 기포가 원주 방향으로 형

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3.1.3-3의 결과는 급속 냉각에 의해 

입자 내 조성의 분포가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아주 균일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XRD 패턴으로부터 이 물질은 U1-xZrxO2 의 Solid 

Solution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융조성이 아닌 TROI-17 경우 입자의 단면 (그림 3.1.3-4)과 조성 

분포 (그림 3.1.3-5) 살펴보았다. 조성 분포는 TROI-13의 경우와 유사하게 입

자 내부에서 균일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입자 단면에 크랙이나 기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공액 조성이 아닌 경우의 데브리 입자들의 대부분

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항상 폭발성이 큰 지르코니아의 경우 그 입자의 대부분이 속이 빈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림 3.1.3-6과 3.1.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세입자

이거나 큰 덩어리이거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위 경향을 볼 때, 입자의 속이 비거나 기포가 있을 경우가 외부에서 압력

파가 가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TROI-17 보다 훨씬 부서지기 쉽

고 그로 인해 증기폭발이 가속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물질 효과는 용

융물 입자의 고화 거동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분 산화된 코륨의 경우에 대해서 우선 Fe 만 추가된 경우를 살펴보았

는데 단면의 모양 (그림 3.1.3-8)은 입자 내에 특이한 형태의 기포가 생겼으며, 

조성의 분포 (그림 3.1.3-9)는 일정하여 Solid solution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 특이한 형태의 기포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랙이 없는 등 입자의 

모양이 공액점 코륨이나 지르코니아 보다 더 견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것이 

TROI-47 실험의 약한 기폭성을 설명해 준다고 사료된다. 

한편 코륨에 SS와 Zr이 섞어 용융물의 상 분리가 일어나 분산형태로 존

재한 경우인 TROI-51에 대해서 입자의 모양 및 조성 분포가 그림 3.1.3-10과 

그림 3.1.3-11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금속 성분이 입자 내에 불균일하게 섞여 

있고, 또 금속과 산화물의 열전도도가 아주 상이함에 따라 고화물의 모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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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불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고화된 입자 내부에 다수의 기공이 형성되

어 다른 폭발성이 있는 입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므로 일관성이 있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3-1 물질효과 규명을 위한 대상 실험 

Test No. Composition (Weight percent) 증기폭발

TROI-13 UO2/ZrO2 (70:30) Yes

TROI-15 Zirconia 100 % Yes

TROI-17 UO2/ZrO2 (78:22) No

TROI-47 UO2/ZrO2/Fe (63:27:10) No

TROI-49 UO2/ZrO2/Zr/SS (65.3:10.8:12.3:11.6) Not appliable

TROI-51 UO2/ZrO2/Zr/SS (62.8:13.5:12.6:11.1) Yes

그림 3.1.3-2 TROI-13 입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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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TROI-13 입자의 단면에 따른 조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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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TROI-17 입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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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TROI-17 입자의 단면에 따른 조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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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지르코니아 실험에서의 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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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지르코니아 실험에서의 거대입자

그림 3.1.3-8 TROI-47 입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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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TROI-47 입자의 단면에 따른 조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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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 TROI-51 입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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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TROI-51 입자의 단면에 따른 조성 분포

TROI-51-7c, Me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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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 폭발 위해도 평가 보고서 작성

(1) SERENA Phase 1 결과에 대한 정리 및 고찰

SERENA(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는 

LWR에서 FCI에 관련되어 남아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OECD/NEA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현존하는 FCI 

컴퓨터 코드들의 증기폭발로 인한 하중을 해석하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원자로 상황에서 증기폭발 에너지를 예측하는데 관련된 불확실성과 

주가 되는 FCI 현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를 

위해 2항에서 제시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SERENA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FCI 컴퓨터 코드들로 증기폭

발 위해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

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불확실성 내에서 증기폭

발 위해도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SERENA 프로그램에서는 현존하는 실험과 가장 가능한 실제 원자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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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서 현존하는 FCI 컴퓨터 코드를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

행하고 자한다. SEREN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코드로는 ESPROSE-m, IDEMO, 

IFCI, IKEMIX, JASMINE, MATTINA, MC3D, PM-ALPHA, TEXAS-V, 

TRACER, VAPEX, VESUVIUS 등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각각 TEXAS-V, TRACER, IFCI 코드를 가지고 

참여하 다. 

먼저 LWR에서 증기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하고 이러한 현상

을 가장 잘 설명하는 혼합과 폭발실험을 선택하 다. 그 다음에 선택된 혼합실

험과 폭발실험을 사용하여 각 FCI 코드들의 모델들을 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렇게 고정된 FCI코드들을 활용하여 원자로 경우의 증기폭발 해석을 수

행하 고, 이를 통하여 원자로 경우에 키가 되는 물리적 현상을 정의하고 FCI

코드들의 한계, 단점, 차이 등을 규명하고자 하 다. 

FCI 코드 검증용 실험으로는 코륨을 사용한 실험인 FARO/KROTOS 

(JRC-Ispra), TROI(한국원자력연구원)실험 프로그램이 선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혼합계산을 위해서 FARO L-28, FARO L-31을 선택하 으며, 폭발계산을 위

해서는 KROTOS-44, TROI-31, FARO L-33이 선택되었다. 

무엇보다도, 증기폭발의 특성은 그 폭발이 진행하는 혼합체의 특성에 크

게 좌우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혼합체의 조건을 결정하는 혼합계산

이 먼저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주가 되는 물리적 현상이 제시되

었다. 그 하나는 FCI코드들이 대체로 수증기 분율을 너무나 크게 예측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혼합에서 분쇄모델이 FCI코드들의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코륨과 수증기의 공간분포에 대한 자세한 

실험자료가 부족하여 현재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들이다.

혼합계산을 수행한 뒤 폭발계산을 수행하 는데, 폭발 계산에서 도출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코드들이 알루미나(KROTOS-44)실험은 적정하게 예측을 

하 지만, 코륨을 사용한 실험(TROI, FARO L-33)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폭

발압력을 계산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질별로 폭발성

이 다르다는 점과 혼합계산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

다. 

실험결과를 활용한 FCI 코드의 검증 및 모델 고정 후 원자로 증기폭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1.3-12와 같이 원자로 증기폭발 해석은 노내 

증기폭발 해석과 노외 증기폭발 해석 두 가지로 나뉘어 수행하 다. 노내 증기

폭발 해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증기폭발 모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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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그림 3.1.3-13과 같이 수십 kPa.s - 200 kPa.s로 스펙트럼이 크지 않다

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원자로용기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혼합체의 수증기 분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

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SERENA에서 제시된 노내 증기폭발 상황이 최악

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수증기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내 증기폭발은 최우선 해결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참가자들 모두 인식하는 것이었다.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그림 3.1.3-14와 같이  20 - 100 kPa.s로 수십

kPa.s의 하중이 원자로공동 건전성에는 위협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스펙

트럼이 크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자로 공동의 건전성의 판

단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혼합과정에 대한 이해, 원자로물질의 폭발성에 대

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노외 증기폭발 하중 계산결과의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노외 증기폭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림 3.1.3-12 In-vessel and Ex-vessel steam explosion situation for 

SERENA Phase-1



- 131 -

그림 3.1.3-13 Calculated In-vessel impulse at vessel bottom

그림 3.1.3-14 Calculated Ex-vessel impulse at cavity wall

이 프로그램에서 내려진 결론으로, 한 가지의 긍정적인 결과는 증기폭발 

모델 및 수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관심이 되는 원자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는 노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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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외 증기폭발에 있어서 증기폭발 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증기폭발하중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노내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원자로 건전성

에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원자로 공동 벽

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나 하중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그 계산 하중의 스펙트럼이 커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계산된 증기폭발 하중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이유는 전형적인 원자로물질

의 증기폭발 거동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혼합과정에서 flow regime(특히, 

수증기 분율), 증기폭발과정에서 코륨의 분쇄(코륨 물질 효과)가 특히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새로운 실험은 UO2를 기본으로 하는 코륨이어야 한다.

2. 지금까지 증기폭발에서 코륨의 성분이 제한적이었다.

3. 수증기 분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실험 데이타가 제공되어야 한

다.

4. 코륨 제트의 FCI 고유거동 및 원자로 FCI에서 코륨 투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KROTOS 실험에서는 고에너지 X선 

촬 으로 수증기 분율을 측정하고, 1차원적구조로 코륨 제트의 FCI 고유 거동 

모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TROI 실험에서는 electrical 

tomography를 사용하여 수증기 분율을 측정하고, 용융물의 양과 3차원 구조의 

냉각수로 원자로 FCI에서 코륨 투입 상황 모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2) TEXAS-V를 이용한 물질 효과 해석

그림 3.1.3-15에는 TEXAS-V를 사용하여 용융물의 성분이 증기폭발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폭발압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ZrO2 100 

%성분의 용융물의 폭발압력이 가장 크게 계산되었으며, 80:20 UO2:ZrO2의 코

륨의 경우가 폭발력이 가장 낮게 계산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그림 3.1.3-16, 그림 3.1.3-17, 그림 3.1.3-18에

서와 같이 혼합체 내부에서 용융물의 분율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되었지만 수증

기 분율의 경우 100 % ZrO2의 경우 상당히 낮게 나왔고, 70:30 코륨, 80:20 코

륨 순으로 수증기 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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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9와 같이 용융물의 크기가 100 % ZrO2의 경우에는 크고, 70:30 코륨, 

80:20 코륨에서는 점점 작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3-15 Sensitivity study on 

composition by using TEX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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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 Calculated volume fraction of 

each phase at triggering time in 70:30 

corium/wat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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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 Calculated volume fraction of 

each phase at triggering time in 80:20 

corium/wat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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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8 Calculated volume fraction of 

each phase at triggering time in 0:100 

corium/wat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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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9 Calculated fuel diameter at 

given location for each material right before 

trigger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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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

원자로 증기폭발 해석은 노내 증기폭발 해석과 노외 증기폭발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ERENA 계산에서 노내 증기폭발 해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증기폭발 모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 결과가 수십 kPa.s - 200 

kPa.s로 스펙트럼이 크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원자로용기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SERENA에서 제시된 

노내 증기폭발 상황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수증기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내 증기폭발

은 최우선 해결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참가자들 모두 인식하는 것 이 다. 

노외 증기폭발의 경우에는 20 - 100 kPa.s로 수십 kPa.s이 원자로공동 건

전성에는 위협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스펙트럼이 크고, 문제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자로 공동의 건전성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혼

합과정에 대한 이해, 원자로물질의 폭발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노외 증

기폭발 하중 계산결과의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노

외 증기폭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TEXAS-V의 물질특성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면 물질에 따른 증기폭발 하

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EXAS-V 계산결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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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주로 혼합과정에서 용융물 분쇄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수증기 분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용융물 분쇄의 차이 및 수증기 분율의 

차이는 결국 증기폭발의 하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용융물 

분쇄에 있어서 물질특성이 미치는 향이 분쇄 모델에 잘 반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물질특성중 분쇄 모델에 반 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SERENA Phase 1에서 계산된 증기폭발 하중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이유

는 전형적인 원자로물질의 증기폭발 거동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혼합과정

에서 flow regime(특히, 수증기분율), 증기폭발과정에서 코륨의 분쇄(코륨 물질 

효과)가 특히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실험연구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새로운 실험은 UO2를 기본으로 하는 코륨이어야 한다.

2. 지금까지 증기폭발에서 코륨의 성분이 제한적이었다.

3. 수증기분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실험데이타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코륨제트의 FCI 고유거동 및 원자로 FCI에서 코륨투입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다. SERENA 2단계 국제 공동 연구 추진

SERENA 2단계 국제 공동 연구의 배경은 SERENA Phase 1을 통하여 

혼합과정에서 flow pattern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수증기 분율 및 용융물 분포

와 증기폭발 에너지에 대한 물질 향에 대한 불확실성 두 가지가 원자로 증기

폭발 하중 해석에 있어서 더 연구해야 할 분야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체의 공간상 부피분율 및 원자로물질 구성이 증기폭발

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SERENA 2단계를 제안하 는데, 이러한 

실험은 KROTOS 실험 및 TROI 실험을 통하여 계획되고 있다.

SERENA Phase 2에서 제안되고 있는 실험은 SERENA 1단계에서 FCI 

컴퓨터 코드를 활용한 원자로 증기폭발 해석 결과에서 도출된 노외증기폭발에

서의 FCI 전산코드들의 넓은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외증기폭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형적인 노심용융물이 비교적 작은 증기폭발을 보이는 특성을 명백히 밝히

는  실험 데이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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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코드의 증명을 위한 혁신적인 실험 데이타를 제공한다. 혼합과정에서 

용융물과 수증기의 공간분포, 증기폭발 시각, 증기폭발 데이터 등이 이러한 

혁신적인 데이터이며, 증기폭발 전산코드들의 스펙트럼을 좁혀줄 것으로 기

대된다.

3. 전산코드들의 기하학적인 외삽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좀 더 원자로와 같은 

상황의 실험 데이타를 제공한다.

 

SERENA 2단계를 수행하는 주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TROI 실험 장치

와 프랑스 CEA의 KROTOS 실험 장치이다. 그림 3.1.3-2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들  실험장치는 기존의 시설 외에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추

가할 예정이다. KROTOS에서는 FARO에서 사용되는 용융물 배출장치를 사용

하여 기존 KROTOS에 비해 용융물 제트를 제어한다. 또한 혼합과정에서 수증

기 분율등의 측정을 위해 X선 촬  장치를 활용한다. TROI실험에서는 용융물 

제트를 제어하기 위해 중간배출장치를 사용하고, 혼합과정의 측정을 위하여 축

방향 토모그래피를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두 실험 장치는 다양한 용융물을 사용하고, 실험 후 데브리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루미나와 코륨 사이의 

물리적, 화학적 거동의 중요한 차이점을 밝혀낸다. 알루미나와 코륨 사이의 물

리적, 화학적 거동의 차이점이 증기폭발에 대한 물질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KROTOS와 TROI는 다음의 기본적인 실험세트를 확정하고 이 실험세트

에서 실험인자를 바꾸어서 실험표를 구성한다. 

KROTOS 실험은 코륨 5 kg을 0.2 m의 직경을 가진 1.1 m 깊이의 냉각

수에 0.5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다. 이때 용융물 제트 제어를 위해 새로운 배

출방법을 강구하고 X선 촬 을 실시하여 혼합과정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

공한다. TROI 실험에서는 20 kg의 코륨을 0.6 m의 직경을 가진 깊이 0.7 - 1.3 

m의 냉각수에 0.5 - 1 m높이에 설치된 중간배출계통을 통해 투하한다. 

이들 실험은 노외증기폭발의 전형적인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0.2 

MPa에 50 K 과냉각된 냉각수를 활용한다. 특히, 이들 실험에서는 물질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70:30 코륨, 80:20 코륨, 70:30 코륨 + steel + Zr, 70:30 코륨 + 

FP + iron oxide 등의 용융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실험 계획이 그림 3.1.3-20에 

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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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 Schematic view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KROTOS 

and TROI facilities

KROTOS test section TROI test assembly

5 kg of melt
1-D geometry
New release device
X-ray radioscopy
External trigger

20 kg of melt
2-D geometry
Intermediate catcher
Tomography
External trigger

UO2-ZrO2-Steel-Zr-FP

KROTOS test section TROI test assembly

5 kg of melt
1-D geometry
New release device
X-ray radioscopy
External trigger

20 kg of melt
2-D geometry
Intermediate catcher
Tomography
External trigger

UO2-ZrO2-Steel-Zr-FP

4. Core Catcher 타당성 평가

가. 개념 개발 및 특허 출원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core catcher 개념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난 2단계에서 국내에 출원하 던 core catcher 개념에 관한 2건의 특허를 국

내에 등록하 고[3.1.4-1, 3.1.4-2], 국제특허를 위해 2건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하여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3.1.4-3, 3.1.4-4]. 

국내에 등록된 2건의 특허에 대한 개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4-1은 노

심용융물 피동냉각 및 가둠 장치[3.1.4-1]이다. 주요 구성품은 용융물 냉각 및 

가둠 장치, 관련 배관 및 밸브, 압축 기체 탱크, 냉각수 저장 탱크 등이며, 격실

에 설치된 용융물 냉각 및 가둠 장치로 용융물이 방출되면 장치의 하부와 측면

에서 냉각수 및 불활성 기체가 방출되어 용융물이 냉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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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Tank

Filter
Condensed

water
Steam

Melt

Coolant 
Storage 

Tank

Inter-
mediate 
Storage 

Tank

    

그림 3.1.4-1  노심용융물 피동냉각 및 가둠 장치

압축 기체, 중력 등을 이용하여 냉각수를 용융물 내로 주입하는 피동형 

장치로, 냉각재와 불활성 기체를 동시에 초고온 용융물에 주입하여 급격한 반

응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며 안정적으로 용융물을 냉각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발생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재순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용융물에서 나오는 

잔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조립식 구조여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뿐 

아니라,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 건물 격실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서 격실 구조에 친화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용융물 냉각 및 가

둠 장치는 초고온 용융물과 주변 구조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 종료 후 제염 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3.1.4-2는 원자로용기를 관통한 노심용융물 냉각장치 및 그 방법

[3.1.4-2]으로, 원자로 용기를 관통한 노심용융물을 유리화 물질로 먼저 혼합하

여 용융물의 열생성 도를 감소시킨 후 불활성기체를 포함하는 냉각수 보유통

으로 떨어뜨려 보유통 표면를 용융시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응에 의한 

증기폭발을 불활성기체에 의해 억제할 수 있고 아울러 냉각수와의 직접 접촉으

로 효과적으로 노심용융물을 초기 냉각시키면서 장기냉각을 위한 유로를 확보

하여 노심용융물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치의 구성은 노심용

융물을 유리화 물질과 혼합시키는 설비, 불활성기체를 포함하는 냉각수 보유통, 

냉각수 저장조, 공기구동 격리밸브, 배수 및 여과 설비 등으로 되어 있다. 본 

장치는 피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대사고 발생시 높은 신뢰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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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노심용융물의 열생성 도를 일단 감소시킨 후 

불활성기체를 포함하는 냉각수 보유통을 사용하여 냉각하므로 증기폭발 위험성

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노심용융물과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여 열전달이 이루어

지므로 효율이 증가하며 아울러 장기냉각을 위한 유로가 확보되어 있어 원자로 

공동 크기에 제한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심용융물을 원자로 공동 내에 억류하

여 냉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3.1.4-2 원자로용기를 관통한 노심용융물 

냉각장치 및 그 방법

Reactor Vessel

Molten Pool

(1)

(2)
(4)

(6)

(5)

(3)

Reactor Vessel

Molten Pool

(1)

(2)
(4)

(6)

(5)

(3)

Reactor Vessel

Molten Pool

(1)

(2)
(4)

(6)

(5)

(3)

이와 같은 core catcher 개념이 국내의 원전에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

해, 국내 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 원자로 공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림 

3.1.4-3은 울진 3,4호기의 55 ft 높이에서 원자로공동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원

자로공동은 노심계측튜브의 통로인 직사각형터널과 원자로용기 바로 아래의 원

통형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공동바닥의 높이는 55 ft, 즉 원자로공동 

외부 격납건물바닥 높이로부터 31 ft 아래 이다. 원자로공동으로부터 격납건물 

아래바닥과 sump로 넘칠 수 있는 최소 물깊이는 31 ft이며, 이때 총 물의 부피

는 12680 ft3 이다. 

원자로공동의 중요성은 물의 가용성과 원자로용기 파손 뒤에 용융노심의 

극한적인 재배치에 있다. 노심손상 동안 원자로공동으로 물의 축적은 발전소 

고유의 원자로공동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원자로공동에서 물의 존재여부는 원

자로용기 파손시 압력부하 및 데브리의 장기적인 냉각거동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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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데브리가 냉각수가 없는 원자로공동의 바닥에 수 inch 정도 풀을 형성하

고 있다면, 콘크리트 공격이 발생하여 원자로공동의 바닥이 뚫릴 수가 있다. 

얕은 용융풀이 생길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는 마른 원자로공동 시나리오

에도 불구하고 용융물이 식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만약 물이 원자로공

동 바닥에 존재한다면 콘크리트 공격은 완화될 수 있다. 용융물 고압 사출

(HPME)이 발생할 수 있는 고압 RCS 시나리오에서, 데브리는 격납건물 대기로 

직접 분사될 수 있으며 압력 부하를 생산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울진 3,4호기는 HPME 효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공동 상단의 돌출

부에 capture volume을 설치하 다. 원자로공동에 물을 채운다면 HPME동안 

압력부하를 완화하고 노심-콘크리트 반응을 방지할 수가 있다. 비록 데브리의 

형태가 식힐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데브리 위에 형성된 냉각수 풀은 노심-콘

크리트 반응으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을 세정할 수가 있다. 

     

그림 3.1.4-3 울진 3,4호기 원자로공동 단면도

EL 55'  

 

EL 116' - 1'

Reactor
Cavity

EL 80' - 7  5/8"

EL 69'  

ICI
chase

EL 93'- 6"  

EL 52'  

EL 41'  

3'-0"

5'-0"

3'-0"

4'-0"

4'-0"

Carbon Steel 
Liner

EL 86'  

울진 3,4호기에서 물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1) 

원자로용기 파손 후에 원자로용기로 분사된 물이 원자로공동으로 유입. (2) 노

심계측 원자로공동 벽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유입. ESF sump curb의 최고높

이와 노심계측 원자로공동의 문에서의 출구의 바닥높이가 대략 비슷하기 때문

에, 격납건물살수시스템 혹은 RCS파이프 파손부위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ESF 

sump는 물론이고 원자로공동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자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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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흘러들어간 물은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ECCS 순환동안 원자로공동은 

범람할 것이다. 원자로공동의 범람은 원자로용기 외부 범람 및 원자로 용기 외

부로 방출된 데브리 냉각 등 두 가지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 

원자로용기 밖으로 탈출한 코륨은 원자로공동의 바닥으로 퍼지게 된다. 

원자로공동 바닥의 면적은 650 ft
2 (60.4 m2)이고 이것은 특성바닥면적 0.0215 

m2/MWt과 동일하다. EPRI ALWR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특성바닥면적이 

0.02 m2/MWt인 것을 고려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울진 

3, 4호기의 고유한 특성중의 하나는 높이 86 ft - 93 ft 사이에 노심계측 원자

로공동의 벽안에 위치한 문이다. 이 문의 중요성은 원자로공동에서 물의 가용

성과 원자로용기 파손후 용융물의 극한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

은 86 ft의 격납건물 바닥과 원자로공동사이의 유로를 제공한다. ECCS 재순환 

sump는 이 높이에 위치되어 있다. 또한, 이 문은 격납건물 직접가열의 범위에 

향을 미친다. HPME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고압 RCS 시나리오에서, 데브리

는 격납건물 대기로 퍼져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압력부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이 고압에서 부서지기 때문에 노심 용융물은 이 

문을 통해 물이 없는 상태의 원자로공동으로 쉽게 탈출할 수가 있다. 이 문 근

처에는 공기조절유닛을 위해 두 개의 큰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그 구멍의 총 

면적은 14.1 ft
2 이고 이 구멍의 효과는 그 문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특허로 등록된 노심용융물 피동냉각 및 가둠 장치는 원자로 공동의 맨 바

닥에 설치되는 조립식 구조로서 울진 3,4호기와 같은 이미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 건물 격실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서 격실 구조

에 친화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자로용기를 관통한 노심용융물 냉각장치 및 그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

모 냉각수 보유통 들은 원자로 공동의 기타 구조물에 향을 주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노심용융물의 열 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리화 물질과 혼합시키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내 계측설비와의 간섭

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나. 실험장치 설계 및 실험결과  

Core catcher는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 

용기를 관통하고 격납용기로 배출될 때, 이를 수용하여 안전하게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여러 가지 제안된 장치 중에서 노심 용융물의 하부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냉각수 하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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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core catcher의 소형 모형을 만들고, 노심 용융물의 하부에서 냉각수를 주입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실험을 하 다. 주요 관점은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하여 지속 가열되는 용융 코륨 풀에 물을 주입하는 기술

이다.

(1) 장치 개념 설계

융점이 높은 코륨 상사물을 용융시키는 방법은 FCI 실험으로 경험이 

많은 고주파 유도가열에 의한 수냉도가니 용융 방법을 이용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열 하면서 냉각수 주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FCI 실험에서 철과 같은 금속을 포함한 용융물은 수냉도가니에서 유도 

가열에 의한 용융 후에, 고체 상태로 냉각시켜도 재가열 하며, 다시 용융되는 

특성을 보 다. 따라서 붕괴열을 모의하기 위하여 용융물을 지속가열하면서 냉

각수를 주입하여 냉각능력을 시험하고자 하 다.

FCI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융물 양은 최대 32 

kg으로 정하 고, 압력은 5 기압 이하로 설정하 다. 핵연료에서의 붕괴열은 

1-2 MW/㎥ 정도이므로 용융물의 비중을 약 8로 가정하면 용융물 용적은 4 ℓ

이고, 붕괴열 제거에 약 4 - 8 kW의 냉각이 필요한 것이다. 냉각수의 유량속

도는 0.5 kg/min 으로서 30 kW/min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계산결과 최소 냉각수 유량속도는 0.24 ℓ/min 이고, 증기 유량은 420 ℓ

/min 이었다. 코륨을 용융할 때 알곤 기체와 연소 기체도 배기되며, 고온의 증

기이므로 유량계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응축수 탱크는 냉각수와 약 1시간 

유량 흐름에 필요한 응축수 약 60 kg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량을 저장할 수 있

어야 한다.

급수 탱크, 냉각수 펌프 및 응축수 탱크는 기존의 장치를 이용하므로 노

심 용융물 냉각실험에는 충분하 으며, 증기 배관 및 TROI 실험장치내에서 응

축되는 응축수를 수집하기 위한 보조 응축수 탱크가 추가되었다.

(2) 실험 장치 

Core catcher 실험 장치는 타당성에 대한 기초 실험단계이므로 가능

하면 FCI 실험용 TROI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림 3.1.4-4 및 5와 같이 제

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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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Core catcher 실험용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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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TROI 장치를 개선한 Core catcher 실험장치

코륨을 용융시키기 위한 수냉도가니는 FCI 실험 장치와 동일하지만 고온

의 용융물 내로 냉각수 주입에 따른 급격한 증기의 발생으로 용융물과 냉각수

가 도가니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가니의 높이를 50 mm 높게 하여 

250 mm로 하 다. 고주파 가열로에 의한 수냉도가니의 운전은 FCI 실험과 동

일하다. 그러나 용융물 내부로 냉각수를 주입하므로 냉각수 유출에 의한 유도 

코일의 전기적인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일 전체는 에폭시 수지로 몰딩 하

다.

도가니 바닥의 직경은 용융물 하부로 냉각수가 주입되는 실험부가 장치되

므로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96 mm로 넓혔다. 냉각수가 흐르는 수냉도가니의 

이중관인 fingers 사이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가니 내부와 외부를 결

합제로 채웠다. 결합제는 Cr2O3/Al2O3/ZrO2  = 1:1:1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이들 

물질 600 g에 대하여 물 28 ml와 70 % H3PO4 78 ml를 혼합하여 도가니 내부

를 발랐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기로에서 가열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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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분에 상온에서 200 ℃까지 가열하고, 1시간 유지

 120 분에 200에서 300 ℃로 가열하고, 1시간 유지한 후에 전기로에서 

서냉

 

수냉도가니 외부는 얇게 결합제가 형성되어 쉽게 갈라져 나왔으나 내부는 

결합력이 보다 강했다. 그러나 약간의 흡수성이 있는 문제점과 결합력이 원하

는 만큼 강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코륨의 용융 시에는 수냉도가니 바닥에 플러그를 설치하며, 외경은 95 

mm로서 도가니 바닥과 0.5 mm의 간극이다. 플러그는 8등분하여 각각 냉각수

가 순환되도록 하여 고온의 코륨 용융물에 의한 용융을 방지하고, 고주파 자장

이 도가니 하부로 통과하도록 하여 도가니의 충전물이 잘 용융되도록 하 다.

코륨이 충분히 용융된 후에 플러그를 빼내며, 실험조건에 따라서 그림 

3.1.4-6, 7, 12, 13과 같은 실험부를 장치하도록 하 다. 플러그와 실험부는 모두 

직경 95 mm이므로 도가니와의  간극이 0.5 mm로 매우 작아 각각 2개의 공기 

실린더에 의하여 정 하게 수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모두 상하, 

좌우로 정 하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나사가 있다.

실험부의 하부에서 냉각수가 미리 설정된 유량(0.3 liter/min)으로 공급되

지만 상부의 플라스틱 마개에 의하여 흐름이 차단된 상태이다. 실험부의 상부

는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으므로 고온의 코륨 용융물에 의하여 그림 3.1.4-6과 

같이 5 mm 두께의 콘크리트가 용융되면 직경 30 mm인 냉각수 통로를 통하여 

냉각수가 용융물로 주입되도록 되어 있다. 냉각수는 급격히 증기로 되어 코륨

을 냉각시키면서 상부로 배출되며, 점차 코륨이 고화되면서 냉각수 통로가 만

들어지고, 코륨이 고화될 것이다. 냉각수 주입구는 기공성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냉각수가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 다. 실험부에는 K형 열전대를 상부에서 5 

mm부터 높이별로 3개 설치하여 용융물에 의한 콘크리트의 용발 현상을 관측

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3.1.4-1은 이 실험에서 측정할 측정변수의 측정 계측기를 보여준다. 초

기 냉각수 유량은 유량계로 측정하 다. 유량계 상부 설치된 ball valve를 열어 

미리 설정해 놓은 유량으로 냉각수 주입부에 공급되도록 하 다. 

수냉도가니에서 기화된 수증기는 상부의 증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며, 증기

의 온도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4-4에 보는 바와 같이 고

온의 증기는 pitot tube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며, 300 ℃ 이하에서는 vortex 

flow meter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도록 하 다. 그러나 그 부위에서 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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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300 ℃ 이하로 측정되었으므로 처음부터 vortex 유량계로 유량을 측정

하 다. 이때의 온도는 열전대로, 압력은 정압계로 측정하여 증기의 질량유속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증기는 배관을 통해 응축기에 도입되며 이곳의 냉각수와 접촉하여 응축된

다. 응축기에는 차압계를 설치하여 응축된 양을 측정하고, 온도도 측정하도록 

하 다. 이들 측정값들은 DAS에 의하여 기록되도록 하 다.

TROI 용기 내부에서 냉각된 응축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에 응축수 

보조탱크를 설치하 으며, 축적된 유량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총 4번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실험의 개

요가 표 3.1.4-2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급수는 FCI 실험에서 냉각수를 공급하 던 탱크와 펌프를 이용하 고, 펌

프 용량이 실험부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크므로 냉각수 우회관과 밸브를 설치

하 다. 급수 탱크에서 공급되는 급수는 펌프의 정지시 냉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하 고, 유량 조절용 glove valve를 통해 흡입되

는 급수유량은 DAS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 다. 초기 유량은 유량계 상부에 

설치된 ball valve를 열어 미리 설정해 놓은 유량으로 injector에 공급되도록 하

다. 유량계는 냉각수 공급에 적절한 span을 설정하 고, 밸브를 조절하여 1분

씩 냉각수를 받아 DAS의 측정치와 비교한 결과 실험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계측됨을 보 다.

수냉도가니에서 기화된 수증기는 상부의 증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며, 증기

의 온도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4-4에 보는 바와 같이 고

온의 증기는 pitot tube에 의하여 유량측정하며, 300 ℃ 이하에서는 vortex 

meter에 의하여 유량측정 하도록 하 다. 증기는 배관을 통해 응축기에 도입되

며 이곳의 냉각수와 접촉하여 응축된다. 응축기에는 차압계를 설치하여 응축된 

양을 측정하고, 온도도 측정하도록 하 다. 이들 측정값들은 DAS에 의하여 기

록되도록 하 다.

TROI 용기 내부에서 냉각된 응축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에 응축수 

보조탱크를 설치하 으며, 축적된 유량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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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 Core catcher 실험 계측 인자

계측 인자 계측 label 계측기

냉각수 유량 (유량계) WFLOW KOMETER Magnetic Flowmeter

증기 유량 (유량계) SFLOW Oval Vortex Flowmeter
VXW1025-N12G-111

증기 압력 PSF Keller PA23R

증기 차압 DPPITOT Dwyer 160-8, 
Honeywell DP ST3000 STD924

응축기 수위 DPLEVEL Honeywell DP ST3000 STD924

용기 압력 FVSP001 Keller PA23S

용융물 온도 MELTTEMP1
IRCON pyrometer model 
3R-35C15-0-0-0-1

냉각수 주입부 온도 CT201 - 203 K-type thermocouple

표 3.1.4-2 4번의 Core catcher 실험 개요

실험 번호 실험 목적 실험 결과

1

Z r O 2 를 
용 융 물 로 
사용한 하부 
냉각 실험 

냉각수 주입을 열전대 온도 상승(1250 K) 후 
개시, 다량의 냉각수 주입, 하부피막층 용융 실패, 
피막층과 핑거 사이로 다량의 물이 주입되어 
용융물 상부로 넘쳐 증기폭발 발생

2
Z r O 2 + S S 
유 도 가 열 
모사 실험

ZrO2와 SS를 8 kg과 2 kg으로 혼합 충전 후 
용융, 전원을 끄고 용융물이 1500 ℃ 이하로 
냉각시키고 재가열 시도하 으나 재가열 실패

3

ZrO2+SS 용
융물을 사용
한 하부 냉
각 실험

2번 실험과 같이 ZrO2와 SS를 혼합 충전 후 용융, 
플러그 제거 직후 냉각수 주입부를 장착하려 
하 으나, 너무 얇은 하부 피막층으로 인해 
냉각수 주입부 장착전에 SS 용융물 배출로 실패 

4

ZrO2+Zr 용
융물을 사용
한 하부냉각 
실험

3번 실험의 경우 SS 용융물이 먼저 배출되므로 
이 실험에서는 Zr로 대체하여 혼합 충전후 용융, 
냉각수 주입부의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 용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냉각수 개폐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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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코륨 용융물의 하부에서 냉각수 주입용 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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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jector 사진

b) TROI 장치에 설치된 시험부

그림 3.1.4-7 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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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가) Zirconia 용융물에 냉각수 주입(#1) 

실험부의 상부 콘크리트 용융에 의해 수냉도가니 내부의 용융물

로 냉각수가 주입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 실험단계로서 실험 및 장치 보

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ZrO2만 충전하여 용

융시켰다. 도가니 175 mm 부분까지 ZrO2를 충전시켰고, Zr initiator는 105 mm 

위치에 설치하 다. 상하부의 ZrO2 양은 3.185 kg과 5.35 kg으로 총 8.535 kg이

며, 평균충전 도는 3.168 g/cm3  이었다. TROI 장치 내에 코륨이 충전된 수냉

도가니, 에폭시 몰딩된 유도 코일과 플러그 및 실험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공기 

실린더와 부수 장치는 그림 3.1.4-8과 같다.

용융 전에 급수 밸브를 조절하여 유량이 0.5와 1 ℓ/min되는 밸브 위치를 

표시하 다. 용융물의 온도 측정용 광고온계는 IRCON 제품을 사용하 으며, 

복사율비는 0.996으로 설정하여 측정하 고, 투시창은 석 유리를 사용하여 측

정 주파수에 따른 투과율이 거의 일정하도록 하 다. 

그림 3.1.4-8 TROI 장치에 설치된 수냉도가니 및 코일(실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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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59 s; 용융물 상부 b) -1.59 s; 증기 발생 개시

c) -0.66s; 물, 증기 다량 발생 d) -0.21s; 우 하단 물 폭발적 발생

e) 0s; 증기폭발 f) 0.03s 증기폭발

g) 0.52s 증기 폭발 h) 검은 연기 발생(좌측)

그림 3.1.4-9 냉각수 주입에 따른 증기폭발 및 용융물 분출에 의한 배선 연소

기체 (여기서 시간은 증기폭발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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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실험은 FCI 실험과 유사하게 ZrO2는 잘 용융되었으며(그림 3.1.4-9-a 

참고), 플러그를 빼내고 그림 3.1.4-7과 같은 실험부를 장입시켰다. 실험부 상부

에 설치된 열전대의 온도를 측정하여 코륨 용융물에 의하여 실험부 상부의 콘

크리트가 용융되는 시점 약 3분 전에 냉각수 밸브를 열어 물을 주입시키고자 

하 다. 이 경우 콘크리트가 용융되면 자동으로 물이 주입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콘크리트 상부가 용융되지 않았지만 콘크리트에 설치

된 열전대의 온도가 1000 ℃로 상승하여 용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냉각수 

주입 밸브를 열었다. 따라서 냉각수가 크러스트에 막혀 용융물 내부로 주입되

지 못하고 크러스트와 수냉도가니 사이를 통하여 흐르면서 가열 기화되는 모습

이 CCTV에 의해 관측되었다. 그림 3.1.4-9-b에는 증기폭발 1.59초 전에 측면에

서 증기가 발생되는 것이다. 콘크리트를 통하여 주입되는 물은 점차 증가하여 

그림 3.1.4-9-c에 보는 바와 같이 증기폭발 0.66초 전에 다량의 증기와 소량의 

물을 보 다. 그러나 이들 물과 증기는 용융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냉도가니의 finger와 용융물의 crust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림 

3.1.4-9-d와 같이 0.21 초 전에는 다량의 물이 폭발적으로 도가니 측면을 통하

여 용융물 상부로 넘쳐 들어갔다. 결국 다량의 물이 주입된 용융물은 그림 

3.1.4-9-e와 같이 증기폭발을 시작하여 용융물이 분출되었으며, 고온의 용융물

에 의하여 화면이 백색으로 변하 다(그림 3.1.4-9-g).

증기 폭발에 의하여 크러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융물이 도가니 외부로 

배출되어 장치 내의 전선,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연소시키고, 검은 색의 연소 

기체가 발생되는 모습이 그림 3.1.4-9-h와 같이 관찰되었다. 연기가 발생하여 

가열을 중지하 지만 수냉도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냉각수는 그대로 공급

하 다. 연기 발생이 점차 심하여 상부 플렌지를 열고, 물을 주입하여 소화시켰

다.

실험장치를 해체한 결과, 장치 내부로 분출된 용융물은 그림 3.1.4-10과 

같이 지지판은 물론, 공기 실린더 상부까지 고화된 용융물이 있었으며, 실린더

를 작동시키기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를 태워 크게 손상시켰다. 수냉도가니와 

몰딩된 유도가열 코일도 손상시켰다.

수냉도가니는 그림 3.1.4-11-a에 보는 바와 같이 강력한 증기 폭발력과 

열에 의하여 손상이 매우 컸다. 특이한 사항은 손상된 도가니 내부에 원통형의 

크러스트가 형성된 것이다(그림 3.1.4-11-a와 b). 이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냉각수가 견고한 ZrO2  크러스트를 뚫지 못하고, 크러스트와 finger 사이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험부 콘크리트가 약간 용융되었지만 주로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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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량의 물이 주입된 것이었고, 

이것은 계속 바닥과 측면 크러스트를 통하여 증기 및 물로 배출되다가 결국 다

량의 물이 용융물 내부로 들어가서 증기폭발을 일으키고, 용융물이 분출되었으

며, 크러스트는 수냉도가니에 그대로 남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냉각수 

주입과정은 그림 3.1.4-12에 나타냈다.

수냉도가니에 형성된 크러스트는 무게 3.5 kg 이고, 외경 135 mm, 높이는 

낮은 쪽이 150 mm, 높은 쪽은 180 mm이었으며, 두께는 3.1 mm∼7.8 mm 사

이로서 대부분 7 mm 정도로 두꺼웠다.

  그림 3.1.4-10 실험 중 배출된 용융물에 의하여 손상된 장치(실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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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상된 Cold crucible의 finger 및 생성된 crust

b) Crust

그림 3.1.4-11 증기폭발로 분출된 용융물에 의한 손상 및 크러스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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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용융물 크러스트 주위로 냉각수의 주입 및 증기 분출과정

(실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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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ainless steel의 층분리(#2)

첫 번째 실험 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은 증기 배관의 단열, 지

속가열을 모사하기 위한 스테인리스강의 첨가, injector 상부가 용융되면서 냉

각수의 수동(passive) 주입 등 이었다. 

실험부는 그림 3.1.4-13과 같이 제작하 다. 하부의 일반 콘크리트를 23 

mm 높이로 하 고, 이 위에 두께 20 mm의 기공성 콘크리트를 설치하 다. 또

한 최상부에는 용융물에 의하여 일부가 용융되는 콘크리트를 20 mm 높이로 

설치하 다. 약 8 mm의 배관을 통하여 주입되는 물은 기공성 콘크리트를 통하

여 중앙에 설치된 관으로 주입된다. 배관 주위는 직경 4 mm인 12개의 구멍을 

내어 냉각수가 주입되도록 하 다.

지속 가열을 유도하기 위하여 ZrO2  8 kg과 스테인리스 2 kg을 충전하

으며, 평균 충전 도는 3.589 g/cm3  이었다. 코륨의 용융은 매우 양호하게 진행

되었으며, 용융 완료 후 냉각수는 순환시키면서 전력을 차단하여 용융된 코륨

을 약 300 ℃ 이하로 냉각시켰다. 이후 여러 번의 재가열을 시도하 으나 고화

된 용융물의 재가열에 실패하 다. 

수냉도가니를 해체하여 검토한 결과 용융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부

의 미용융 크러스트 무게는 1.19 kg이었고, 바닥 등을 포함한 전체 크러스트 

무게는 2.22 kg이었다. 

생성물의 하부는 금속 층으로서 주성분이 ZrO2인 크러스트에 비하여 도

가 높은 금속은 냉각되면서 수축되어 크러스트와 약 4.5 mm의 간극을 형성하

다. 금속층의 바닥에는 깊이 24.5 mm이고, 직경 4, 5, 6 mm인 여러 개의 기

공을 보 다. 크러스트를 포함한 하부 바닥의 직경은 135 mm이었다. 상부의 

ZrO2  고화물 층과 하부의 금속층은 쉽게 분리되었다. 하부 층은 금속층으로 단

단하 고, 상부 층도 약간의 금속이 함유되어서인지 잘 깨지지 않았다. 

(다) Stainless steel의 조기 배출(#3)

실험 2번의 경우 냉각 후 재가열이 되지 않아 냉각수 주입 실험

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각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융된 상태에서 실험부

를 삽입하기로 하 다. 실험 조건은 #2와 동일하며, 용융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용융 특성이 좋아지도록 #2 실험에서 생성된 ZrO2  상부층을 분쇄하여 첨가하

다. ZrO2  분말은 6.07 kg, ZrO2 덩어리는 3.63 kg, stainless steel은 2.425 kg으

로 전체 충전량은 12.125 kg으로서 stainless steel의 함유량은 20% 이다. 평균 

충전 도는 4.102 g/cm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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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3 실험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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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조건은 #2번과 유사하며, 광고온계의 최저 측정온도인 1500 ℃는 가

열 개시 8분 만에 측정을 시작하 다. 알곤기체는 가열 시작 18분전부터 계속 

주입하여 initiator의 급격한 산화 반응에 따른 용융물의 분출을 방지하 다. 가

열 개시 후 66분에 플러그를 빼고 실험부를 장입하고자 하 다. 이때 냉각수 

온도는 플러그 32 ℃, 수냉도가니 47 ℃, 고주파 발전기 24 ℃ 이었다. 플러그

를 하강 스위치를 넣고 플러그가 빠져 나오면서 용융물이 동시에 배출되었다. 

용융물이 배출되는 도중에 실험부를 장입하고자 스위치를 넣었지만 실험부가 

도가니 내부로 장입되지 않았다. 실험부 장입을 하기 위하여 몇 번의 시도하

다가 실패하 다. 플러그를 빼자마자 용융물이 배출된 것은 용융물 하부에 금

속이 형성되었고, 금속은 열전달이 우수하므로 크러스트가 매우 얇게 형성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라) 가연성 캡의 사용(#4)

Injector 형태는 그림 3.1.4-13과 유사하며, 콘크리트가 용발되기 

전에 injector를 통하여 냉각수가 배출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입되도록 냉각

수 주입 관의 상부에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가스켓과 나선을 만들어 씌웠다. 

이것은 3기압 실험에서도 누수 되지 않음을 보 다.

실험은 ZrO2/Zr을 80/20으로 혼합하여 용융시켰으며, 고주파 유도가열에 

의하여 충분히 용융된 후에 플러그를 빼내고, injector를 삽입했다. 곧 바로 증

기가 발생하는 것을 CCTV에 의하여 탐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코륨의 융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콘크리트의 융점이 매우 낮으므로 충전물의 바닥 크러스트

가 용융되지 않았지만 injector의 콘크리트가 용발되고 폴리에틸렌 캡이 용융되

어 그림 3.1.4-12와 유사한 형태로 냉각수가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injector를 삽입하여도 용융물 크러스트가 깨지지 않아서 냉각수가 크러스트와 

finger 사이로 흐르면서 증기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는 그림 3.1.4-14와 같이 기공성 콘크리트 상부의 모든 폴

리에틸렌 캡과 대부분의 콘크리트가 용발되어 없어졌으며, 이에 비하여 수냉도

가니에 고화된 생성물은 냉각수가 침입한 통로가 없었고, finger와 고화 용융물 

사이의 크러스트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 데이터 획득 장치와 계측기들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측정

하고자 한 측정 변수이 잘 측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변수들을 그림으

로 나타내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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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4 실험 후 Injector의 모습(#4)

그림 3.1.4-15는 냉각수 주입부로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이다. 이 실험에서

는 냉각수 밸브를 열고 냉각수 주입부를 장착하자마자 (4280 초) 냉각수의 유

량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냉각수 주입부의 희생 콘크리트가 녹기 전이므로 누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3.1.4-16은 냉각수 주입부의 콘크리트에 장착된 열전대의 온도를 보

여준다. 주입부를 장착하고도 냉각수의 누수로 인해, 희생 콘크리트의 온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4880 초 경에 냉각수 밸브를 잠궈 냉각수가 주입부

에 흘러가지 못하게 하 다. 그때부터, 콘크리트의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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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전대의 온도가 1500K까지 증가하 을 때 (5200 초), 희생 콘크리트가 다 

녹아 냉각수가 용융물로 주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밸브를 열어 냉각수

를 흘려보냈다. 이러한 동작은 이후에도 한차례 더 반복되었다.

이때 그림 3.1.4-17 ~ 20에서 보는 것처럼, 급작스런 증기의 온도 변화, 압

력 변화 그리고 수증기 유량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증기의 온도가 낮고 발생량

이 곧 줄어들어, 희생 콘크리트가 일부만 용융되어 냉각수 주입이 작다고 판단

하 다. 이때 증기의 온도가 수증기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가열된 

공기가 흘 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시 냉각수 주입을 멈추고 콘크리

트가 완전히 용융되기를 기다렸다. 이때, 증기의 발생이 멈춰서, 대기온도가 급

격히 감소하 다. 그리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온도가 다시 상승되었으며, 곧 

열전대가 파손되었다.

다시 냉각수를 주입하면서 증기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 으나, 증기유량

은 측정되지 않았다. 이 원인은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데이터 획득 장치와 계측기가 잘 작동하므로 다음 실험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림 3.1.4-15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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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6 냉각수 주입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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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7 보호용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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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8 증기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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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9 증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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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0 증기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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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검토

4회의 실험에서 수냉도가니에 plug와 injector의 교체기술, sacrificial 

concrete역할, passive water injection 등은 성공되었다. 문제점은 용융물의 지

속가열성과 용융물 내로 냉각수의 주입이었다.

 지속가열성 : 철, 지르코늄 및 Stainless steel 금속 같은 것을 첨가하면 

지속 가열 가능할 것이지만, 하부 크러스트 두께가 너무 얇게 되는 문제

가 있다. 또한 철은 다른 물질들과 합금을 쉽게 만들어 처리하기 어렵

고, 지르코늄은 증기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크러스트 문제 : ZrO2는 크러스트가 견고하므로 injector 상부에 크러스

트를 파괴할 수 있는 쐐기 등을 설치하여 크러스트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코륨 주성분인 UO2를 혼합하면 크러스트가 

훨씬 쉽게 파괴되지만 방사성물질을 취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융점이 낮은 용융물의 선택과 금속의 첨가에 따른 용융방법

에 대한 기초실험이 보다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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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핵물질인 코륨 용융물 (3000 K, 약 20 kg)을 사용하여 증

기폭발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SERENA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 쟁점으

로 파악된 물질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금속이 포함된 경우의 

UO2/ZrO2/Fe/Zr 혼합용융물을 사용한 증기 폭발 실험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물질효과의 향을 파

악하 다. 그 결과로 금속이 포함된 코륨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증기폭발의 강

도가 금속이 없는 코륨 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물질을 사용한 

이 실험으로 실험결과의 적용성을 높 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초고온, 초고속 거시 현상 규명을 위한 주요 변수

를 복사온도계와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미시적 현상 규명을 위한 

실험 후 데브리  물리 화학 분석을 수행하여 증기폭발의 폭발성이 용융물질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희귀 기술 분야로 SERENA에서 제기된 증기폭발시 기포율의 측정

을 위한 새로운 계측 방법론인 축방향 토모그라피의 개발을 위탁 과제로 수행

하고 있다.

증기폭발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 증기폭발 실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증

기폭발 실험을 평가하 고 또 물질효과의 향을 평가하 다. 그리고 SERENA 

1단계를 종합하여 Ex-vessel steam explosion의 경우 증기폭발의 위해도가 있

음을 알았고, 또 계속적인 증기폭발 실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프랑스의 

KROTOS 실험과 공동으로 SERENA 2단계를 제안하 다. 필요한 자료는 증기

폭발시 혼합물의 기포율 및 용융물율과, 용융물의 물질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다.

또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

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Core catcher 개념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난 2단계에서 국내에 출원하 던 Core catcher 개념에 관한 2건의 특

허를 국내에 등록하 고, 국제특허를 위해 2건의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하여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Core catcher 개념의 

증명을 위하여 원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실험에서 향후 Core catcher 개

념의 원리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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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소염망 원리와 원전에서의 소염망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실험결과는 보

고서[3.2.1-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실제 원자로 조건과 가능하면 유사한 조건에서 계측기 보호를 위해 소염망 

성능 실험 결과를 기술하 다. 실험변수는 화염가속, 모델기기표면에서 소염망

까지의 거리, 초기 가스온도, 연소실에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장애물 효과 등에 

대해 소염망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1.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 

화염가속을 위해 그림 3.2.1-1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실험 장치

는 연소실, 가시화 장치, 점화장치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연소실은 연소기간 

동안 수소농도에 따라 새도우(Shadow) 시스템을 통해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염전파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 다. 화염가속 실험 장치 구축을 위해 

연소가 발생하는 반대편에 확장용기를 설치하 으며, 연소실과 확장용기 사이

에 연소압력에 발생되는 압력보다 약간 낮은 압력에서 쉽게 파손 될 수 있는 

비닐의 종류를 선정하 다. 비닐은 일반비닐, 전자부품 덮개용 비닐, 일반가정

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화염가속을 위해 연소 

격실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장애물에 의해 화염이 가속되도록 하 다. 소염

망에서 모델기기까지의 거리를 변화시켜 소염망의 위치에 따른 모델기기의  손

상 가능성을 실험하 다. 원전 사고시 격납건물 내 대기가스의 온도가 상온보

다 높을 것이므로 초기 가스 온도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연소실 주위에 원통형 

히터를 설치하 다. 

가. 연소격실 5개와 확장 용기에서의 실험

그림 3.2.1-2는 연소격실 5개와 확장용기에서의 실험장치로 먼저 실험 장

치에서 얻을 수 있는 화염속도를 측정하 다. 연소실의 전체길이는 약 1.65 m

이다. 실험에서 약 9 %의 수소농도를 사용하 다. 초기온도가 대기온도이고, 

수소농도가 9 %인 경우 수소 주입 후 연소실내의 압력은 약 0.1 bar이다. 따라

서 연소실과 팽창실사이의 압력차이가 0.1 bar보다 약간 높은 압력에서 터지는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연소시작과 더불어 비닐이 파손되어 점화원에서 시작된 

화염은 팽창실까지 전파해 나간다. 연소실과 팽창실사이의 압력차이가 0.1 bar

에서 터지는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화염속도는 약 3 m/s 정도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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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기기주위 소염망 설치 모습

실험 결과 소염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소 농도 9%에서 온도가 두 번

째 격실에서 가장 높으며, 모든 모델기기 표면에서 최대 200˚C 정도로 나타났

다. 모델기기 주변의 가스 온도는 열전대의 위치에 따라 전면, 상면, 측면 순서

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1-6). 압력은 연소실과 팽창실 모두 

0.3 bar까지 증가하 다. 그림 3.2.1-7은 모델 기기를 5번째 격실의 중앙 즉 화

염 전파 통로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화염전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1-1 상온에서 실험 경우 및 화염속도

Test No. 메시종류 비닐 종류 비닐파손압력[bar]
화염속도

[m/s]

1 1 0.1 2.17

2 1 1 0.1 2.17

3 1 2 0.4 25

4 2 1 0.1 2.17

5 2 2 0.4 8.33

6 3 1 0.1 3.33

7 3 2 0.4 25

8 4 1 0.1 3.12

9 4 2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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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염망을 모델기기 주변에 설치하 을 경우는 화염속도가 낮은 경우(표 

표 3.2.1-1의 Test No.2)와 화염속도가 빠른 경우 (표 3.2.1-1의 Test No.9)에서 

그림 3.2.1-8과 3.2.1-9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 농도 9 %에서 가스의 온도가 두

번째 격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기표면의 온도는 50 ℃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모델 기기 주변에서 화염전파 과정은 모델기기 상부를 통해 급

격히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부는 다소 시간 차이를 두고 전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10과 3.2.1-11은 두 경우에 대한 소염망 주위의 화염 이미

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델기기 표면으로부터 소염망까지의 거리가 

10 - 40 mm인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소염망이 모델기기 보호역할을 하 으며, 

화염속도가 약 30 m/s 인 경우도 모델기기 보호역할을 하 다. 즉 소염망을 설

치한 경우 모델기기 주변의 최대 온도는 100 ˚C 미만으로 중대사고시 필수기기

의 제작사 검증 온도보다 훨씬 낮아 기기의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었다. 

한편, 화염속도가 빠른 경우 격실사이에 소염망을 설치하 을 때 소염망

의 성능 평가 실험이 수행되었다. 단일 Sheet의 소염망을 사용하는 경우 화염

이 가속되기 전 까지는 화염속도가 낮아 소염이 이루어졌으나 연소실과 팽창실 

사이에 비닐이 터짐과 동시에 화염이 약 30 m/s로 가속이 된 후에는 소염망이 

격실간 화염전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염망을 두장 겹쳐

서(그림 3.2.1-12) 격실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염망이 약 30 m/s의 화염도 소

염이 가능하 다(그림 3.2.1-13).          

그림 3.2.1-8 표 3.2.1-1의 Test No.2에 대한 압력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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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Pressure 

Transmitter

         
그림 3.2.2-2 압력계 보호용 

소염망 

그림  3.2.2-3 소염망 전면도

        

그림 3.2.2-4 소염망 좌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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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소염망 우측면도 

  

그림 3.2.2-6 보호용 소염망 하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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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소염망 걸쇄

  

그림 3.2.2-8 소염망 조인트

             



- 182 -

표 3.2.2-1 기기보호용 소염망 시작품 명세서

기기보호용 소염망 시작품 명세서

제원 및 성능

재질 S.S 수소농도 9 % 이내

간극 0.3 mm 화염속도 30 m/s 이내

기기와 소염망 거리 40 mm 이내 설치방법 유지 관리 고려

사용예시

원자로내 압력

측정을 위해 사

용 될 수 있는 

압력 측정기기

와 이를 소염망

을 이용하여 둘

러싼 모습을 보

여주고 있음. 소

염망은 수소연

소의 온도하중

으로부터 기기

를 보호하는 경

우 사용 할 수 

있음.

종류 : Pressure Transmitter

소염망

 

소염망 감싸

기 전

  

소염망 감싼 후

개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전연

구 센터

연 락 처

(Tel.)
042-868-8997

주요 성능과 제원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치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술 사양 범위 비고

재질 S.S
화염에서 소염망으로의 열전달을 크게 하

고, 견고함을 유지 함.

간극 0.3 mm
0.3 mm 큰 부분이 있는 경우 Pinhole 현상

이 발생 할 수 있음.

기기 소염망 거리 40 mm 이내
이 보다는 큰 경우는 기기의 온도가 상승 

할 수 있음.

수소농도 9 % 이내
수소폭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소염망

의 망실이 우려됨.

회염속도 30 m/s 이내
이 보다 높은 경우의 화염속도는 소염망의 

망실이 우려됨.  

설치방법 유지관리고려  유지 관리 편리성 고려하여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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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염망 성능 평가 모델 개발

격실간 소염망 성능이 어떤 연소 조건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모델은 소염망의 단일 요소에서 화염에서 소염망으로의 열전달 모델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화염 냉각 모델은 첫째 화염 냉각이 소염망

의 벽면을 통해 전도열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기존의 두개의 평판사이의 화염냉

각 모델을 본 실험에서 수행한 사각모형의 화염냉각 모델로 확장한 모델

(Model I)과 두 번째는 화염에서의 열손실을 화염으로부터 대기로의 전도 열손

실과 화염에서 소염망 벽면으로의 열전달을 대류 열전달로 이루어지는 경우인 

기존 연구자의 모델을 사용하 다(Model II).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2.3-1]에 유도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두 모델에서 화염으로부터 Mesh로 전

달되는 열전달 방식에 따라 표 3.2.3-1 같은 소염거리식이 유도될 수 있다.

표 3.2.3-1에서 소염거리는 모델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사용자는 어

떤 모델을 적용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초기압력과 화염속도를 고려 

할 수 있는 일반 상관식이 필요하다.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위 식을 적용한 결

과 그림 3.2.3-1과 3.2.3-2와 같다. 이 그림으로부터 연소조건에서 )VPρ/(ρ fbu 이 

10-5 보다 큰 값을 가지면 소염이 이루어지고, 10-5 보다 작으로 소염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표 3.2.3-1에 실험결과에서 유도한 임계소염거리를 적용한 결과가 

그림 3.2.3-3과  3.2.3-4와 같다. 그림에서 d/B가 1.0E-5인 경우가 실험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Sαeβ5.4d L=  의 소염거리 모델이 건조공기 

조건에서 초기 압력이 1기압부터 2.2기압의 수소농도 10%와 30%인 경우에 대

해 가장 잘 일치하 다. 그러므로 주어진 연소조건에 대해 Model II-3을 사용

하여 주어진 연소조건에서 소염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표 3.2.3-1 Model I과 II 의 소염거리

소염거리
전도 대류

선형온도분포 일정온도조건 일정 열속조건

Sα4d L=
(Model I-1)

Sα4.88d L=
(Model I-2)

Sα5.34d L=
(Model I-3)

Sαeβ4d L=
(Model II-1)

Sαeβ4.9d L=
(Model II-2)

Sαeβ5.4d L=
(Model 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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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팽창비,압력,화염속도와 소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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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팽창비,압력,화염속도와 소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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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Model I의 d/B 

Model I-1 Model I-2 Model  I-3

1.0x10-5

2.0x10-5

3.0x10-5

4.0x10-5

5.0x10-5

6.0x10-5

7.0x10-5

d/
B

 H2:Air=10:90 
 H2:Air=30:70

그림 3.2.3-4 Model II의 d/B

Model II-1 Model II-2 Model II-3
0.0

5.0x10-6

1.0x10-5

1.5x10-5

2.0x10-5

d/
B

 H2:Air=10:90 Single
 H2:Air=10:90 Multiple
 H2:Air=30:70 Single
 H2:Air=30:70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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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수소연소 발생시 화염가속 및 초기 대기온도 효과를 고려한 소염망의   

기기 건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 다. 소염망을 이용한 기기 건전성 확보 방안

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격실간 화염가속 실험을 수행하 다. 화염가속을 위

해 연소실 끝에 팽창실을 사용하여 연소실과 팽창실 사이에 적절한 압력에서 

파손되는 비닐을 선정하고, 연소실의 격실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염가속

을 유도하 다. 초기 대기온도 효과를 위해 연소실 주위에 히터를 설치하 다. 

실험결과 소염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소 농도 9 %에서 온도가 두 번째 격

실에서 가장 높으며, 모든 모델기기 표면에서 최대 200 ˚C 정도로 나타났으며, 

화염속도가 빠를수록 모델기기의 표면온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델기기 표

면으로부터 소염망까지의 거리는 10 mm - 40 mm 까지 변화시킨 결과 모델기

기의 표면온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초기 대기온도가 상온인 경우와 50 ˚C인 

경우에도 모델기기의 표면온도는 기기검증 온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소염망은 화염속도가 75 m/s 보다 낮고, 대기온도가 50 ˚C 보다 낮은 경우 

기기 보호 역할을 하 다. 실험결과는 바탕으로 기기보호용 소염망 시작품 명

세서를 작성하 으며, 실제 압력측정에 흔히 사용되는 압력계를 사용하여 사용

예시와 소염망의 제작방법을 간단히 제시하 다. 실험결과의 해석은 어떤 연소 

조건까지 격실간 소염망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연소조건에서 )VPρ/(ρ fbu 이 10-5 보다 큰 값을 가지면 소염이 이루어지고, 

10-5 보다 작으면 소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Sαeβ5.4d L=  의 소염거리 모델이 

건조공기 조건에서 초기 압력이 1 기압부터 2.2 기압의 수소농도 10 %와 30 %

인 경우에 대해 가장 잘 일치하 다. 그러므로 주어진 연소조건에 이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연소조건에서 소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염

망은 수소연소시 기기 보호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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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

여기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전략 수립에서 가장 불확실한 쟁점인 증기폭발 

및 MCCI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구축하고자 하 다. 진행중인 

OECD/SERENA, MCCI 등 관련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 다.  OECD/SERENA 1단계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TEXAS-V, 

TRACER등의 증기폭발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고, 대표 원전에 대한 동하중 해

석을 수행하여 참여국의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국내 대표 원전에 대한 

해석도 수행하 으며, 아울러 TROI 증기 폭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수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 다. MCCI 해석 방법론 개선에서는  

OECD/MCCI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해, Water Ingression, 2-D Ablation 현

상에 대한 실험 자료를 입수하고, 입수된 자료를 이용하여 CORCON 및 

CORQUENCH 모델의 검증 및 개선을 수행하 다. 국제 공동 연구와 병행된 

Workshop을 통해 외국의 해석 결과 비교 검토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의 국제적

인 신뢰도를 높 다. 

1. 증기폭발해석 방법론 개선/적용

가. 분쇄모델 개선 검증

본 연구의 목표는 용융물-냉각수 반응의 분쇄모델 개선을 통한 증기폭발 

전산해석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내용으로 (1) FCI 분쇄모델 개선: 4-Fluid 다상유동 전산모델 개발 및 

용융물 breakup 전산 모델 개발, (2) 실험 자료를 이용한 개선 모델 검증: 검증

용 실험 데이터 TROI 및 FARO 실험 분석 및 검증 해석 등이다.

본 연구는 OECD/NEA/CSNI 주관으로 2002년 1월부터 시작한 증기폭발 

해석코드 검증 국제공동연구 SERENA 참여의 일환으로 국내 코드인 

TRACER-II의 검증 및 모델 개선이 주 연구내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원자로 안전해석에 적용할 증기폭발 모델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으

로 일치된 증기폭발 해석 방법론을 도출하여 증기폭발 하중해석에 있어 신뢰도

를 높이는 기대성과가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모델에 대한 요약을 기술하 으

며 상세 내용은 위탁연구보고서를[3.3.1-1] 참조하기 바란다.

(1) 용융물 Jet 분쇄 모델 (Jet Brea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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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물 분쇄(Melt Breakup) 모델은 혼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현재 크게 (a) Semi-empirical correlations, (b) Rayleigh-Taylor 

instability (RTI), (c) Kelvin- Helmholtz instability (KHI)의 현상으로 구분된

다. 실험상관식은 이용하기에 용이하나 실험 데이터의 부족으로 적용범위가 검

증되지 않고 있으며, instability에 대한 자세한 모델들은 현상학적으로 더 자세

히 묘사하고 있으나 이의 복잡한 관계식 및 해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 해석코드

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응 현상에 대한 해석코드로 혼합(Mixing) 해석을 할 

수 있는 코드로 PM-ALPHA, CHYMES, COMETA, IKEJET, TEXAS, IFCI, 

MC3D, JASMINE 및 TRACER-II 등이 있다. 이들 코드들은 용융물의 분쇄를 

계산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letcher와 Thyagaraja는 가압경수로에서 용융노심과 냉각수의 혼합을 모

사하기 위하여 천이상태, 2차원적, 2상 유동 모델(용융물과 냉각재) CHYMES

를 개발하 다. CHYMES에서는 Pilch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용융물 분쇄모델

을 사용한다.

dD
dt
 = -Co|Vr|

ρ l
ρ f                                           (3.3.1-1)

여기서, D  , Vr, ρ l, ρ f, Co는 각각 용융방울직경, 용융물과 주위 유체와의 

상대속도, 냉각재 도, 용융물 도, 경험상수(=0.245)를 말한다. Pilch의 분쇄모

델을 사용하고 있는 코드로 SNL의 Young이 개발한 IFCI와 Bang and Park에 

의해 개발된 TRACER-II가[3.3.3-2] 있다.

Chu와 Corradini는 동력학적인 용융물 분쇄모델과 계면 질량, 운동량, 에

너지 수송에 관한 상관식을 도입함으로써 용융물-냉각재반응의 혼합과정 해석

모델 TEXAS-V를 개발하 다. Chu와 Corradini는 Pilch의 액체방울의 다단계 

쪼개짐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용융방울이 형태가 변형되고 동력학적으로 명확

하게 몇 개의 작은 용울방울로 쪼개지는 가정 하에 동력학적 쪼개짐 모델을 개

발하 다. 쪼개짐 모델에는 Taylor 불안정성만이 고려되었으며 수평방향의 속

도차에 의한 전단력(Shear Force)은 무시되었는데, 이는 증기막의 존재로 인해 

이들 효과가 작다고 본 때문이다.

 

D(T
+
) = D(0)exp(-C 1(T

+
)
C 2
We

C 3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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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CER-II 모델

용융물을 jet과 particle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체로 취급한 

3-fluid 모델을 개선하여 용융물을 jet과 particle에 대해 각각의 지배방정식을 

적용한 4-fluid 모델을 구축하 다.

Continuity Equations

∂α fρ f
∂t

+∇∘(α f ρ fu f)=-Ffr  

∂α jρ j
∂t

+∇∘(α j ρ ju j)=-Fjb  

 
∂α lρ l
∂t

+∇∘(α l ρ lu l)=- J  

∂α gρ g
∂t

+∇∘(α g ρ gug)= J  

(3.3.1-3)

Momentum Conservation

∂
∂t
(α fρ f u f )+∇⋅(α fρ f u f u f ) =-α f∇p+Kgf( ug- u f )

+Klf ( u l- u f )+α fρ fg-Ffru f
 

∂
∂t
(α jρ j u j)+∇⋅(α jρ j u j u j ) = -α j∇p+Kgf( ug- u) j+Klf ( ul- u j )

+α jρ jg-(Fjb+Fjf)u j
 

∂
∂t
[ (α lρ l + α dbρ db) ul ] +∇⋅[ (α lρ l+α dbρ db) ul u l ]  =

-(α l+α db)∇p+Kgl( ug- ul )-Klf( ul- uf )

- J [δ(J) ul-δ(-J) ug ]+δ(α l)Ffr u f+(α lρ l+α dbρ d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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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α gρ g ug )+∇⋅(α gρ g ug ug)=-α g∇p-Kgl( ug- ul )

-Kgf ( ug- uf )+J [δ( J) ul-δ(- J) ug ]+[1-δ(α l )]Ffr u f

+α gρ gg
 

(3.3.1-4)

Energy Conservation

∂
∂t
(α fρ fI f) + ∇⋅(α fρ fI f u f ) = - Q̇ fg- Q̇ fl-h fF fr  

∂
∂t
(α jρ jI j) +∇⋅(α jρ jI j u j) = - Q̇ jg- Q̇ jl-(Fjb+Fjf)h j

∂
∂t
(α lρ lI l)+∇⋅(α lρ lI l u l )=-p (

∂α l
∂t
+∇⋅(α l u l ))-h ls J

-Rls(Tl-Ts)+ Q̇ fl+δ(α l)Ffrh f
 

∂
∂t
(α gρ gI g)+∇⋅(α gρ gI g ug )=-p (

∂α g
∂t
+∇⋅(α g ug ))

+hgs J-Rgs(Tg-Ts)+ Q̇ fg+[1-δ(α l )]Ffrh f
 

(3.3.1-5)

각 cell에서 용융물 particle에 대한 length scale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α fρ fL f
∂t

+∇∘α fρ fLfu f=-Γ bk-Γ fr+Γ jb                             (3.3.1-6)

용융물 jet의 분쇄 원인으로 jet 측면에서 발생하는 Kelvin-Helmholtz 

instability와 jet의 leading edge에서 발생하는 boundary layer stripping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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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b = dMBLS/dt+dMKHI/dt  

dMKHI/dt=CEFAjs*ρ jetn maxλ p  

dMBLS/dt =  ρ jet
⌠
⌡2πUrdr  ; at R over region δ  

(3.3.1-7)

여기서 Kelvin-Helmholtz instability에 대한  growth rate와 wavelength

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 p=
2ρ jetρ iV

2
rel jet, i

3(ρ jet+ρ i)σ jet, i                                              (3.3.1-8)

n
2
max =

ρ jetρ ik
2
pV
2
rel jet, i

(ρ jet+ρ i)
2 -

σ jet, ik
3
p

ρ jet+ρ i                                  (3.3.1-9)

λ p=
2π
kp  

Boundary layer stripping에 대한 모델은 경계층의 속도 및 두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사용한다.

U=Uoexp [-y/δ]
1/2                                            (3.3.1-10)

δ = 0.5Cf[πR]
1/2, Cf = [4ν f/Uo]

1/2

나. Lagrangian 모델 개선

(1) Lagrangian 모델 개선

혼합 압력을 검증인자로 한 혼합계산은 증기폭발 혼합/폭발계산에 있

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즉, 폭발압력이 혼합체의 압력에 의존하

지 않고 혼합체의 기포계수와 용융물의 크기 분포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 단계에서는 혼합실험의 데브리 크기분포를 검증인자로 하여 혼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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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검증한 뒤 혼합/폭발계산의 일관성을 검토하 다. TROI-20 실험은 코륨

을 사용한 증기폭발 혼합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혼합 실험 완료 뒤에 데브리

를 수거하여 체분리로 데브리의 크기분포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가 그림 

3.3.1-1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1-2과 그림 3.3.1-3에는 TROI-20에 대한 Old breakup과 New 

breakup모델을 사용한 혼합계산을 수행한 뒤 데브리의 크기분포를 제시하 다.  

Old breakup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데브리의 크기 분포가 2∼4.75mm인 하

나의 스펙트럼으로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Old breakup모델의 경우 RTI 하나의 

메카니즘만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TROI-20의 그 평균적인 데브리 크기가 

3.67mm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크기를 예측하고 있다고 본다.

New breakup의 경우 실험에서와 같이 데브리의 크기가 여러 개의 스펙

트럼으로 나와 있으나, 그 구체적인 값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치는 2∼4.75mm를 피크로 한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춘데 비해, 계산

치는 0∼0.425mm를 피크치로 하고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ew breakup 모델에서 KHI 메카니즘으로 인한 용융물 제트 파쇄시 

데브리의 크기가 너무 작게 계산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TROI-20 계산 결

과 Old breakup 모델의 데브리 크기 분포는 하나의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평균

적인 크기에 있어서 합리적이나, New breakup 모델의 경우 데브리 크기 분포

가 여러 개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분포가 실험치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New breakup모델의 KHI로 생성되는 데브리의 크기가 너무 작게 

계산되므로 KHI 모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로, KHI 메카니즘으로  생성되는 용융물의 크기에 5배를 하고 KHI로 생성

되는 용융물의 양에 12배를 하여(12*Co and 5*λ ) 그림 3.3.1-4과 같이 그림 

3.3.1-1의 실험치와 유사한 데브리 크기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수정된 

breakup 모델을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이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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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ROI-20

그림 3.3.1-2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old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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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new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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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modified new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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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및 폭발계산 검증

독립적인 폭발모델의 검증은 지난해에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이 절에

서는 앞 절에서 도출된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이 Old breakup 모델과 함

께 일관성 있는 혼합/폭발 계산을 보여주는지 검토한다. K-44계산의 경우 Old 

breakup, New breakup,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의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L-33 계산의 경우에 New breakup의 경우에는 Old 

breakup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게 나왔으나, 그림 3.3.1-5의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의 경우 그 피크치나 거동에 있어서 그림 3.3.1-6의 Old breakup 

모델 사용시의 계산치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의 경우 Old breakup 모델의 혼

합/폭발 계산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증기폭발의 폭발압력은 혼합

체의 압력보다는 혼합체의 조건 특히, 데브리의 크기 분포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한 것이다. 

그림 3.3.1-5 L-33 Explosion pressures–Old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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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L-33 Explosion– Modified new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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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과 같은 초기조건을 활용한 혼합/폭발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

림 3.3.1-8과 3.3.1-9에는 Breakup 모델에 따른 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1-8에서 Modified new breakup 모델에 의한 폭발압력이 Old breakup

의 폭발압력 피크치와 유사하나 그 파의 폭이 4ms로 작고, New breakup 모델

에 의한 폭발압력 피크치는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3.1-9에서 Modified new breakup 모델에서는 계산된 원자로공동 

바닥에서의 충격량이 70 kPa.sec과  Old breakup 모델에서 계산된 충격량 170 

kPa.sec에 비해 매우 작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림 3.3.1-8에서와 압력파형

의 폭이 Old breakup모델에 의한 것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은 폭발압력의 피크치에 있어서 Old 

breakup모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

다. 이것은 Modified new breakup 모델에 의한 혼합체의 조건이 Old breakup 

모델과는 다르며, 이것은 데브리 크기 분포의 스펙트럼 유무, 기포계수 분포 등

의 혼합체의 다른 조건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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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노외 증기폭발 TEXAS-V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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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Explosion pressur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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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Explosion impuls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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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혼합모델 검증방법은 혼합압력을 검증인자로 사용하

는 것이다. L-14 계산 수행결과 New breakup 모델과 Old breakup 모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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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예측에 있어서 합리적이었으나, 혼합/폭발계산에 있어 L-33계산에서는 그 

절대적 압력수치에 있어서 실험치와 매우 달랐으며, 특히 두 Breakup모델을 이

용한 결과가 서로 상이하 다. 

이렇게 혼합압력을 검증인자로 하는 기존의 검증 방법은 혼합/폭발계산의 

일관성을 보증하지 못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혼합압력의 정확한 예측이 혼합

체의 조건의 합리적 예측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혼합/폭발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혼합실험에서 측정된 

데브리의 사이즈를 이용한 혼합모델 검증 방법을 제안하 다. TROI-20 혼합실

험의 계산 수행결과 Old breakup 모델은 그 메카니즘상 데브리 크기분포의 스

펙트럼은 한 개에 불과하나 평균적인 크기에 있어서 합리적이었다. 

New breakup 모델의 경우에는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있으나, 그 분포가 

실험치와는 매우 상이하 다. New breakup 모델의 KHI 파쇄모형의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여 TROI-20 실험결과에서 측정된 데브리의 크기 분포에 근접한 

결과를 줄 수 있게 파쇄율 모형 상수와 파쇄크기 모형 상수에 각각 12배와 5배

로 조정한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을 도출하 다.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의 혼합/폭발 계산 수행결과 K-44 계산은 물론 L-33계산에 있어서도 Old 

breakup 모델과 일관성 있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검증된 TEXAS-V 코드를 활용하여 실제 원자로 스케일의 노외증

기폭발 예제 계산을 수행하 다. Modified new breakup 모델은 그 압력의 크

기에 있어서는 Old breakup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그 압력파의 폭에 있어

서는 작았으며, 이것은 원자로공동 바닥에서의 임펄스가 70 kPa.sec로 Old 

breakup 모델의 170 kPa.sec에 비해서 매우 낮게 평가 되었다. 

전형적인 원자로공동의 콘크리트의 저항력을 고려할 때 70 kPa.sec과 170 

kPa.sec은 매우 다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Old breakup 모델이 데브리의 

크기 분포에서 하나의 스펙트럼만을 주고, 이러한 차이가 기포계수에도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검증계산으로 사용되는 K-44 실험은 알루미나를 사용한 실험

이고 코륨 실험인  L-33 실험의 경우는 폭발 전파가 잘 되지 않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모사실험의 용융물 투입 직경이 5 cm정도로 

50 cm 상정된 노외증기폭발 예제에 비해서 매우 작다는 것이 Breakup 모델의 

차이를 더욱 확장한다는 점에서 좀 더 큰 제트직경을 가진 증기폭발 실험 데이

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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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질 효과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 (TEXAS-V)

(1) TEXAS-V를 활용한 TROI-13 실험 해석-개요

본 절에서는 원자로의 경우 해석에 많이 활용된  TEXAS-V를 활용

하여 TROI-13 실험을 해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실제 원자로의 증기폭발 해석

에 활용하고자 한다. TROI 실험에서는 다양한 민감도 분석 실험이 수행되었으

므로 여러 가지의 증기폭발 현상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TROI 실험에서는 용융

물 구성, 냉각수 깊이, 냉각수 단면적 등이 용융물-냉각수의 반응 형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륨의 구성비에 따라 증기폭발의 확률

과 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TEXAS-V를 활용한 TROI 해석에 있어서 용융물의 물성치로 인한 

효과, 냉각수의 깊이에 따른 효과, 냉각수의 넓이에 따른 효과를  TEXAS-V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지를 평가하고 이것을 실제 원자로의 증기폭발 해석에 적

용하고자 한다.

TROI-13 실험에서는 UO2와 ZrO2의 질량비가 70:30인 코륨 용융물 2.26 

kg을 3.8 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압력 0.1 MPa,  온도 292 K, 수심 0.67 m

인 냉각수에 투입하 다. 이 실험에서는 자발적인 증기폭발이 발생하 으며, 이

때 발생한 압력파는 폭이 1 ms이고 높이는 7 MPa이 다[3.3.1-3]. 

(3) TEXAS-V를 이용한 TROI-13의 해석

(가) 입력조건

TEXAS-V를 이용한 TROI-13의 해석을 위한 입력조건이 그림 

3.3.1-10과 표 3.3.1-1에 제시되어 있다. 반응용기 부분은 단면적 0.2827 m
2이고 

높이 0.06 m인 격자가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압력용기, 슬라이딩밸브, 용융로 

용기를 포함하는 대기 부분은 단면적이 7.62 m2이고 높이가 0.0623 m인 20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TEXAS-V 코드의 증기폭발 모델에 대한 주요상수가 표 3.3.1-1에 제시되

어 있다. 혼합계산 에서는 Rayleigh-Taylor instabilities에 의한 분쇄 모형 중 

용융물 제트의 첨두 부분을 추월하는 용융물들을 분쇄시키는 Coherent jet fuel 

fragmentation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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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TROI-13의 TEXAS-V 

입력조건

표 3.3.1-1 TROI-13의 주요입력조건 및 TEXAS-V코드의 주요인자

TROI-13 주요입력조건 TEXAS-V 코드 주요인자

Melt mass(2.26 kg)

Composition(70:30 Corium) 

Free Fall ( 3.8 m) 2.6 m

Pressure (0.1 MPa) 0.2 MPa

Water Area (0.283 m2) 0.071 m2

Water Depth( 0.67 m) 0.95 m, 1.3 m

NBREAK=2

IENTRY=1(Old breakup)

IENTRY2=1(Coherent jet model)

CFR=0.002(default)

RFRAG=1.0e-4 m

PTRIG=1 MPa

Flooding Height(111)=1.5

Particle Number=1.0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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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수 수증기의 응축관련 상수 C(47)에 대한 검토계산

혼합모델에서 특히, 냉각수의 과냉각도가 클 때 문제가 되는 C(47)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C(47)은 응축모델에 관련된 최소 기포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상수는 응축모델에 큰 향을 미치며 이 상수 값이 크게 

되면 응축이 작게 되고, 이 상수 값을 작게 하면 응축이 커지게 된다. 응축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냉각수의 기포계수가 달라져서 용융물/냉각수의 반응 거

동이 달라지게 된다. 

C(47)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가 그림 3.3.1-1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폭

발압력거동이 C(47)=100e-3일 때가 TROI-13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3.1-12에는 TROI-13에 대해서  C(47)=100e-3일 때 계산된  증기폭

발 압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1-11 C(47)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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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f TROI-13 during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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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OI-13을 기준으로 한 민감도 분석

(가) 주요입력조건 검토

TROI-13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조

건을 TROI-13을 이용하여 표 3.3.1-2와 같이 초기조건 및 TEXAS-V 모델 상

수를 선정하 다. 용융물의 질량을 제외한 TROI-13의 모든 조건과 동일한 조

건을 사용하 다. TROI-용융물의 냉각수에 투입된 용융물의 질량은 2.26 kg 

이 으나, 냉각수의 깊이 등에 따른 용융물 질량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

기 위하여 당초 2.26 kg의 용융물 투입량을 10 kg까지 늘리고, 용융물이 바닥

에 닿을 때까지 용융물이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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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Initial condition and model constant for sensitivity study of 

TROI-13

TROI-13 주요입력조건 TEXAS-V 코드 주요인자
Melt mass(2.26 kg-> 10 kg)

Composition(70:30 Corium) 80:20, 0:100 

Corium 

Free Fall (3.8 m) 2.6 m

Pressure (0.1 MPa) 0.2 MPa, 0.4 MPa

Water Area (0.283m
2) 0.071m2, 0.0154m2

Water Depth(0.67 m) 0.95 m, 1.3 m

NBREAK=2

IENTRY=1(Old breakup)

IENTRY2=1(Coherent jet model)

CFR=0.002(default)

RFRAG=1.0e-4 m

PTRIG=1 MPa

Flooding Height(111)=1.5

Particle Number=1.0e6

(나) 주요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종합

그림 3.3.1-13에는 수정된 TROI-13의 실험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TROI 실험에서 수행된 여러 민감도 분석 실험을 반 할 수 있는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계산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TEXAS-V 폭발계산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는 용융물 성분, 냉각수 단면적, 냉각수 깊이이며 그 외 자

유낙하거리, 대기압력, 용융물 온도 등은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3.1-13 Sensitivity study on TRO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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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융물의 조성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

그림 3.3.1-14에는 TEXAS-V를 사용하여 용융물의 성분이 증기

폭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폭발압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ZrO2 

100 % 성분인 용융물의 폭발압력이 가장 크게 계산되었으며, 80 : 20 (UO2 : 

ZrO2) 코륨의 경우가 폭발력이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그림 3.3.1-15에서와 같이 혼합체 내부에서 용

융물의 분율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되었지만, 수증기 분율의 경우는 100 % 

ZrO2를 사용한 경우 상당히 낮게 나왔고, 70 : 30 코륨, 80 : 20 코륨 순으로 수

증기 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3.3.1-16에서와 

같이 용융물의 크기가 100 % ZrO2의 경우에는 크고, 70 :3 0 코륨, 80 : 20 코

륨에서는 점점 작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1-14 Sensitivity study on composition by using 

TEX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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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5 Calculated volume fractions for each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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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 Calculated fuel diameter at given 

location for each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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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각수 깊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계산

그림 3.3.1-17에는 TEXAS-V 계산을 통하여 냉각수의 깊이가 증

기폭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폭발압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냉

각수 깊이가 95 cm의 경우에 용융물의 폭발압력이 가장 크게 계산되었으며, 냉

각수의 깊이가 130 cm일 때 폭발력이 가장 낮게 계산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그림 3.3.1-18에서와 같이 혼합체 내부에서 용

융물의 분율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되었지만 수증기 분율의 경우 냉각수 깊이가 

67 cm일 때 보다 냉각수 깊이가 95 cm일 때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냉각수 깊이가 130 cm 일 경우 수증기 분율이 상당히 낮지만, 폭발압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3.3.1-19와 그림  3.3.1-20의 냉각수 

깊이 130 cm 일 경우 용융물 분율과 수증기 분율을 검토하면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 두 그림에서 보이듯이 시간이 경과할 때 용융물은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오히려 수증기 분율은 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용

융물이 작은 크기로 깨어지고 냉각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용융물이 식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냉각수의 깊이가 130 cm의 경우에는 오히려 폭발

압력이 작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용융물의 자발기폭이 

반응용기의 바닥에 닿았을 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17 Sensitivity study on water depth 

by using TEX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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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8 Calculated volume fractions for 

each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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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9 Calculated vapor fraction at 130 cm 

water poo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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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0 Calculated fuel fraction at 130 cm 

wate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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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냉각수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계산

그림 3.3.1-21은 TEXAS-V를 사용하여 냉각수의 단면적이 증기

폭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폭발압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3.3.1-22

에는 냉각수의 단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각상의 부피 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여

기서 기본이 되는 경우는 냉각수 단면적이 0.283 m 2  이며, TROI 실험에서는 

이 경우와 0.071 m 2의 경우에 대한 실험이 수행 되었다. 0.071 m 2의 경우에 증

기폭발은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AS-V 의 경우 0.282 

m 2와 0.071 m 2의 두 경우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실험결과와는 다른 결과 

이다. 

냉각수의 단면적이 0.0154 m 2인 경우에는 증기폭발 압력이 오히려 증가하

고 있는데, 이것은 냉각수 단면적이 작아져도 수증기 분율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용융물의 분율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냉각수 단면적의 효과

는 TROI 실험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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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1 Sensitivity study on water 

cross-sectional area by using TEX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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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2 Calculated volume fractions for 

each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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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XAS-V를 이용한  Ex-vessel 증기폭발 해석

(가) 초기조건 및 격자조건

그림 3.3.1-23에는 Ex-vessel에서의 증기폭발 계산을 수행하기 위

한 초기조건 및 기하학적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Ex-vessel에서의 증기폭발은 

원자로 공동에 4 m 깊이의 냉각수가 채워진 뒤 원자로 용기의 하단부가 파손

되어 50 cm 직경을 가진 용융물이 투하되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기폭은 용융

물이 원자로 공동의 바닥에 닿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표 3.3.1-3에는 노외 증기폭발의 해석을 위한 주요 초기조건 및 

TEXAS-V 의 증기폭발 모델 상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값들은 

TROI 계산을 통하여 정리가 된 값들을 사용하여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그림 3.3.1-23 Initial and geometrical 

condition for Ex-vessel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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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Ex-vessel steam explosion conditions and model parameter 

for TEXAS-V code

TROI-13 주요입력조건 TEXAS-V 코드 주요인자

Melt mass= Enough 

Composition= 80:20 Corium

Free Fall= 1 m

Pressure= 0.2 MPa

Water Area= 23.7 m
2

Water Depth= 4 m

NBREAK= 1

IENTRY= 1(Old breakup)

IENTRY2= 1(Coherent jet model)

CFR= 0.002(default)

RFRAG= 1.0e-4m

PTRIG= 10.0 MPa

Flooding Height(111)= 8.0 m

Particle Number= 1.0e6

(나) TEXAS-V Calculation

노외 증기폭발 계산에서는 냉각수의 온도 증가 및 대기압력 변동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융물이 바닥에 닿았을 때 혼합계산을 중지하

고 폭발계산을 수행한 결과 폭발압력은 40 MPa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에 큰 위해를 주는 정도의 압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3.3.1-24와 그림 3.3.1-25에는 혼합계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상의 

부피분율 및 이 혼합체를 가지고 폭발계산을 수행한 폭발 압력파의 거동이 제

시되어 있다. 그림 3.3.1-26과 그림 3.3.1-27에는 C(47)의 값을 원래 제시된 

100e-3보다 10배 작은 10e-3을 사용한 경우에 혼합체의 부피분율 및 폭발계산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작은 값의 C(47)를 사용한 결과 응축이 잘되어 수증기 

분율이 작게 되고 이에 따라 폭발압력은 크게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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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4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for 

Ex-vessel explosion, C(47)=10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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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5 Calculated volume fraction for 

Ex-vessel mixing, C(47)=10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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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6 Calculated volume fraction for 

Ex-Vessel mixing, C(47)=10e-3

0 3 6 9
0.0

0.2

0.4

0.6

0.8

1.0

 

 

V
ol

um
e 

Fr
ac

tio
n 

at
 T

rig
ge

r T
im

e

Height From Bottom(m)

 B:GasFrac
 C:LiqFrac
 D:FuelFrac

그림 3.3.1-27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for 

Ex-vessel explosion, C(47)=1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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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차원 모델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 (MC3D)

(1) MC3D 전산 모델 평가를 위한 TROI 실험 계산

 ∙ MC3D 코드의 개요: MC3D 코드는 다상 다차원 유동을 해석하기 위

하여 프랑스 IRSN 연구소에서 개발한 3차원 6상 전산코드이다. MC3D는 일반

적인 다상 다차원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주로 원자로 중대사

고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에 중점적으로 검증된 코드이기 때문에 증기

폭발 해석에 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2차원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TROI실험을 해석하고 원자로 증기폭발을 해석하고자 한다.

∙ 초기조건 및 격자조건: MC3D 코드로 해석할 TROI 실험 조건은 다음

과 같다. 이러한 조건은 중간에 용융물을 받았다가 다시 배출시키는 용융물 배

출 장비를 사용할 경우를 상정하 다. 우선 용융물 20 kg의 UO2 용융물을 수

면 위 50 cm에서 자유낙하 시킨다. 이때 배출구의 직경은 10 cm로 하 으며 

냉각수의 직경은 60 cm 높이는 1.3 m로 하 다.

그림 3.3.1-28에 MC3D를 위한 TROI 실험에 대한 격자가 제시되어 있다. 

∙ 혼합계산: 그림 3.3.1-29에 0.64 초까지 혼합계산을 한 후 0.64 초에 혼

합체의 각상별 부피분율을 표시하 다. 그림에서 짙은 선(빨간 색) 쪽이 용융물

을 나타내며, 회색조 부분(노란색)은 수증기를 나타낸다. 혼합체가 실험과 유사

한 원추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혼합체의 크기가 직경 30 cm 정도로 

TROI 실험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단지, 이러한 자료들이 현재 실험 자료의 

부족으로 검증될 수는 없고, 이러한 각 상별 부피분율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가

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그림 3.3.1-30에는 냉각수의 내부의 바닥, 중간, 상단, 가운데, 가장자리 등

에서 압력을 표시한 것이다. 혼합 과정중에 압력파형이 나타나는 것은 MC3D 

코드의 특성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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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8 Geometry and typical mesh size of 

calculation. (White zones are not calculated)

그림 3.3.1-29 Calculated flow maps for TROI 

Mixing at t= 0.64 s (Brown to yellow : drop, 

Red : contour  jet, Blue :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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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0 Pressures on the axis on bottom, 

middle, top of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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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계산: 그림 3.3.1-31에는 0.65초까지 혼합계산을 수행한 후에 그 혼

합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폭발 압력은 27 MPa에 

이르고 있으며 폭발압력의 전파의 모습도 뚜렷하다. 

그림 3.3.1-31 Calculated explosion pressure on 

various position for TRO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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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3D 전산 코드를 활용한 원자로 증기폭발 계산

∙ 초기조건 및 격자조건: 그림 3.3.1-32에는 MC3D를 활용하여 노외 증

기폭발을 해석하기 위한 격자가 제시되어 있다. 원통형의 5 m x 13 m의 기하

학적 조건을  30 x 43 격자를 사용하여 나누었으며, 용융물은 그 높이가 1.5 

m, 직경이 4.5 m인 용융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용융풀에서 용융물 배출구

의 직경은 50 cm이다. 용융물의 초기온도는 3200 K로 하 으며, 용융물은 

FARO 실험과 동일한 코륨을 사용하 다. 냉각수는 압력이 0.2 MPa이고 그 온

도는 343 K이다. 이 조건을 이용하여 추후에 원자로 계산을 할 예정이다.

그림 3.3.1-32 Geometry and typical mesh size of 

calculation (White zones are not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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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CI 해석 방법론 개선/적용

가. MCCI-1 실험 결과 검토 및 평가

OECD/NEA MCCI 프로그램은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마

련하고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수행되었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이다

[3.3.2-1, 3.3.2-2]. 첫 번째 사안은 원자로 공동 바닥에 펼쳐진 노심 용융물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안정화되고 상부의 물에 의해 냉각되느냐 하는 것이

고, 두 번째 사안은 노심 용융물과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간의 이차원 장기 

상호반응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원자로 물질을 사용하여 SSWICS(Small 

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실험 및 MET(Melt Eruption 

Test) 등의 개별효과 실험을 수행하 고, 두 번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원자로 

물질을 사용하여 2차원 장기 CCI(Core Concrete Interaction) 실험을 수행하

다. 

SSWICS 실험은 냉각수가 용융물 고화층 표면의 틈새로 침투하여 열전달

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냉각수의 고화층 침투성과 드라이

아웃 열유속(dryout heat flux)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 다. 용융물에 포함된 

콘크리트 종류와 함량 및 계통압력 등을 변화시키면서 소규모 천이 냉각 실험

을 수행하 다. 전도 한계 열전달 경우와의 냉각률 비교를 위해 내부 가열을 

하지 않았고, 화학 및 금속분석, 여과 시험, 고화층 강도 시험 등을 포함한 파

편입자에 대한 후 시험(post-examination)을 수행하 다. 

MET는 상부에 물이 있는 고화층에서의 용융물 유입(melt entrainment)과 

용융물 분출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용융

물과 고화층이 실험 중에 유리되어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불활성 

하부면(inert basemat)을 사용하 고, 하부로부터 주입되는 가스 유량을 변화시

키면서 냉각실험을 수행하여 해석적 모델 검증 및 개발을 위한 열전달과 용융

물 유입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하 다. 

2차원 장기 CCI 실험은 원자로 공동에서의 침식거동을 계산하는 MCCI 

코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원자로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해 용융물을 지속적으로 가열하

고, 먼저 원자로 공동이 침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반경 및 축 방향의 콘크리

트 침식율을 측정하고 이어 원자로 공동을 침수시켜 냉각률 데이터 및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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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침식율을 측정하 다. 아울러 실험 도중에 상부 고화층 파쇄 강도를 측정하

기 위한 in-situ 실험도 수행하 다. 

SSWICS 실험 matrix는 표 3.3.2-1과 같다. 그림 3.3.2-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용융물 냉각과정 중에 생성된 틈새로 냉각수가 침투하 고 침투된 

냉각수로 인해 그림 3.3.2-2와 같이 전도한도 열전달보다 큰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냉각 메커니즘에 의한 열전달량은 콘크리트 종

류 및 계통압력에는 덜 민감하 고, 콘크리트 함량이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SSWICS 후 실험으로 수행된 고화층 강도 실험 결과 기계적 강도는 1 

~ 4 MPa 정도(그림 3.3.2-3)로서 실제 코륨의 강도보다 매우 작았으며, 그림 

3.3.2-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span 6 m의 실제 원자로에서 고화층 중심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고화층이 쉽게 파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발전소에서 고화층이 파쇄되어 용융물과 냉각수가 다시 접촉하게 되면 고화층 

틈새로 냉각수가 침투하여 열전달이 촉진되고 이어 고화층 파쇄가 일어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용융물 냉각이 가능할 수 있다.

표 3.3.2-1 SSWICS 실험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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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절단된 SSWICS ingot 모양

 

그림 3.3.2-2 SSWICS 실험에서 측정된 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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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고화층 파쇄 강도

그림 3.3.2-4 Span 6 m 원자로의 파쇄 강도



- 223 -

MET는 코륨에 25 wt% SIL 콘크리트를 첨가한 실험을 수행하 으나 실

험 도중 용융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하는 유입계수를 얻지 못하

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원자로 물질을 사용한 실험 자료와 CCI 실험 도

중에 관찰된 용융물 분출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SIL 콘크리트에서는 

가스함량이 작기 때문에 용융물 분출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LCS 콘크리트의 

경우 용융물이 8 ~ 60 wt% 콘크리트를 함유할 때의 유입계수는 0.06 ~ 0.25 % 

정도로 조사되었다. 표 3.3.2-2는 MET-1의 실험 스펙을 보여준다.

CCI 실험은 총 3차례 수행되었다. CCI-1과 CCI-3는 각각 8 wt%와 15 

wt%의 SIL 콘크리트를 코륨에 포함시킨 상태로 SIL 콘크리트에서, 그리고 

CCI-2는 8 wt%의 LCS 콘크리트를 코륨에 포함시킨 상태로 LCS 콘크리트에

서 수행되었다. CCI-1 실험에서 사용된 SIL 콘크리트는 미국에서 공급한 것이

고, CCI-3 실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는 유럽에서 공급한 것이다. CCI 실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의 주요 물성치를 표 3.3.2-3 에 나타내었다.

표 3.3.2-2 MET-1 tes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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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CCI 콘크리트의 주요 물성치

Concrete Property
Property for Test:

CCI-1 CCI-2 CCI-3

Type SIL (US) LCS SIL (EU)

Liquidus Temperature (ºC) 1250 1295 1250

Gas Content (wt %) 4.6 34.1 13.5

Decomposition Enthalpy(MJ/kg) 1.60 2.27 1.72

Density (kg/m3) 2300 2330 2270

표 3.3.2-4는 CCI 실험의 스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2-5는 실험과정 중 debris/water의 열유속을 나타낸다. 냉각수가 

상부로 주입되는 시점에서 열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IL 콘

크리트를 사용한 CCI-1과 CCI-3 실험에서 열유속은 1 MW/m
2 정도인 것으로 

보아 냉각수 주입 시점에서 고화층이 이미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LCS 콘크리트를 사용한 CCI-2 실험에서 열유속은 3 MW/m2 정도로 나타났으

며 이는 냉각수 주입시점에서 표면이 고화층이 형성되지 않은 용융물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열유속은 약 4분이 경과하면 1 MW/m
2 정도가 

되었다.

초기의 천이과정을 거친 후 debris로부터 상부 냉각수로의 열전달량은 

250 ~ 650 kW/m
2 정도 이었으며, SIL 콘크리트를 사용한 CCI-1 및 CCI-3의 

경우 LCS 콘크리트를 사용한 CCI-2의 경우보다 열전달량이 작게 나타났다. 

CCI 실험의 경우 debris로부터 상부 냉각수로의 열전달량은 SSWICS 실험에 

비해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CCI 실험에서 방출되는 기체의 향으

로 고화층 틈새가 크게 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냉각수 침투가 일어난 결과

로 판단된다. CCI-1 및 CCI-3 실험에서는 용융물 분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

으나, 방출되는 기체가 많은 CCI-2 실험에서는 용융물 분출 현상이 일어났으며 

유입계수는 ~0.11 % 정도이었다. CCI 실험 과정 중 수행된 in-situ 고화층 파

쇄실험 결과 고화층이 파쇄되는 강도는 1 MPa 이하로 SSWICS 후 실험으로 

측정된 고화층 파쇄 강도인 1 ~ 4 MPa보다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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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4 Specification for CCI test

Parameter
Specification for Test:

CCI-1 CCI-2 CCI-3

Corium PWR + 8 wt% SIL PWR + 8 wt% LCS PWR + 8 wt% SIL 

Concrete type SIL (US-type) LCS SIL (EU-type)

Basemat 
cross-section 50 cm x 50 cm 50 cm x 50 cm 50 cm x 50 cm

Initial melt 
mass (depth) 400 kg (25 cm) 400 kg (25 cm) 375 kg (25 cm)

Test section 
sidewall 
construction

Nonelectrode walls: 
concrete

Electrode walls: Inert 

Nonelectrode walls: 
concrete

Electrode walls: Inert 

Nonelectrode walls: 
concrete

Electrode walls: Inert 

Lateral/Axial 
ablation limit 35/35 cm 35/35 cm 35/35 cm

System pressure Atmospheric Atmospheric Atmospheric

Melt formation 
tech. 

Chemical reaction 
(~30 s)

Chemical reaction 
(~30 s)

Chemical reaction 
(~30 s)

Initial melt 
temperature 1950 ºC 1880 ºC 1950 ºC

Melt heating 
technique DEH DEH DEH

Power supply 
operation prior 
to water addition 

Constant @ 150 kW Constant @ 120 kW Constant @ 120 kW

Criteria for 
water addition

1) 5.5 hours of 
operation with DEH 

input, or 2) 
lateral/axial ablation 
reaches 30 cm 

1) 5.5 hours of 
operation with DEH 

input, or 2)  
lateral/axial ablation 
reaches 30 cm 

1) 5.5 hours of 
operation with DEH 

input, or 2)  
lateral/axial ablation 
reaches 30 cm 

Inlet water 
flowrate/temp.  2 lps/20 ºC 2 lps/20 ºC 2 lps/20 ºC

Water depth 
over melt 50  5 cm 50  5 cm 50  5 cm

Power supply 
operation after 
water addition 

Constant voltage Constant voltage Constant voltage

Test termination 
criteria 

1) Melt temperature 
falls below concrete 
solidus, 2) ablation is 
arrested, or 3) 35 cm 
ablation limit is 
reached. 

1) Melt temperature 
falls below concrete 
solidus, 2) ablation is 
arrested, or 3) 35 cm 
ablation limit is 
reached. 

1) Melt temperature 
falls below concrete 
solidus, 2) ablation is 
arrested, or 3) 35 cm 
ablation limit is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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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Debris/water 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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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 3.3.2-8은 장기 콘크리트 침식 거동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CCI-1 실험에서 콘크리트 침식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발생하 다. 북측 옆면 방

향으로의 콘크리트 침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으며, 남측 옆면 및 아랫면으로

의 침식은 거의 같은 크기로 나타났으며 북측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CCI-2 실험의 경우 양 옆면 및 아랫면 모두 균일한 콘크리트 침식이 발생하

다. SIL 콘크리트를 사용한 CCI-3 실험에서는 같은 종류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CCI-1 실험에 비해 양 옆면의 침식은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랫

면의 침식은 양 옆면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장기 콘크

리트 침식 거동 형상은 콘크리트 화학 성분 및 기체 함량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요인은 그림 3.3.2-9 ~ 3.3.2-11에서 보여지 듯 서로 다른 침식 

경계면의 특성(CCI-1 및 CCI-3은 경계면이 매끈하며, CCI-2는 경계면이 분말

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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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콘크리트 침식 경계면 사진(CCI-2 test)

그림 3.3.2-11 콘크리트 침식 경계면 사진(CCI-3 test)

나. 개별효과 모델 개발 및 평가

(1) CORQUENCH 코드 열전달 모델 

CORQUENCH 코드[3.3.2-3]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1990년대

부터 개발을 시작한 debris cooling 및 CCI를 모의할 수 있는 코드로서, 현재 

중대사고 미해결 사안인 top-flooding시의 debris coolability와 CCI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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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수행한 OECD/MCCI 프로그램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열

전달 모델을 수정중이다. Debris cooling과 CCI에 관련한 최신의 유용한 데이

터가 CORQUENCH 코드의 열전달 모델 수정 및 검증에 사용되기 때문에, 

CORQUENCH 코드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및 APR1400 MCCI 계산에 충

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CORQUENCH 코드에서 용융물/물 경계면

의 온도가 corium의 freezing 온도보다 큰 경우에는 고화층(crust)이 형성되지 

않으며, freezing 온도 아래로 될 경우에는 고화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고화층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고

화층이 잘게 부숴져 용융물로 다시 녹아들어 고화층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 즉, 

기체의 superficial velocity가 식 3.3.2-1과 같은 임계속도 이하로 되어야 단단

한 고화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를 thin crust 이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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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QUENCH 코드에서 단단한 고화층이 형성되고 고화층과 냉각수 사이

의 막비등이 깨져 고화층 상부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면 고화층 틈새로 냉각

수가 침투하여 water ingression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진다. Dryout limit은 계

통압력과 콘크리트 종류 및 조성에 따라 변하며 OECD/MCCI 실험결과를 토대

로 다음의 식 3.3.2-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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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층에 물 침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고화층 성장율 방정식은 다음

의 식 3.3.2-3과 같이 표현된다.

ρc∆els
d
dt
= kc

(Tf − TI ) −
XUO2

ρcqdec

2
− hm (Tm − Tf ))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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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out 열유속이 qdry 인 침투 가능한 고화층에서 물 침투는 식 3.3.2-4와 

같이 고화층 상부면에서 총 열유속이 dryout 열유속 이하인 경우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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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3.2-4)

물 침투가 일어난 후, 고화층 성장은 다음의 식 3.3.2-5를 따른다.

∆esat
d
dt
= q ”

d − XUO 2
ρc qdec − ρvhl vjnc ]T sat

− hm (Tm − Tf ))         (3.3.2-5)

단단한 고화층이 형성된 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냉각 메커니즘

은 melt eruption이다. 이는 화산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듯이 노심용융물과 콘크

리트가 반응하여 생성된 기체 압력에 의해 용융물이 상부 냉각수로 간헐적으로 

분출되어 냉각을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Melt eruption 모델은 

OECD/MCCI 실험결과를 토대로 개발 중이며 현재 CORQUENCH 코드에는 다

음의 식 3.3.2-6과 같은 Ricou & Spalding 모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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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RQUENCH 코드를 사용한 LCS 콘크리트 침식계산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이 LCS 콘크리트 

cavity에 방출되어 침식되는 과정에 대한 1-D 계산을 수행하 다. 노심용융물

의 단면적은 1 m2 로 가정하 고, 노심용융물의 양(초기 용융물 깊이 15 cm ~ 

40 cm까지 변화)과 냉각수가 주입되는 시점에서 녹아들어간 LCS 콘크리트 양

(0 % ~ 20 %까지 변화)을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다. 냉각수가 주입되

는 시점은 dry cavity를 가정하고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계산 초기에는 노심

용융물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 dry cavity를 유지하지만 주어진 일정

한 양의 콘크리트가 녹아 들어가면 상부로부터 냉각수가 주입되기 시작한다. 

콘크리트 침식 깊이에 변화가 없으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을 종료하

다. 계산에 사용된 주요 입력 자료는 표 3.3.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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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5 LCS 콘크리트 침식계산의 주요 입력자료

 콘크리트 초기 온도 300 K

 콘크리트 solidus 온도 1393 K

 콘크리트 liquidus 온도 1563 K

 콘크리트 decomposition 온도 1450 K

 노심용융물 초기 온도 2398 K

 Crust permeability 1.91 x 10
-10
 m

2

 Particle bed diameter 2.8 x 10
-3
 m

 Particle bed porosity 0.4

 Cavity absolute pressure 0.4 MPa

 냉각수 포화 온도 417 K

표 3.3.2-6은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와 노심용융물에 녹아들어간 콘크리트 

양에 따른 냉각수가 주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가 깊을수록 또한 녹아들어간 노심용융물의 

양이 많을수록 냉각수 주입 시점이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6 냉각수 주입 시점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 % 0.00 min. 0.00 min. 0.00 min. 0.00 min. 0.00 min. 0.00 min.

5 % 3.00 min. 3.75 min. 4.25 min. 5.00 min. 5.00 min. 5.50 min.

10 % 6.75 min. 8.00 min. 9.00 min. 10.00 min. 10.00 min. 11.00 min.

15 % 12.50 min. 14.25 min. 15.50 min. 17.00 min. 17.50 min. 18.50 min.

20 % 21.75 min. 24.00 min. 25.75 min. 27.50 min. 29.00 min. 30.0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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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노심용융물 깊이가 30 cm 이고, 냉각수 주입시점에서 노심용융물에 

녹아들어간 콘크리트 양이 10 %인 경우에 대한 계산결과를 그림 3.3.2-12 ~   

3.3.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12는 계산시간에 따른 노심용융물 온도를 나

타낸 것이다. 상부로 냉각수가 주입되는 시점은 계산시작 후 10분이 경과한 때

로서, 이 시점에서 노심용융물 온도가 조금 더 급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3.2-13은 열평형도를 나타낸 것으로, 냉각수 주입 시점에서 상부 

냉각수로의 열전달양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4는 시간에 따른 debris 분포를 나타낸다. 노심용융물이 콘크

리트 캐비티에 방출된 지 310.50 분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 침식은 더 이상 일

어나지 않고 안정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때의 콘크리트 침식깊이는 

51.25 cm 이었다. 이 시점에서 용융물 분출 현상에 의해 상부 냉각수로 적체되

는 debris bed의 질량은 1697 kg 이었고, crust 질량은 989.72 kg, melt pool 질

량은 610.44 kg 이었다. 용융물 분출 현상에 의해 냉각수로 적체된 많은 양의 

debris에 의해 냉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2 시간에 따른 노심용융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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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시간에 따른 열평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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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시간에 따른 debri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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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7 ~ 3.3.2-11은 1-D LCS 콘크리트 침식계산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 계산시작 후 상부로 냉각수가 주입되는 시점까지 콘크리트가 침식된 깊이

를 0δ 로 표시하 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침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화되는 시점의 콘크리트 침식깊이를 totalδ 로 표시하

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st 로 나타내었다. 아울러, 콘크리트 침식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용융물 분출 현상에 의해 상부 냉각수로 적체되는 debris bed의 질

량을 bedm , crust 질량을 crustm , melt pool 질량을 meltm 로 각각 나타내었다. 

 

표 3.3.2-7 1-D 콘크리트 침식 계산결과 요약 (0 % LCS)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δ (cm) 0 0 0 0 0 0

Time to

0δ (min.)
0 0 0 0 0 0

totalδ (cm) 10.17 16.60 23.19 30.41 38.55 47.50

bedm (kg) 604.22 938.76 1281.40 1650.8 2052.9 2480.4

crustm (kg) 424.58 498.47 575.07 637.74 803.85 928.02

meltm (kg) 344.81 448.12 541.55 637.73 604.01 610.84

st (min.) 48.75 82.00 119.50 167.25 232.00 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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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8 1-D 콘크리트 침식 계산결과 요약 (5 % LCS)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δ (cm) 3.67 4.84 5.95 7.52 7.94 9.35

Time to

0δ (min.)
3.00 3.75 4.25 5.00 5.00 5.50

totalδ (cm) 14.41 21.81 30.55 41.15 50.74 70.71

bedm (kg) 616.25 921.62 1275.50 1687.70 2109.30 2576.30

crustm (kg) 419.03 529.89 642.58 833.76 961.03 1250.90

meltm (kg) 412.00 526.29 613.02 599.87 612.62 607.28

st (min.) 64.75 108.00 169.25 245.25 303.00 419.50

표 3.3.2-9 1-D 콘크리트 침식 계산결과 요약 (10 % LCS)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δ (cm) 7.59 10.13 12.82 15.64 17.32 20.77

Time to

0δ (min.)
6.75 8.00 9.00 10.00 10.00 11.00

totalδ (cm) 17.59 27.14 38.62 51.25 62.51 76.83

bedm (kg) 549.44 868.64 1269.70 1697.00 2130.70 2605.20

crustm (kg) 469.96 586.12 810.97 989.72 1133.20 1346.70

meltm (kg) 483.43 617.23 597.97 610.44 623.43 588.22

st (min.) 85.25 148.50 233.50 310.50 370.50 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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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2-10 1-D 콘크리트 침식 계산결과 요약 (15 % LCS)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δ (cm) 12.09 16.15 20.20 24.61 28.56 32.66

Time to

0δ (min.)
12.50 14.25 15.50 17.00 17.50 18.50

totalδ (cm) 21.58 33.53 47.07 61.89 76.31 92.62

bedm (kg) 500.11 856.70 1267.90 1711.30 2175.10 2677.10

crustm (kg) 495.42 731.87 957.71 1155.70 1371.10 1580.20

meltm (kg) 578.60 595.88 594.07 614.29 579.49 555.17

st (min.) 112.25 200.00 286.00 365.50 441.25 518.25

표 3.3.2-11 1-D 콘크리트 침식 계산결과 요약 (20 % LCS)

15 cm 20 cm 25 cm 30 cm 35 cm 40 cm

0δ (cm) 17.19 22.91 28.67 34.56 40.49 46.09

Time to

0δ (min.)
21.75 24.00 25.75 27.50 29.00 30.00

totalδ (cm) 26.39 40.90 56.82 74.16 92.15 110.60

bedm (kg) 486.98 851.15 1273.50 1747.70 2243.10 2770.00

crustm (kg) 599.36 873.42 1121.60 1376.20 1613.90 1801.40

meltm (kg) 569.13 585.01 591.24 568.27 541.53 551.53

st (min.) 150.75 243.25 333.25 422.00 506.00 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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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및 3.3.2-16은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와 냉각수 주입시점까

지 녹아들어간 콘크리트 양에 따른 콘크리트 총 침식 깊이와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노심용융물의 양과 녹아들어간 콘크리트 양이 많

을수록 콘크리트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나며 아울러 콘크리트 침식이 더 이상 일

어나지 않고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7은 콘크리트 침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안정화된 시점에

서, crust 질량과 용융물 분출 현상에 의해 상부 냉각수로 적체되는 debris bed

의 질량비(Mcrust / Mcrust+bed)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가 깊을수

록 또한 냉각수 주입시점까지 녹아들어간 노심용융물의 양이 적을수록 crust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8은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와 냉각수 주입시점까지 노심용융물

에 녹아들어간 콘크리트 양에 따른 냉각수가 주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노심용융물 깊이가 깊을수록 또한 녹아들어간 노심용융물의 양이 

많을수록 냉각수 주입 시점이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5 콘크리트 침식이 완료된 시점의 총 침식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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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콘크리트 침식이 완료된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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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콘크리트 침식이 완료된 시점의 bed와 crust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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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냉각수 주입이 시작될 때까지 침식된 콘크리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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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QUENCH 코드를 사용한 CCI-2 계산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OECD/MCCI 프로그램에서 수행하

던 CCI-2 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MELCOR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CCI-2 실험은 100 % 산화 PWR corium에 8 w%의 LCS 콘크리트를 섞

은 후 LCS basemat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

다. 

지난 2단계 종료 보고서에는 CCI-2 실험에 대한 MELCOR 해석에 대한 

제반 사항이 잘 기술되어 있다. CORQUENCH 코드를 사용한 CCI-2 해석의 

경우 MELCOR 해석과 동일한 입력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지난 단계에서 

수행하 던 MELCOR 해석의 입력자료를 간단히 소개한다. 2-D 계산의 경우 

MELCOR는 실린더 좌표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 및 세로가 각각 50 

cm인 직교형 좌표계에서 수행된 CCI-2 실험을 MELCOR 코드로 해석하기 위

해 먼저 적절한 척도해석(scaling analysis)을 수행하 다. 

CCI-2 실험에서 400 kg의 용융물이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 cm인 test 

section에 들어있는 경우 용융물 높이는 약 25 cm가 된다. 여기서 용융물의 

도는 6400 kg/m
3
으로 가정하 다. 실험에서 콘크리트 침식은 1개의 밑 바닥면

과 2개의 옆면으로 발생하며, 나머지 2개의 옆면으로는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 241 -

다. 그러므로 바닥면과 옆면의 침식 면적은 각각 0.25 m2이 된다. 반면, 

MELCOR 해석에서는 test section은 원통형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모사되며, 콘

크리트 침식은 원통의 아랫면과 옆면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실험과 해석에서의 기하학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scaling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준을 적용하 으며, 이러한 기준을 만

족하도록 적절한 해석 형상을 결정하 다. 첫째 기준은 실험과 해석사이에 동

일한 초기 열유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기준은 실험과 해석사이에 아랫면

과 옆면의 콘크리트 침식면 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기준은 실험

과 해석사이에 dt 시간 동안 침식된 콘크리트 부피와 용융물 부피 비를 동일하

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잔열을 

모사하는 power를 π배 크게 해야 하고, 아울러 초기 용융물 질량을 역시 π배 

크게 해야 한다. 해석에서 용융물 높이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25 cm로 유지되어

야 하므로 해석의 test section 반경은 50 cm로 결정되었다. 그림 3.3.2-19는 실

험과 해석의 test section을 비교한 것이다. CORQUENCH 코드 해석에서도 동

일한 기하형상이 사용되었다.

그림 3.3.2-19 실험(좌) 및 해석(우)의 test section

표 3.3.2-12는 해석에 사용된 주요 입력자료로서 MELCOR 해석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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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입력자료와 동일하다. 콘크리트의 solidus 및 liquidus 온도는 CCI 실험에 

사용된 LCS 콘크리트와 조성이 가장 유사한 MELCOR 사용자 설명서[3.3.2-4]

의 CORCON-2 콘크리트의 solidus 및 liquidus 온도를 사용하 다. 용융물의 

초기온도는 CCI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를 사용하 다. Decay heat는 척도해석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I-2 실험 decay heat의 π배 큰 값을 사용하 다.

표 3.3.2-12 해석에 사용된 주요 입력자료

 Initial temp. of concrete 300 K

 Density of concrete 2320 kg/m
3

 Solidus temp. of concrete 1420 K

 Liquidus temp. of concrete 1670 K

 Ablation temp. of concrete 1568 K

 Initial temp. of melt 2175 K

 Emissivity of melt 1

 Emissivity of surrounding 0.8

 Decay heat (0 ~ 5 hrs) constant at 377 kW

 Decay heat (5 ~ 6 hrs) linear decrease to 157 kW

 Water addition at 5hrs

 Heat loss 0.0 kW

표 3.3.2-13은 해석에 사용된 용융물 조성 및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용융

물 질량은 척도해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I-2 실험 용융물 질량의 π배 큰 

값을 사용하 다.

모든 입력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두 코드의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

다. CORQUENCH 코드에는 노심용융물 상부로 전달되는 열전달 모델에 

OECD/MCCI 프로그램의 SSWICS 실험결과를 반 한 냉각모델이 반 되어 있

으며, 아울러 구 모델이지만 melt eruption에 관한 Ricou & Spalding 모델이 

반 되어 있다. 그러나 MELCOR 코드에는 이와 같은 모델이 반 되어 있지 

않다. 노심 용윰물과 콘크리트 사이의 열전달 모델은 CORQUENCH 코드와 

MELCOR 코드 모두 slag film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3.2-20은 시간에 따

른 노심 용융물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노심 용윰물 온도는 CORQUENCH 

코드가 MELCOR 코드보다 조금 높게 계산되었지만 두 코드 모두 실험결과를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21은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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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CORQUENCH 코드에서 계산된 콘크리트 침식 깊이

가 MELCOR 계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13 해석에 사용된 용융물 조성 및 질량

Melt composition Mass (kg)

UO2 766.5

ZrO2 314.2

SiO2 75.4

Cr 75.4

CaO 12.6

Al2O3 12.6

    

그림 3.3.2-20 용융물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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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 콘크리트 침식깊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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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 열평형 비교(heat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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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3 열평형 비교(heat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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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Melt heigh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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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는 상부면과 콘크리트 면으로의 전달되는 열량을 비교한 것

이다. 상부로 냉각수 주입이 일어나기 이전에 MELCOR 코드에서는 상부로 전

달되는 열량이 거의 없으며 많은 열량이 콘크리트로 빠져나가는데 비해 

CORQUENCH 코드에서는 상당량이 상부로 빠져나가며 이에 따라 콘크리트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상부로 냉각수 주입이 일어

나면 두 코드 모두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량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2-23은 decay heat과 화학반응에 의한 열량을 비교한 것이다. 

Decay heat는 입력자료 이므로 두 코드가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화학반응에 

의한 열량은 계산 초기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3.2-24는 melt height

를 비교한 것이다. MELCOR 코드는 용융물 분출 현상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

문에 5시간 경과 후 상부로 냉각수가 주입되더라도 debris bed가 crust 상단에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CORQUENCH 코드에는 용융물 분출 현상을 모의하는 

Ricou & Spalding 모델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 debris 

bed가 crust 상단에 형성된다. MELCOR 코드에서 계산된 melt height는 

CORQUENCH 코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3.3.2-24에서 

보여 지듯이 CORQUENCH 코드에 비해 콘크리트 침식깊이가 크게 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자로 경우 적용

2단계 종료 보고서에는 MELCOR 1.8.5 코드를 사용하여 APR1400 원자로

에 대한 MCCI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수록하 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 아울

러 CORQUENCH 코드를 사용할 경우 유추할 수 있는 계산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표 3.3.2-14는 MELCOR 1.8.5를 사용한 계산의 주요 입력자료를 나타낸

다. APR1400 계산에 사용된 사고 시나리오는 직경 6 inch의 저온관 파단사고

이며, 저온관이 파단되고 18,623초가 경과한 후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어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 공동에 방출된다. MCCI 해석에 많은 향을 미치는 노심 용

융물과 상부 냉각수와의 열전달은 CORCON-Mod3에 내재되어 있는 풀 비등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MELCOR 1.8.5에서 용융물 분출에 의한 냉각

모델은 반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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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4  APR1400 MCCI 해석 주요 입력자료

 Corium Mass (kg) 195,630

 Cavity radius/area (m / m
2
) 5.0576 / 80.36

 Initial corium temp. (K) 2616

 Corium layer thickness (m) 0.307

 Time after scram (sec.) 18,623

 Initial decay power (MW / %) 22.8 / 0.59

 Coolant mass (kg) 458,000

 Coolant depth (m) 7.62

 Coolant temp. (K) 421

 Concrete type KNGR specific

 Corium layer mixing Mixing

 Heat transfer between corium and concrete Slag film model

그림 3.3.2-25 및 3.3.2-26은 MELCOR 1.8.5에서 계산된 콘크리트 침식  

깊이 및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반경 방향보다 축 방향으로의 콘크리트 침식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3.3.2-14와 같은 입력 조건에서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APR1400 원자로의 MCCI를 계산하는 경우, 

CORQUENCH 코드에는 SSWICS 모델과 MET 모델이 반 되어 있기 때문에 

MELCOR 계산보다 더 많은 코륨 냉각이 이루어지며 결국 열평형에 의해 콘크

리트로 전달되는 열량은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콘크리트 

침식 깊이는 MELCOR에서 계산된 침식 깊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

재 CORQUENCH 코드를 사용한 MCCI 계산은 (2) 및 (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APR1400과 같이 좀 더 확장된 역

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를 비롯한 코드의 전반적인 계산 logic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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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5 콘크리트 침식 깊이(MELCOR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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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콘크리트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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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증기폭발 해석모델 방법론 개선/적용에서는  Lagrangian 모델 개선, 물질 

효과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TEXAS-V), 다차원 모델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MC3D)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Lagrangian 모델 개선에서는 SERENA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한 분쇄 

모델 개선 및 LeFIX 코드 개발을 통한 Lagrangian 모델 개선을 수행하 다. 

용융물의 분쇄모델은 혼합체의 각 상별 분포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기폭발 해석

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모델인데, 이러한 분쇄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은 원자로 

증기폭발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TROI-20 혼합 실험의 데브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실험의 데브리 분포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TEXAS-V의 Breakup 모델을 

수정하 다. 고쳐진 New breakup 모델이 Old breakup 모델과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FARO L-33 실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

은 낮은 기포계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기폭발 모델 개선에 있어

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기포계수인 것을 판단된다.

 물질 효과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TEXAS-V)에 있어서는 

먼저, TROI-13 실험 및 결과 분석하고, TEXAS-V 를 이용한 TROI-13의 해

석하 다. 해석에 있어서 최소 기포 크기( C(47))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는데, 10 cm의 기포 크기가 TROI-13의 폭발압력을 예측하는데 합리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10 cm의 최소 기포 크기는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TROI 실험처럼 넓은 냉각수 단면적을 갖고 과냉각도가 큰 

냉각수를 사용할 때에 기포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선택이다. 

이를 바탕으로 TROI-13을 기준으로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는데, 여

기서 냉각수조건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물질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TEXAS-V 해석은 TROI 실험과 마찬가지로 용융물의 물질구성은 냉각수의 조

건과 마찬가지로 증기폭발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혼합체의 각 상의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EXAS-V가 TROI-13에서 나타난 민감도를 잘 평가하는 것을 보인 후  

 Ex-vessel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하 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TEXAS-V의 

TROI 실험을 활용한 증명, TROI 실험의 민감도 결과를 활용한 증명, 노외 증

기폭발 해석의 일련의 증기폭발 해석 시스템을 정립하 다. 다만, TEXAS-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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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breakup이 데브리 크기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계가 있고, 과냉각도가 큰 TROI 실험과 같은 상황에서 기포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등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다차원 모델 평가 및 통합 모델 원자로 경우 적용(MC3D)은 프랑

스 IRSN 연구소에서 개발한 MC3D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효과를 고려한 증

기폭발 해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TROI-13 실험을 활용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 으며, 원자로 상황에 대해서 혼합과정의 해석을 마치고, 폭발계

산을 수행 중이다. 차기 단계에서 증기폭발 해석 분야에서는 MC3D 코드를 활

용한 다차원적인 증기폭발 해석 능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OECD/NEA MCCI 프로그램은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수행

되었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사안은 원자로 공동 바닥에 펼쳐

진 노심 용융물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안정화되고 상부의 물에 의해 냉각

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안은 노심 용융물과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

간의 이차원 장기 상호반응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원자

로 물질을 사용하여 SSWICS(Small 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실험 7회 및 MET(Melt Eruption Test) 1회 등의 개별효과 실험이 수행되었고, 

두 번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원자로 물질을 사용하여 2차원 장기 CCI(Core Concrete 

Interaction) 실험을 3회 수행하 다. 

SSWICS 실험 결과, 용융물 냉각과정 중에 생성된 틈새로 냉각수가 침투

하 고 침투된 냉각수로 인해 전도한도 열전달보다 큰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SWICS 후 실험으로 수행된 고화층 강도 실험 결과 기계적 강

도는 1 ~ 4 MPa 정도로서 실제 코륨의 강도보다 매우 작았으며, span 6m의 

실제 원자로에서 고화층 중심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고화층이 쉽게 파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발전소에서 고화층이 파쇄되어 용융물과 냉각

수가 다시 접촉하게 되면 고화층 틈새로 냉각수가 침투하여 열전달이 촉진되고 

이어 고화층 파쇄가 일어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용융물 냉각이 가

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CCI 실험결과를 근거로 물침투(water ingression) 모델이 개발되었고, 이 

모델을 반 한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이 LCS 콘크리트 

cavity에 방출되어 침식되는 과정에 대한 1-D 계산 및 CCI-2 실험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하 다. CCI-2 실험에 대한 계산은 입력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기존의 

MELCOR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노심 용윰물 온도는 두 코드 모두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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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QUENCH 코드에서 계산된 콘크

리트 침식 깊이가 MELCOR 계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APR1400 원자로의 MCCI를 계산하는 경우, CORQUENCH 

코드는 MELCOR 코드 계산보다 더 많은 코륨 냉각이 이루어지며 결국 열평형

에 의해 콘크리트로 전달되는 열량은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

인 콘크리트 침식 깊이는 MELCOR에서 계산된 침식 깊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CORQUENCH 코드를 사용한 MCCI 계산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APR1400과 같이 좀 더 확장된 역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를 비롯한 코드의 전반적인 계산 logic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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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증기폭발위해도 평가 및 대처방안 수립

증기폭발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용융물의 종류가 제기되었

으므로, 중대사고시 생성되는 실제 원자로 물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용융 노심과 완전 일치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증기폭발 

실험을 5회 이상 수행하 다. 이 물질은 UO2와 ZrO2 혼합물에 산화하지 않은 

피복재인 지르코늄 금속과 구조재인 스테인레스 스틸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이 물질을 용융하면 금속층이 석출되는 것을 발견하 으며, 또 금속의 향으

로 수냉도가니가 파손되는 문제는 ZrO2를 수냉도가니 내부에 코팅하여 해결하

다. 석출된 금속에는 우라늄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라늄 산화에 

의한 화재와 냉각수와의 반응 시에 발생하는 수소의 연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개발하는 등 난해한 기술을 해결하 다. 이러한 완전 일치 물질을 사용하는 실

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증기폭발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게 되었다.

TROI 증기폭발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산 코드 계산의 

검증 실험이 되기 위하여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실험 변수

에 대한 계측 방법론을 개선하 다. 

코드 계산에서는 잘 정의된 용융물 조건이 필요하므로, 실험에서 중간 저

장조와 고속 격리 밸브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 일정 두께의 용융물을 짧은 낙

하 거리에서 전달시켜 용융물의 코드 입력 조건을 향상시켰다. 또한, 용융물 온

도의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용융물 온도 측정이 두 곳에서 이루어 졌다. 용융

기간 동안 용융물 온도 측정은 MASCA 실험에서 사용된 에어로졸 blowing 장

치를 사용하여, 복사온도계를 사용한 용융물 온도 측정 시 에어로졸의 향을 

대폭 줄 으며, 관측용 유리창이 온도 측정에 미치는 향을 인지하여 용융물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용융물이 냉각수에 진입하기 

직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전산 코드에 제공되는 보다 정확한 용융물 온도를 얻

었다. 코드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용기 내 정압계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작은 범위의 압력을 보다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압계를 장착하여 

압력 측정의 정확도를 높 다. 

한편, 증기폭발 코드 계산에서 중요한 인자인 혼합층의 기포율 측정을 위

해 기포에 의한 수위 변화로 평균 기포율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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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포율을 측정하 으며, 한편 국부적인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해 축방향 

토모그래피 기술을 개발을 외부 위탁 및 자체연구로 추진하고 있다. 용융물의 

속도와 용융물 주입모형의 입체적 측정을 위해 두 개의 고속 카메라로 용융물

의 진행을 고속 촬 하여 용융물의 속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 으며, 용융물

의 입체적 모형을 관찰하 다. 이외에도, KROTOS 실험과 상응하는 동압, 동

하중 측정을 위해 KROTOS 실험과 동일한 계측기 사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

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 으며, 새로운 반응용기를 제작하여 그 계측기를 장

착하 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TROI 실험의 계측이 국제 수준에 도달하도

록 노력하 다.

증기폭발에서 그 위해도가 어떤 인자에 좌우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증기

폭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실험을 분석하여 

위해도 결정 주요 인자를 규명하 다. 80 : 20 코륨과 70 : 30 코륨의 물성치 

및 조성 차이는 미미하다. 그리하여 이 두 물질의 용융물 파손 거동, 냉각수 용

융물 상호 열전달 거동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험 결과가 현저하게 

다른 크기의 증기 폭발 거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 조성이 증

기 폭발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임을 규명하 고, 완전 일치 물질을 사용한 실험

을 수행하여 그 폭발성을 밝혔다. 또한, 증기폭발 국제 공동연구 한불 제안 등 

국제적인 연구를  선도하 다. 우선 OECD 증기폭발 프로그램인 SERENA 

Phase 1에 참여하 으며, TROI 실험을 SERENA Phase-1의 검증 실험의 하나

로 채택되게 하여 TROI실험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혼합과정

에서의 기포계수 및 용융물의 부피 분율의 측정 및 물질효과 규명을 위한 

SERENA Phase 2의 제안을 프랑스와 주도하 다.

이상과 같이 증기폭발 위해도 원인 규명 원인 개발과 실험자료를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선도함으로써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

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Core catcher 개념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난 2단계에서 국내에 출원하 던 Core catcher 개

념에 관한 2건의 특허를 국내에 등록하 고, 국제특허를 위해 2건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하여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건의 PCT 출원 제목은 Passive Cooling and Arresting Device for the 

Molten Core Material 과 Device and Process for Cooling Molten Core 

Material released from a Reactor Vessel 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에 Core 

Catcher 개념에 대한 국외 특허를 출원하 고, 개발된 노심용융물 억제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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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술성 인정으로 산자부 NuTech 2015 연구를 통해 실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 으며, 본 연구 결과는 노외 

노심용융물 억제방안에 대한 개념 정립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신

규 원전에 장착될 Core catcher 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수소연소 제어 방안 개발

중대사고시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이라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수소연소 시 주요 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염망의 원전 적용 가

능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 다.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해 성능 평가 

수소 연소 실험 수행 30 여회 (화염 온도, 화염 가속 효과, 장애물 효과, 실제 

계측기 적용 소염망 성능 시험, 대기압 및 가압, 수소 농도 8-10%)를 수행하고, 

원자로 경우로 확장하기 위해 성능 평가 모델도 개발하 다. 특히 실제 압력 

센서에 적용을 위한 계측기 보호용 소형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양서을 만들었

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소염망 성능 실험을 통해 소염망 시작품 명세

서를 작성함과 실제 적용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소염망

을 이용한 원전 중대사고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차세대 원전 및 가동중 원

전의 수소폭발과 관련된 인허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 원전 안전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염망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매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제 3 절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을 위해 증기폭발의 해석 부분은 

SERENA 계산과 동일한 일정으로 수행하 다. 1차원 코드인 것이 단점이지만 

용융물 거동 모사 및 분쇄모델 에서 강점이 있고 실제 원자로 계산의 경험이 

있는 TEXAS-V코드를 활용하 다. 이번 단계에서는 각 코드의 최대로 문제가 

되는 인자에 대한 수정 및 노내외 증기폭발 해석을 수행하 다. 우리는 

TEXAS-V의 New breakup의 데브리 크기 스펙트럼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TROI-20 실험에 맞도록 New breakup 모델을 개선하 다. 이렇게 이

번 단계에서는 TEXAS-V를 이용한 증기폭발의 해석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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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면 모델 개선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SERENA 계산에서 사용한 TEXAS-V 코드는 용융물거동모사에 강점을 

보이는 Lagrangian-Eulerian 코드이다. 이 코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개

발하 는데, 1차원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IRSN에

서 개발한 3차원적 증기폭발 해석코드인 MC3D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단계에서는 MC3D를 도입하는 예비단계로 TROI 실험에 대한 혼합 및 폭

발 계산을 수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노외 증기폭발 혼합계산을 수행하 으며, 

폭발계산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MC3D를 활용한 증기폭발 체계

를 수립하여 3차원적인 증기폭발 해석 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OECD/MCCI 프로그램은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수행되었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에

서는 OECD/MCCI 실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 고, MCCI 해석 방법론을 개

선(물 침투 효과, 다차원 침식 거동)하 으며 원자로 경우에 대한 평가 기술을 

구축하 다. 또한, OECD/MCCI Analysis Workshop에 참여하여 CCI 실험에 

대한 MELCOR 해석결과를 참여국에 제공하 고, 외국의 해석 결과 비교 검토

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 다.  

OECD/MCCI 프로그램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물침투 냉각 모델이 

반 된 CORQUENCH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이 LCS 콘크리트 캐비티에 

방출되어 침식되는 과정에 대한 1-D 계산을 수행하 고, OECD/MCCI 프로그

램에서 수행하 던 CCI 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MELCOR 해석

결과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의도하 던 연구 개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가동중 원전 및 신규 원전에서 MCCI 

현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 개발 측면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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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증기폭발위해도 평가 및 대처방안 수립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한 실험과 다른 자료들을 분석하여, 

코륨의 증기폭발성은 다른 상사물을 사용한 실험보다 작다는 결론을 정량적으

로 얻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구축된 정 한 계측을 완비한 완전 일치 물질

을 이용한 실험을 좀 더 수행하여 Data Base를 구축하면,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은 증기폭발 코드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원자로 경우를 계산하여 규

제 기술 및 산업체의 설계 기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ECD/SERENA 

2단계 연구를 한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하 다. 증기폭발 

해석에서는 OECD/SERENA 1단계 연구를 통해 개선된 증기 폭발 해석 방법론

을 이용한 대표 원전에 대한 증기 폭발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원자로 조건에

서의 증기 폭발 위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 으며, 연구 결과가 격납 

건물 건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 분석하 다.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및 억제를 위한 Core Catcher 개념 개발은 노외 방출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키고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 등록하여 하 다.

1. 기술적 파급효과

증기폭발 실험에서는 완전 일치 원자로 물질 이용 증기폭발 실험 기술 및 

자료 확보로 국내 주도 국제 공동 연구 추진, 중수로 안전해석 기술 개발을 위

한 AECL 실험 자료와 TROI 실험 자료 교환 등이 이루어져서, 향후 급속히 진

행될 중대사고 분야 기술의 상업화에 대비한 원천 기술이 확보된데 큰 의미가 

있다. 증기폭발 연구에서의 증기폭발 하중 해석모델의 개선 결과는 가동 중 원

전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 수립 및 신규 원자로 중대사고 쟁점 평가를 위해 산

업체가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및 억제를 위한 

Core Catcher 개발은 원전 기술자립과 원자력산업 수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

술이며, 신형 원전을 개발 및 수출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을 제시한다.

2. 경제 사회적 효과

증기폭발 실험 연구에서 개발되는 초고온 용융물질 처리 기술, 초고온/초

고압/초고속 현상 계측 기술들의 극한 기술들은 산업체의 애로 기술 해결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자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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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코륨을 용융하는 기술은 중, 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기술 및 단결정 생성 및 

고온 용융 재료의 물성치 연구 등 신재료 물질 특성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철강 분야에서의 초고온 물질의 용융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의 일반 산업체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증기폭발 해석 체계의 수립으로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에 신뢰도를 

확보하 다. 특히, 이러한 해석체계가 국제공동연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 

증기폭발 해석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 되었다. 이렇게 증기폭발 위해도 평

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는 국내 원전의 운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

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증기폭발 해석 체계의 수립으로  국

내 외 가동 중 원전 및 신형 경수로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 개발, 대처설비 개

발, 인허가 쟁점 규명 등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심용융물 장기냉각 거동 평가기술 구축 연구는 노외 방출 노심용융물

을 냉각시키고 억제하는 Core Catcher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원

자로, 특히 APR1400 이후의 원자로의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켜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국의 노형을 안전성 

및 경제성에서 능가하는 노형을 개발하여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수소연소 제어 방안 개발

1. 기술적 파급효과

2005년 12월 1일에 발표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 (과기.원자

로.035)에 따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

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중 일부인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

기가 가연성기체의 방출에 수반되는 환경조건(급속한 국부연소 발생조건과 가

연성기체 제어계통이 작동되는 환경조건 포함)에 있었던 기간과 그 후에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소연소시 기기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제 

원전 적용을 위해 화염가속 및 난류 조건에서 모델기기 보호를 위한 소염망 성

능 실험자료는 원전 기기보호를 위한 소염망의 성능을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

며, 소형 소염망 시제품제작에 대한 명세서는 소형 소염망 시제품으로 원전에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발전소내의 다른 기기에도 동일한 개

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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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사회적 효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소염망을 이용한 기기보호를 입증 자료

를 생산하 으며,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독점적 시장 창출 기대 된다. 특

히 소염망을 이용하여 중대사고시 수소연소에 의한 원전기기보호가 가능하다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염망의 설치비용은 매

우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시장규모는 아직 추정이 곤란하지만 중대사고시 인허

가가 보다 엄격한 유럽의 원전에서는 많은 채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노심용융물 장기 냉각거동 평가기술 구축

1. 기술적 파급효과

이 연구의 일환인 증기폭발 해석 체계의 수립이 국제공동연구의 틀 안에

서 이루어진 만큼 증기폭발 해석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 되었다. 이렇게 

증기폭발 위해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는 국내 원전의 운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증기폭발 해석 체계의 

수립으로  국내 외 가동 중 원전 및 신형 경수로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 개발, 

대처설비 개발, 인허가 쟁점 규명 등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OECD/MCCI 실험 자료 수집 및 평가, MCCI 해석 방법론 개선(물 침투 효과, 

용융물 분출 효과), 원자로 경우에 대한 적용 및 평가는 노심용융물 장기 냉가 

거동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중대사고 분석과 평가를 위한 국내 고유의 국산 전산코드의 개발 및 실증 

실험 기술 등은 원전 기술자립과 원자력산업 수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중

의 하나이다. 특히, MCCI 해석모델은 가동중 원전 및 신규 원전에서 사고관리 

전략 평가 및 검증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규제 기관 및 산업체에서 적극적

인 활용이 기대된다. 

2. 경제 사회적 효과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및 억제를 위한 Core Catcher 개발은 원전 기술자

립과 원자력산업 수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며, 신형 원전 개발을 위해 필

수적이다. 국내 원전의 중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수출 추진 과정에서 중대사

고 대처 능력 미흡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

며, AP1000, EPR 등 가동 원전에 비해 중대사고 대처 능력이 향상된 원자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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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원천 기술 확보가 국가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는 노외 방출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키고 억제하는 Core Catcher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로, 

특히 APR1400 이후의 원자로의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국의 노형을 안전성 및 

경제성에서 능가하는 노형을 개발하여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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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표 6.1.1-1 SERENA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번호 수집 해외 과학기술정보 국  가 활 용 처

1
FARO LWR Programme Test L-28 Data 

Report 
프랑스 혼합계산 검증

2 FARO Test L-28 Quick Look Report 프랑스 혼합계산 검증

3
Addendum to FARO Test L-28 Quick Look 

Report
프랑스 혼합계산 검증

4 FARO L-28 ASCII Data Set 프랑스 혼합계산 검증

5
FARO LWR Programme Test L-31 Data 

Report 
프랑스 냉각계산 검증

6 FARO Test L-31 Quick Look Report 프랑스 냉각계산검증

7 Moving Image File for L-31 Melt Pour 프랑스 냉각계산검증

8 FARO L-31 ASCII Data Set 프랑스 냉각계산 검증

9
FARO LWR Programme Test L-33 Data 

Report 
프랑스

혼합/폭발 

계산검증

10 FARO Test L-33 Quick Look Report 프랑스
혼합/폭발 

계산검증

11
Addendum to FARO Test L-33 Quick Look 

Report
프랑스

혼합/폭발 

계산검증

12 FARO L-33 ASCII Data Set 프랑스
혼합/폭발 

계산검증

13 FARO L-14 ASCII Data Set 프랑스 혼합계산 검증

14 KROTOS 38 to KROTOS 44 Data Report 프랑스 폭발계산 검증

15 KROTOS 44 ASCII Data Set 프랑스 폭발계산검증

16
MC3D Version 3.5 Source, Executable File, 

User manual
프랑스

다차원증기

폭발해석

17

OECD Research Programme ON 

Fuel-Coolant Interaction -SERENA (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s) -Phase 1 Reports, January 

2002 – June 2005

OECD
증기폭발 위해도 

및 현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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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2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1)

번

호
수집 해외 과학기술정보 국가 활 용 처

1

OECD/MCCI-2002-TR05: Long-Term 2-D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Test, 

Design Report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2

OECD/MCCI-2004-TR01: 2-D Core Concrete 

Interaction (CCI) Tests: CCI-1 Test Data 

Report-Thermalhydraulic Results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3
OECD/MCCI-2004-TR02: 2-D Core Concrete 

Interaction (CCI) Tests: CCI-2 Test Plan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4

OECD/MCCI-2004-TR05: 2-D Core Concrete 

Interaction (CCI) Tests: CCI-2 Test Data 

Report-Thermalhydraulic Results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5

OECD/MCCI-2005-TR04: 2-D Core Concrete 

Interaction (CCI) Tests: CCI-3 Test Data 

Report-Thermalhydraulic Results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6
OECD/MCCI-2004-TR05: 2-D Core Concrete 

Interaction (CCI) Tests: Final Report
미국

CCI 평가 및

모델 개발

7
OECD/MCCI-2002-TR03: Melt Eruption 

Test (MET), Design Report
미국

MET 평가 및

모델 개발

8

OECD/MCCI-2002-TR01: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Design Report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9

OECD/MCCI-2002-TR04: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SSWICS-1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0

OECD/MCCI-2002-TR06: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SSWICS-2 Test Data Report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1
OECD/MCCI-2003-TR01: SSWICS-1 Final 

Data Report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2
OECD/MCCI-2003-TR02: SSWICS-2 Final 

Data Report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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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3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2)

번

호
수집 해외 과학기술정보 국가 활 용 처

13
OECD/MCCI-2003-TR03: SSWICS-3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4
OECD/MCCI-2003-TR04: SSWICS-4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5
OECD/MCCI-2003-TR05: Crust Failure 

Test, Design Report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6
OECD/MCCI-2003-TR06: SSWICS-5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7

OECD/MCCI-2004-TR03: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SSWICS-6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8
OECD/MCCI-2005-TR01: SSWICS-7 Test 

Data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19

OECD/MCCI-2005-TR02: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SSWICS Final Report: Crust 

Strength Measuremen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20

OECD/MCCI-2005-TR03: Small-Scale 

Water Ingression and Crust Strength Tests 

(SSWICS), SSWICS Final Report: Thermal 

Hydraulic Resul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21

NRC/MCCI-2003-TR01: OECD MCCI 

Analytical Support (Stand Alone Task) 

Water Ingression Modeling of the OECD/ 

MCCI SSWICS Tests

미국
SSWICS 평가 및 

모델 개발

22

OECD/MCCI-2002-TR02: Enhancing 

Instrumentation for Reactor Materials 

Experiments

미국
원자로 물질 실험에 

필요한 계측기 선정

23
OECD/MCCI-2005-TR06: OECD/MCCI Project 

Final Report
미국

OECD/MCCI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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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y conclusions of Phase 1  

1.1 Scope of Phase 1  

Phase 1 of OECD/SERENA programme brought together most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area of Fuel Coolant Interaction (FCI) with the objective of evaluating the capabilities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FCI computer codes in predicting steam explosion induced loads, 

reaching consensus on the understanding of important FCI phenomena relevant to the reactor 

situations, and propose confirmatory research to bring predictability of FCI energetics to 

required levels for risk management.  

The objective of Phase 1 was reached through comparative calculations of existing 

experiments and reactor cases by using available tools. It was divided into five tasks: 

1. Identification of relevant conditions for FCI in reactor  

2. Comparison of various approaches for calculating jet break-up and pre-mixing, 

3. Comparison of various approaches for calculating the explosion phase,  

4. Reactor applications, 

5. Synthesis and proposal for Phase 2. 

Next sections summarise the findings. 

1.2 Generic situations considered 

Task 1 had the objective of determining the most relevant situations for energetic FCI in 

reactors. Energetic FCI occurring ex-vessel during melt discharge through a large breach in 

the lower head into a flooded cavity was considered of most concern, and a side pour the most 

challenging case for the structures. In-vessel, multiple jets through the core support plate were 

considered as potentially the most challenging for the primary circuit in case of energetic FCI. 

Therefore, SERENA aimed at verifying the capabilities of the codes to predict these situations 

with a sufficient level of confidence. The status of the predictive capabilities of the codes and 

associated uncertainties were verified and compared first on relevant experiments for the two 

main phases of a steam explosion, i.e., pre-mixing and explosion. Pre-mixing was analysed 

first separately because the strength of the explosion strongly depends on pre-mixing 

conditions at the time the explosion trigger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verify that this phase 

is calculated adequately for the purpose. Noting that no relevant multi-pour experiment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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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we could extract today from existing experimental data base in relation with these 

reactor situations was found in the FARO, KROTOS and TROI programmes. Calculations 

were performed for FARO L-28 and FARO L-31 for pre-mixing, and KROTOS 44, TROI-13 

and FARO L-33 for explosion, respectively.  

1.3 Code calculations of the selected experiments 

Analyses of the premixing experiment calculations (Task-2) and explosion experiment 

calculations (Task-3 ) indicated that most computer codes were not able to successfully 

predict important parameters of the experiments, such as mixture properties, pressure and 

temperature histories, and dynamic pressure propagation during explosion.  Also, large scatter 

in modelling and predictions was noticed between the participating computer codes. 

For the simulation of premixing experiments, most of the calculations significantly 

overestimated void fraction with respect to the experimental data deduced from water level 

swell measurement. Knowing the importance of void in pre-mixing for steam explosion 

behaviour, attention was largely focused on this issue. Several sensitivity calculations were 

done in addition to the base case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The break-up 

mechanisms, particularly in the first phase of the premixing, i.e., up to melt-bottom contact 

(in the experiments, spontaneous steam explosions often trigger when the melt front contacts 

the bottom), were also investigated. However, resolution of this issue was not possible, since 

none of the existing corium experimental data have spatial distribution of fuel fraction and 

void. 

For the simulation of explosion experiments, it was observed that FCI codes tend to 

noticeably overestimate the energetics for the tests with corium, while they predict reasonable 

behaviour for the tests with alumina, such as KROTOS-44. It was noted that the computer 

codes were tuned to the KROTOS data in their developmental stage.  

So, expert's discussions largely focused on the material influence on the energetics, in view of 

the recent observations  in TROI complementing those already obtained with KROTOS. This 

aspect was judged to be one of the major uncertainties for predictions. 

1.4 Code applications to reactor situations 

In Task 4, two standard problems reflecting the generic situ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1.1 

were selected for analysis by the computer codes, one for in-vessel steam explosion an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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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vessel steam explosion, respectively. Each computer code was used with the most 

appropriate parameters and model options as deduced from Task 2 and Task 3 analyses.  

The ex-vessel results show noticeable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s. The calculated maximum 

pressure loads at the cavity lateral wall vary from a few MPa to ~40 MPa and the impulses 

from a few kPa.s to ~100 kPa.s (except in one case, where the impulse is significantly higher).  

It was recognized that a level of loads of the order of some tens of kPa.s might be prejudicial 

to the integrity of the cavity. For the in-vessel case, the level of the impulses was relatively 

low. The reason for such reduced values of the loads stands essentially in the high voiding of 

the pre-mixing region as calculated. The analyses of the reactor situations highlighted the 

differences in models and representation of the scenarios in the calculations. Evalu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differences in view of the reactor safety margins was performed by 

expert judgment. It was generally agreed that the margins in the in-vessel case might be 

considered as sufficient. For the ex-vessel case, it was recognized that the internal structures, 

such as the reactor pit, could be damaged by the loads due to a steam explosion. If we 

increase the knowledge level for the nature of corium resulting in mild steam explosions, we 

might be able to quantify the safety margin for ex-vessel steam explosion. This information 

will be very helpful both for the design of containment structures and for setting up an 

appropriat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Lastly, the impact on the results of the different ways used to represent the 3-D geometry of a 

reactor situation by 1-D and 2-D approximations could not be resolved in the absence of data 

in reactor-like situations. Actually, the codes extrapolate from the level of simplifications 

adopted for experiments performed in axi-symmetrical configurations and it has never been 

verified whether this is adequate for the purpose. Experimental simulation of full-scale real 

reactor conditions is not possible, but experiments in non-conventional geometries would be 

helpful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the codes in terms of extrapolation capabilities to reactor-

like configurations. 

Partners in Phase 1 agreed that uncertainties on the pre-mixing flow patterns, especially 

on void and melt distribution, and on material influence on steam explosion energetics 

can be adequately reduced by performing a limited number of well-designed tests in the 

KROTOS and TROI experimental facilities in Phase 2 of SERENA, complemented by 

analytical activities as described in the next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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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ase 2 proposal 

2.1 Objectives of Phase 2 

Considering the results of Phase-1, that the impact of in-vessel FCI would not challenge the 

integrity of the containment whereas this cannot be excluded for ex-vessel FCI, and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s Group (NEA headquarters meeting, 6-7 

April 2006), the project focuses on ex-vessel melt-into-water FCI.  

Phase 1 results clearly indicated that the role of void and material properties are the most 

crucial areas to be investigated furth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isk of steam 

explosions in reactor situations, and thereby, to reduce the uncertainties in calculating the 

loads on the containment structure caused by ex-vessel steam explosion. 

Therefore, the phase 2 proposal is formulated to resolve the uncertainties on void and material 

effect by performing a limited number of well-designed tests with advanced instrumentation 

reflecting a large spectrum of ex-vessel conditions and the complementary analytical work to 

bring the code capabilities to a sufficient level for use in reactor case analyses. The objectives 

of the experimental programme are threefold: 

• Provide experimental data to clarify the nature of prototypic material having mild 

steam explosion characteristics.  

• Provide innovative experimental data for computer code validation, including spatial 

distribution of fuel and void during the premixing and at the time of explosion, and explosion 

dynamics for the validation of explosion models. This would certainly minimize the  scatter 

of computer code predictions. 

• Provide experimental data for the steam explosion in more reactor-like situations to 

verify the geometrical extrapolation capabilities of the codes. 

These goals can be achieved by using the complementary features of KROTOS (CEA) and 

TROI (KAERI) corium facilities including fitness for purpose oriented analytical activities. 

KROTOS is more suited for investigating the intrinsic FCI characteristics in an one-

dimensional geometry. TROI is more suited for testing the FCI behaviour of thes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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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actor-like conditions by having more mass and multi-dimensional melt water interaction 

geometry. 

2.2 Short presentation of KROTOS and TROI facilities 

TROI is a facility dedicated to steam explosion experiments located in KAERI (South Korea). 

KROTOS is currently being rebuilt in the CEA Centre of Cadarache (France) after having 

been operated for many years at JRC-Ispra by the European Commission. Schematic pictures 

and compared capabilities of the facilities are shown in Fig. 1. Both have proven their 

capabilities to perform prototypic steam explosion experiments using a wide variety of fuel 

materials. For the proposed programme both facilities will implement improved technological 

features and advanced instrumentation. 

The KROTOS facility will be improved in two ways: 

• Addition of a release device, as in FARO, for a better control of melt jet conditions 

• X-ray radioscopy of the premixing.  

Similarly, the TROI facility will be improved in two ways: 

• Addition of intermediate release device, as in FARO, for a better control of melt 

stream conditions 

• Axial Electric tomography to have a qualitative view of premixing behaviour.  

Both facilities have the ability to use a wide variety of fuel materials. In addition, both 

organizations have advanced capabilities for post-test physical and chemical analyses of the 

debris. Such analyses recently revealed important different physico-chemical behaviours 

between alumina and corium, which have to be investigated further to determine their 

possible contribution to the reduced energetics observed with corium melts with respect to 

alumina melts and help understanding the “mater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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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TOS test section TROI test assembly

5 kg of melt
1-D geometry
New release device
X-ray radioscopy
External trigger

20 kg of melt
2-D geometry
Intermediate catcher
Tomography
External trigger

UO2-ZrO2-Steel-Zr-FP

KROTOS test section TROI test assembly

5 kg of melt
1-D geometry
New release device
X-ray radioscopy
External trigger

20 kg of melt
2-D geometry
Intermediate catcher
Tomography
External trigger

UO2-ZrO2-Steel-Zr-FP

 
Fig. 1 Schematic view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KROTOS and TROI facilities 

2.3 Advantages of using the two facilities 

The two facilities have different geometries, especially different ratios of diameter to height 

of the test sections. The KROTOS facility features rather one-dimensional behaviour of 

mixing and explosion propagation. This allows a clear characterisation of mixing behaviour 

(melt and void distribution) and escalation and propagation behaviour (given path starting 

from bottom triggering), with the respective possibilities of direct checking of code results. 

The wider test section in TROI allows more prototypic sideways spreading of the mixing 

region (void and melt) and multi-dimensional pressure wave propagation. This addresses 

questions of more extended, less voided (easier steam release) but also leaner mixtures as well 

as limitations in the explosion phase (explosion venting effects). 

A different aspect is given by the possibility to release a thicker jet and a larger total mass of 

melt in the TROI facility. This allows to check whether under multi-dimensional conditions 

larger and more melt-rich mixtures with limited void can establish. This addresses questions 

of stronger explosions due to larger mass involved. With KROTOS, the explosion strength is 

enhanced by the lateral constraint (1D). 

Considering the above points, the experiments in the two facilities are complementary. With 

respect to model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y provide the opportunity to check key 

effects in experiments with increasing complexity (1D, more defined conditions and processes 



Revision 3, 28 August 2006 

 9

in KROTOS vs. multi-dimensional, more reactor-oriented conditions needing more global 

analysis in TROI). Through this, they strongly support the modelling work.  

By the different geometrical and mass scales of the two facilities a transition from more ideal 

to reactor-typical conditions is provided. Since the same prototypic materials are used in both 

facilities, this up-scaling allows to check whether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both KROTOS 

and TROI with identical modelling approaches is possible. Then, once the models of the 

computer codes dealing with the void issue and corium fragmentation are validated on the 

KROTOS data and the codes are capable to calculate the more reactor-oriented situations 

simulated in TROI, confidence in code applicability to reactor FCI scenarios is strengthened. 

2.4 Experimental programme 

2.4.1 Basic test conditions 

Six complementary tests in each facility will cover the needs. The effect of the fuel material 

properties will be investigated with the use of 4 different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table 

of Section 2.4.2. The basic oxidic corium will be 70%UO2-30%ZrO2, as it revealed to induce 

spontaneous explosions more energetic than with 80%UO2-20%ZrO2 in TROI conditions. 

The proportion of the other components will be specified later. 

To guarantee the occurrence of a steam explosion, all tests will be artificially triggered just 

before melt-bottom contact.  

KROTOS tests will be performed with the following common conditions: 

- Corium melt mass ~5 kg 

- Pool depth ≤1.1 m 

- Pool diameter 200 mm 

- Free fall 50 cm 

- New release mechanism and X-Ray radioscopy 

TROI tests will be performed with the following common conditions: 

- Corium melt mass ~20 kg 

- Pool depth 0.7 –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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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 diameter 600 mm 

- Free fall 50 cm – 100 cm with an intermediate catch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tests will be performed with standard ex-vessel conditions, i.e., a 

pressure of 0.2 MPa and a subcooling of 50 K. 

2.4.2 Fuel material 

Different melt compositions  will be used that reflect reactor situations. So far, only two types 

of oxidic melt compositions have been used, and the mild character of the explosions that 

have been observed has to be confirmed for other realistic melt compositions. The scope here 

is using prototypic materials in a wide range of  material compositions that are expected to 

occur in postulated reactor situations, with the underlying objective of determining bounding 

compositions for the energetics.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s Group, the 

tests will be performed with material compositions as  indicated in the table below: 

 

Material Composition Situation / Related effect 

Mat 1 70%UO2-30%ZrO2 Reference material 

Mat 2 80%UO2-20%ZrO2 Standard material in FARO and KROTOS  

Mat 3 70%UO2-30%ZrO2 +steel +Zr Metal content representative of a reactor 
situation (to establish through discussion 
with the partners)  

Focus on role of oxidation of metallic 
components 

Mat 4 70%UO2-30%ZrO2 +FP + iron 
oxide + absorber materials as 
appropriate 

Other composition representative of a reactor 
situation (to establish through discussion 
with the partners, considering also BWR 
specificities) 

Focus on role of large liquidus-solidus ΔT  

For each material, the composition will be carefully analysed and documented in order to 

guarantee that it is as far as possible identical in bot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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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Melt release 
 

Different modes of contact between melt and water can be envisaged in reactor situations 

depending on the melt relocation scenario.  

The injection system developed for FARO, with an intermediate core catcher and a fast 

mechanical opening system, allows some variations in the geometry of the melt stream and 

melt-water contact conditions. This new release system will be used for both KROTOS and 

TROI. 

2.4.4 Test matrix 

The proposed test matrix is composed of 6 series of 2 complementary tests, one in KROTOS 

with 5 kg of melt and 1-D configuration, and one in TROI with  20 kg of melt and 3-D 

configuration. Test 1 will be performed first, but the order and final specifications of the 

further tests will be decided as a function of the knowledge received in the previous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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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test matrix for SERENA Phase 2 

 

 KROTOS TROI 

1 Challenging conditions (to be 
finalised through discussion with 
the partners) 

Standard geometrical conditions

High melt superheat  

High system pressure (0.5 MPa)

High system pressure (0.5 
MPa)   

Reduced free fall (Melt jet 
velocity) and thick melt jet 

  Mat: to be decided  

Standard conditions: jet of 
diameter 3 cm 

Large jet at penetration (5 cm)2 Geometry effect  
Effect of geometry by comparison 
between KROTOS and TROI 

Mat 1: 70%UO2-30%ZrO2 

Standard conditions Large jet at penetration (5 cm)3 Material effect 
Oxidic composition 

Mat 2: 80%UO2-20%ZrO2 

Standard conditions Large jet at penetration (5 cm)4 Material effect 
Oxidation/composition 

Mat 3: 70%UO2-30%ZrO2 +steel +Zr 

Standard conditions. Effect of 
fission product: higher melt 
superheat 

Large jet at penetration (5 
cm). Failure at the bottom, 
considering layer inversion. 
(2-5 cm) 

5 Material effect 

Large solidus/liquidus ΔT  

Mat 4: 70%UO2-30%ZrO2 +FP+iron oxide+absorber materials

6 Reproducibility tests Idem Test 3 or 4 Idem Test 3 or 4 

 

Some further explanations are given here for the pairs of tests. 

1. Challenging configuration. According to the Experts Group recommendation, this series 

of two tests will be performed in realistic configuration, melt composition and 

conditions that are expected to exacerbate FCI while remaining within the range of 

plausible reactor situations. It has been indicated in Chapter 1 that Phase1 of SE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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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ed significant limitations for the occurrence of strong steam explosions which 

would yield critical loads under reactor conditions, but also that understanding and 

modelling capabilities are still not sufficient to allow assured predictions, especially for 

ex-vessel scenarios. Although experimentally much weaker explosions were obtained 

with corium than with simulant materials (especially alumina), that corium melts would 

always produce weak explosions in any circumstances, especially in reactor conditions, 

could not clearly be established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auses. Some 

indications also pointed out that material effects might have been enhanced by specific 

experimental conditions (inflow conditions of melt -especially large entrance velocity 

into water-, duration of pour, etc.) Thus, it makes sense to perform at first two 

experiments (one in KROTOS and one in TROI) under challeng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esent knowledge) in order to check whether strong explosions are 

possible with corium. Then, remaining questions (and requirements for adequate 

modelling) could be more clearly addressed and solved in the subsequent test series by 

investigating material and geometry effects separately.  

 The detailed conditions of the two tests of this first series will be defined through 

discussion with the partners as a function of our present knowledge. The detailed 

conditions of the subsequent tests will be defin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challenging test series. Tentative routes referring to the major processes and 

conditions considered as relevant in the present state of knowledge are indicated in the 

test matrix.. High superheat combined with low liquidus temperature may enhance 

energetics due to less solidification of the particles during pre-mixing. Higher system 

pressure means less void in pre-mixing, which may induce stronger explosions. Muti-jet 

situations may increase the pre-mixed melt mass and could be envisaged if of interest 

for ex-vessel situations. Side pour may be suitable both to verify code performance for 

non-symmetric configurations and to assess whether it affects venting with respect to 

axi-symmetric situations. This may yield lower void in premixing, but also reduce 

explosion strength and load effects in the explosion phase. Reduced melt jet velocity by 

an intermediate catcher (both in KROTOS and TROI) and larger melt jet diameter (in 

TROI) provides flexibility of optimizing the initial conditions to fulfil the objective of 

the test (e.g., effect on explosion strength of larger melt mass in pre-mixture with 

breakup into larger drops typical of a ex-vessel gravity pour with reduced melt free fall 

in space abov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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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dard test conditions. Provides a reference case for the effect of the geometry with 

the basic corium, as discussed in section 2.3. KROTOS test will be performed with a jet 

of diameter 30 mm and a test section of diameter 200 mm. TROI test will be performed 

with a jet of diameter 50 mm and a test section of diameter 600 mm. Tests will be 

performed with standard ex-vessel conditions i.e. a pressure of 0.2 MPa and a 

subcooling of 50 K. Added value with respect to former tests performed in KROTOS 

and TROI is the use of a FARO-type release device which will ensure controlled and 

comparable melt release in both facilities.  

3. Material effect. Investigate the material effect already observed in TROI by changing 

the composition from Mat 1 (70%UO2-30%ZrO2) to Mat 2 (80%UO2-20%ZrO2). In 

TROI, Mat-2 was found to lead to less energetic FCI's and hardly induces spontaneous 

explosions, indicating that eutectic compositions seem to behave differently than non-

eutectic ones. This will be investigated with more details due to improved 

instrumentation and debris analysis capabilities in both facilities. 

 It is especially to be explored whether this different behaviour can yield similarly strong 

explosions as in the case of alumina in earlier KROTOS experiments. This will also 

support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rium and alumina (e.g. 

concerning the discussion about the density effect as cause of different melt break-up in 

premixing with smaller drops in the corium case). It is expected that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orium compositions are less pronounced, thus keeping the tendency 

towards relatively mild interactions, especially due to large void in premixing and 

solidification with smaller drops of melt. 

4. Material effect test including oxidation contribution. Repeat series-2 with a reactor 

representative composition corium containing metallic phases (steel and zirconium). 

Never done in the past. Will give first-of-a-kind data for ex-vessel steam explosion.  

 The questions of a possible oxidation contribution is to be posed in general, due to 

strong effects which may result from oxidation. More specifically, this concerns heatup 

by oxidation avoiding freezing, possible additional break-up mechanisms by energy 

release, but also additional void production by non-condensable gas, the latter acting 

against strong explosions. Again, it is to be checked whether prototypic material 

compositions remain in a range of relatively mild explo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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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terial effect for another composition. Repeat series-4 with a reactor representative 

composition corium having large solidification range. Some hundreds degrees liquidus-

solidus ΔT are obtained when iron oxide and fission products are present in the corium. 

Non-radioactive FP isotopes will be used.  Adding metallic phases can be envisaged, 

thus giving a composition including most ingredients expected to be present in a corium 

during an accident.  

 The major point here is the extended temperature range in which the melt remains liquid. 

Solidification, as an effect to suppress strong explosions especially with smaller drops 

(assumed to be produced with corium in contrast to alumina), however strongly depends 

on actual melt properties which are subject to large uncertainties. Elimination of these 

effects promotes focussing on the possibly more important (or sufficient) effect of 

bounding the strength of explosions by high void and also by limited fine fragmentation 

of already small drops. 

6. Reproducibility tests.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GAMA group, TPC 

members and Experts Group, one reproducibility test in each facility is proposed. The 

choice of the tests to be reproduced as indicated in the matrix is only tentative at this 

stage and may change according to previous test results and partner’s recommenda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project. 

2.5 Analytical activities 

An analytical group is established with the main aim of increasing the capabilities of the FCI 

models/codes for use in reactor analyses by complementing the work performed in Phase-1 

through integrating the results of the Phase-2 experimental programme. This group will 

include the proposing organisations (CEA, IRSN, KAERI and KINS) and those partners in 

the experimental programme having calculating capabilities. The tasks of this group are 

detailed in the Appendix. It will work as in Phase-1 with each partner financing his own work. 

Analytical activities will be concluded by an “ex-vessel reactor exercise “. It will consist of 

calculating an ex-vessel situation as done in Phase-1, with the scope of demonstrating the 

progress made in Phase-2 as compared with Phase-1, in particular verifying the progress made 

in reducing the scattering of the predictions. Organisation and coordination of this exercise 

will be funded as indicated in the cost break-down table in Sectio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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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eliverables 

The main deliverables are: 

• Quick-look Data Reports providing preliminary test data and Final Data Reports 

providing qualified results from all Phase 2 experimental activities. The Quick-look Data 

Reports will be delivered within one month of the completion of each test; 

• An intermediate report summarising the analytical activities by the operating agents, 

and possibly partners organisations delivered at the end of Year 3; 

• A Project Integration Report delivered on completion of the Project; 

• The ex-vessel exercise Synthesis Report delivered on completion of the Project.  

2.7 Cost estimate and schedule 

The programme is proposed for a duration of 4 years, meaning 1.5 tests per year in each 

facility for a total of 12 tests. The overall cost of a test is estimated to be 200,000 euros (Two  

hundred thousand) for both TROI and KROTOS facilities, giving a total cost of 2,400,000 

euros (Two millions four hundred thousand) for execution of the twelve tests of the 

experimental part. Other costs amount to 190,000 euros (one hundred ninety thousand) as 

reported in the breakdown table in Section 2.8.  

For analytical activities (see Appendix), each partner will finance his own work as it was done 

in Phase-1.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for the experimental activities is therefore estimated to 2,590,000 

euros (two millions five hundred ninety thousand). According to the OECD rules, half of this 

cost will be supported by the operating agents and half by the other participating organisations, 

i.e., 323,750 euros/year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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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st breakdown table for experimental activities 
 

TENTATIVE BREAKDOWN OF TOTAL EXPENDITURE 
(all amounts in thousands of EUROS). 

 
Item                                                                              
 

Year 
1 

Year 
2 

Year 
3 

Year 
4 

Total

Set up and execution of the tests, post-test 
examinations and analyses, data reports (CEA, 
KAERI) 

600 600 600 600 2400

Intermediate synthesis report of analytical activities 
(CEA)   

0 0 30 0 30 

Reporting to Project steering bodies and to 
Signatories, final report preparation (CEA, KAERI)

5 5 5 95 110 

Reactor exercise organisation, coordination and 
synthesis report  

0 0 0 50 50 

 
Total 

    
605 

    
605 

    
635 

    
745 

 
2590

 

3 Concluding remarks 

The main aspects of this proposal were already discussed during the last meeting of Phase 1. 

From the technical point of view, partners in Phase 1 expressed their agreement that the 

proposed test series would allow to provide valuable and first-of-a-kind experimental data to 

identify overall pre-mixing characteristics of prototypical corium melts and explosion 

behaviour of those melts in reactor-like conditions (especially for ex-vessel conditions, which 

are of most concern for accident management), thus resolving the main issues identified in 

Phase 1 to achieve sufficient validation of the codes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steam 

explosion risk in reactors. 

The added value of the tests with respect to the experiments performed so far stands in the 

improved test conditions, innovative instrumentation, and variety of corium melt 

compositions and geometrical configurations. Different mixing and explosion behaviours 

implemented by these two test facilities will strengthe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uter 

codes in reactor situation. The lessons from Phase-1 effort indicate that the proposed test 

matrix covers the situations of most interest in a rather exhaus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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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nalytical programme 

Introduction: Need of an Analytical Working Group (AWG) 

As outlined in the main part of the proposal for SERENA Phase-2, the experimental program 

serves to clarify remaining questions from Phase-1 with respect to validation of codes. This 

requires an integrated effort of analytical and experimental work.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about key physics and modeling will benefit from the extended bandwidth of 

conditions in the new experiments. This includes especially variation of material 

compositions, of inflow conditions of melt into water and of geometry. Further, improved 

detection of premixing conditions at the instant of triggering addresses major parts for 

clarification, emphasized in SERENA Phase-1 and of major importance in the reactor safety 

perspective. Based on this, the modeling will be further elaborated. This will be oriented at 

fitting for purpose for safety analysis and elaboration of the major effects which reduce the 

explosion strength. 

In order to guarantee and organize this elaboration of models in parallel and linked to the new 

experiments, the Experts Meeting on the proposed OECD – SERENA Phase-2 Project on 

Steam explosion at NEA Headquarters, 6-7 April 2006, recommended that analytical work 

should accompany the experimental program, with the main aim of increasing the capability 

of the FCI models/codes for use in reactor case analyses.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group is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s Group, its main tasks will be to: 

« 

Perform pre-, post-test calculations in support of test specification and analysis  

Organize a benchmark exercise with "blind pre-test" calculations for one test being 

performed in the second period of the project. 

Improve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ose key phenomena that are believed to have a 

major influence on the FCI process.  

Address the scaling effect and application to the re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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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specific attention to the link between FCI models/codes and general system codes 

(e.g. COCOSYS) or integral codes (e.g. ASTEC, MELCOR). 

Demonstrate the progress made in SERENA Phase-2 as compared with Phase-1, e.g., 

by repeating the “ex-vessel reactor exercise” (deviations shall be explained).  

» 

Working program of the AWG 

In order to reach the above goals and fulfill the respective tasks according to the overall 

orientation, the analytical work has therefore continuously to 

• keep the common practical orientation to the reactor ex-vessel problem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caling effect; 

• check differences in analytical approaches in view of the experimental findings in order to 

reach convergence in understanding and modeling key effects; 

Concerning the ex-vessel reactor problem, realistic scenarios shall be evaluated which are 

considered to yield the largest and most melt-rich mixtures with limited void, considered to be 

most challenging. This especially serves to check the reducing effects based on the state of 

modeling reached. Such (a) case(s) shall be selected for common benchmark calculations. The 

other physical conditions, e.g. water level (constraint) and vessel pressure, should be chosen 

in a way that they are both challenging for the structure integrity and representative from a 

probabilistic point of view. 

Also, a special attention will be put all along the program on the physical interfaces between 

the general accident development and the steam explosion process. This means, that realistic 

variants of conditions, of the melt behavior, of melt contact with water, of availability of 

water, pressure etc. are provided and must be captured by the modeling. Further, in order to 

allow coupled analyses, data interfaces between system or integral safety codes (MELCOR, 

ASTEC, COCOSYS…) and steam explosion codes must be considered. In this respect, also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of simpler tools to be integrated in system 

and integral safety codes has to be evaluated. In the finalization of the program, clear 

recommendations will be established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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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se orientations, pre- and post-test calculations will be performed. This supports the 

modeling by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also supports the respective adequate 

specification of tests and their analysis.  

In order to monitor the progress during the project, three benchmark exercises will be 

organized: 

• "Blind pre-test" calculations for the first test (of each facility) as a starting point of the 

project, in order to check the progress made since phase-I.  

• "Blind pre-test" calculations for one test (of each facility) being performed in the second 

period of the project.  

• A final “ex-vessel reactor exercise” for the chosen configurations. This exercise will serve 

to demonstrate the progress made in SERENA Phase-2 as compared with Phase-1. 

Results shall be compiled in a technical note and discussed in detail.  

Organization 

The Analytical Working Group should meet at a rate similar to phase-I, in conjunction with 

the experimental program, i.e. about every each nine months.  

A preliminary meeting should be organized with the following main objectives: 

• Confirmation of the general roadmap and objectives; 

• Confirmation of organization; 

• Identification/confirmation of key processes and problems to be solved; 

• Identification of reactor ex-vessel configurations of interest which will be evaluated all 

along the program; 

Regular meetings would then be organized as follows: 

• Post-test analyses and calculation of the previous test. 

• Pre-tests analyses and calculations : these ones should be sent to the coordinator of the 

AWG before the test execution for compilation and first glob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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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al test results and discussions. 

• General analyses of key phenomena. 

• Reactor calculations and analyses. 

Milestones are given by the experimental program after tests 2 and 4 of each facility and at 

the end of the program. Accordingly, results of pre- and post-test calculations will be 

compiled at these stages. Further, the overall progress of analysis and modeling according to 

the objectives defined above for the working program shall be docu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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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과제에서는 실제 원자로 물질을 사용한 증기폭발 실험, 소염망 개발을 위한 
수소연소 실험 그리고 노심용융물 위해도 평가 모델 개선 및 Core catcher 개념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증기폭발 실험 연구에서는 완전 일치 원자로 물질 (UO2+ZrO2+Fe+Zr) 이용한 
실험을 포함하여 15 회의 증기폭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중에는 원자로 물질을 이용한 
노심 용융물 배치 역전 현상을 재현한 실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EMINI 코드를 이용한 
열역학적 상선도 평가 기술도 구축하였다. 또한 용융물 데브리 물질의 물리/화학 분석 기술을 
구축하여 물질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정밀한 계측을 위하여 용융물의 온도 측정 및 
축방향 Tomography 등의 초고온, 초고속 현상 계측 기술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노심용융물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코어 캐처 개념을 도출하여 국내외 특허를 등록 및 신청하였다.  계측기 
보호용 소염망 개발을 위해서는 소염망 성능 평가 수소연소 실험을 30 여회 수행하여 소염망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 소염망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소염망을 이용한 
격납건물 내 재장전 수조에서의 수소 연소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다. 노심용융물 냉각거동 평가 기술 구축 연구에서는 증기폭발 코드의 물질 효과, 다차원 
그리고 용융물 파쇄 모델 등을 개선하여 원자로 경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였다. 
또한 OECD/MCCI 국제공동연구에 참가하여 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였으며, 그 자료를 
이용하여 MCCI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고 원자로 경우의 평가 기술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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