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SPACE 코드는 원전의 과도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계통 안전해석 코드로 국내 가압경수

형 원전 및 수출 원전의 설계, 안전성 평가 및 성능 해

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1). 이 코드는 원전 

핵심 설계기술을 국산화 하고 국내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

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연재해 

등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환경에서의 원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

내외적으로 원전 설계 요건 등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국내에서는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원자력안전

법을 개정하여 가동 중인 원전을 포함한 전 원전에 대

하여 사고관리를 의무화하였다. 사고관리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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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rean nuclear industry developed the SPACE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is Code for nuclear power plants) code and this code adpots two-phase flows, 
two-fluid, three-field models which are comprised of gas, continuous liquid and droplet 
fields and has a capability to simulate three-dimensional model.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in Korea, the multiple failure 
accidents that must be considered for accident management plan of nuclear power plant 
was determin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accident. Generally,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alculation results of a safety analysis code, verification 
work for separate and integral effect experiments is required. In this reason, the goal of 
this work is to verify calculation capability of SPACE code for multiple failure accident. For 
this purpose, it was selected the experiment which was conducted to simulate a Multiple 
Steam Generator Tube Rupture(MSGTR) accident with 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PAFS) operation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focused 
that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 results and code calculation result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SPACE code. The MSGR accident has a unique feature of the 
penetration of the barrier between the Reactor Coolant System (RCS) and the secondary 
system resulting from multiple failure of steam generator U-tubes. The PAFS is one of 
the advanced safety features with passive cooling system to replace a conventional act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 This system is passively capable of condensing steam 
generated in steam generator and feeding the condensed water to the steam generator 
by gravity. As the results of overall system transient response using SPACE code showed 
similar trend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such as the system pressure, mass flow rate, 
and collapsed water level in component. In conclus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PACE code has sufficient capability to simulate a MSGT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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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

는 다중고장사고가 포함이 되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코드의 계산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SPACE 코드의 다중고장사고 계산 능력을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Multiple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MSGTR) - 피동보조급수계통

(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 PAFS) 실험을 선

정하였다2). MSGTR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중고장사고 중 하나

로 1차 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2차 계통으로 전달하는 

전열관이 5개가 파단 되는 것을 가정하는 사고이다. 사

고 특성 상 파단에 의해 1차 계통의 급격한 감압이 발

생하고, 파단측 증기발생기의 급수 수위가 급격히 상

승하면서 주증기안전밸브(Main Steam Safety Valve, 

MSSV)가 개방된다. 반대로 건전측 증기발생기는 노심

의 붕괴열에 의해 수위가 감소하면서 보조급수가 공급

된다. 일반적인 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감

소하면 능동형 보조급수펌프에 의한 보조급수가 주입

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PAFS가 작동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중고장사고와 피동냉각

계통 실험 시나리오에 대해 안전해석코드인 SPACE 코

드로 모사하여 다중고장사고에 대한 코드의 계산 신뢰

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인 아틀라스(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ATLAS)를 활용하여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3). 앞서 언급하였듯이, 

MSGTR-PAFS 실험을 모사하기 위해, SPACE 코드로 

ATLAS-PAFS 실험 장치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4). 

본 실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기발생기 파단 모의 장

치는 Fig. 1과 같이 ATLAS의 1번 증기발생기에 연결

되어 있다. Fig. 1과 같이 증기발생기의 1차측(Fig. 1의 

Point A)과 2차측(Fig. 1의 Point B)을 연결하는 배관과 

파단 밸브, 그리고 튜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단 노

즐이 있고, 파단 밸브가 개방 되면 Point A에서 유동 

방향을 따라 파단 튜브를 거치고, 파단 밸브를 통과하

여 Point B로 파단 유량이 방출된다.

증기발생기 파단 모의 장치를 반영하여, SPACE 코

Fig. 1. Configuration of the SGTR break system.

Fig. 2. Nodalization of ATLAS facility using SPACE code.

드로 ATLAS 1차 루프를 모델링한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Fig. 2의 빨간색 선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고온관

과 연결되는 증기발생기의 1차측에 해당하는 노드와 2

차측에 해당하는 노드를 연결하는 파단 튜브를 모델링

하였다. 파단 튜브는 5개 파단 면적의 총 합에 해당하

는 면적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파단 튜브

의 임계 유동 방출 모델은 Henry-Fauske 모델을 적용하

였고, 방출계수는 1.0을 적용하였다.

본 실험의 주요 냉각계통인 PAFS는 Fig. 3과 같이, 

ATLAS의 2번 증기발생기에 연결되어 있다. PAFS는 크게 

증기 공급 배관, 피동응축열교환기(Passive Condensation 

Heat Exchanger, PCHX), 응축수 회수 배관, 그리고 피동

응축냉각탱크(Passive Condensation Cooling Tank, PCCT)

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기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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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PAFS facility.

Fig. 4. Nodalization of PAFS line using SPACE code.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PAFS 작동 밸브가 개방

이 되면서 증기 공급 배관을 통해 증기가 공급되고, 증

기는 PCCT 내의 PCHX를 거치면서 응축되어 회수배관

을 통해 다시 증기발생기로 주입이 된다.

SPACE 코드를 이용한 PAFS 모델링 개략도는 Fig. 4

와 같다. 실험장치 루프와 동일하게 2번 증기발생기와 

연결 된 주증기 배관에서 분기된 증기 공급 배관(Fig. 4

의 빨간색 선)으로 빠져 나가는 유로를 모델링 하였고, 

증기 공급 배관은 24개의 노드로 구성하였다. 응축수 

회수 배관은 31개의 노드로 모델링하였고, 증기발생기

의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면 PAFS의 작동이 시

작되도록 ‘TRIP’ 기능을 적용한 밸브가 포함되어 있다. 

PCHX는 PCCT 내부 냉각수에 잠겨있고, PAFS가 작

동되면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는 

튜브에서 응축되고, 이는 중력에 의해 열교환기 하부

배관으로 유입된다. 이때의 응축 과정에서 배관 내 증

기 체적이 감소하여 국부적인 압력이 증기발생기 압력

보다 낮아지므로 증기가 증기발생기에서 PCHX로 흐

르게 된다. 최종적으로 증기가 응축된 응축수는 응축

수 회수 배관을 통과하여 증기발생기 급수관에 급수로 

Fig. 5. Front view of PCHX.

공급된다. 정상 상태 시에는 주증기가 PCHX 및 응축수 

회수 배관에서 응축되어 응축수로 채워져 있고, 응축수 

온도가 배관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밀도 차로 유동이 없는 안정한 상태로 유

지 된다. 따라서 PCHX를 포함한 PAFS는 주증기 배관

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지만 유동은 없어 정상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CHX는 Fig. 5와 같이 약 

3°의 경사각을 갖고 있는 U자 모양의 3개 튜브로 구성

이 되어 있고, 경사각은 열교환기 튜브 내 증기 응축에 

의한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경사각이다5).

PCHX의 설계 특성을 반영하여 SPACE 코드로 모델

링한 노드 개략도는 Fig. 6과 같다. Fig. 6과 같이 크게 

증기 공급 배관과 연결된 PCHX의 입구 측 헤더, 

PCHX의 U자형 튜브, 그리고 출구측 헤더로 나뉜다. U

자형 튜브는 3개의 단면적의 총 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용하여 단일 튜브로 모사하였다. 튜브는 총 24개의 

Fig. 6. Nodalization of PCHX using SPA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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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dalization of PCCT using SPACE code.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 장치와 동일하게 3°의 경

사각을 갖도록 모델링하였다. 또한 PCCT 내부의 냉각

수와의 열전달을 모사하기 위해, PCCT와 연결되는 열

구조체(Fig. 6의 빨간색 선)를 모델링하였다.

PCCT는 PAFS에서 최종적인 열침원 역할을 수행하

는 수조로 초기 수위는 실제 발전소에 적용될 PCCT의 

최소 수위를 고려하여, ATLAS-PAFS 종합효과 실험장

치의 길이 비(ratio)를 적용한 설계 수위로 약 3.8 m를 

적용 한다4). SPACE 코드로 모사한 PCCT 노드 개략도

는 Fig. 7과 같고, SPACE 코드 내의 3차원 요소인 ‘3D’ 

열수력 요소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좌표계 

옵션은 수조 모양과 같이 직각좌표계를 적용하였고, X 

방향으로는 1개, Y 방향으로는 13개, Z 방향으로 14개

의 셀을 갖도록 모델링하였다. PCCT 상부에는 최종적

으로 대기환경 경계 조건과 연결되는 상부 배관을 

‘PIPE’ 열수력 요소(Fig. 7의 C882)로 모델링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정상상태 결과

과도 계산을 수행하기 전, 정상상태를 확인하는 과

정은 필수적이다. 주요 열수력 변수들에 대한 실험의 

초기조건과 SPACE 코드의 정상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험 정보에 따라 노심을 모사하는 전

열봉에서 1.627 MW의 출력이 발생하고, 1차 계통 전

체의 열손실이 97.1 kW인 것을 반영하여 정상 상태를 

계산하였다. 계산 시간은 -1000.0초부터 0.0초까지 계

산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한 정상상태 계산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정상상태 계산 결과, 전체 계통 압력, 

Table 1. Comparison of steady state conditions with experiment 
and SPACE code calculation

Parameter Experiment Calculation Difference (%)

Primary loop

Core power (MW) 1.627 1.627 0.00

Heat loss (kW) 97.1 97.5 0.40

PZR pressure (MPa) 15.52 15.50 0.13

PZR level (m) 3.71 3.71 0.00

RCP flow rate (kg/s) 1.9728 1.941 1.61

Core inlet temp. (C) 292.0 289.4 0.89

Core outlet temp. (C) 327.5 325.2 0.70

Secondary loop

Steam flow rate (kg/s) 0.4019 0.4153 3.33

Feedwater flow rate (kg/s) 0.4209 0.4194 0.36

Steam dome pressure (MPa) 7.83 7.81 0.20

SG collapsed levl (m) 4.97 4.97 0.00

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 (PAFS)

PCCT level (m) 3.8 3.8 0.00

PCCT temperature (C) 28.8 28.8 0.00

유체 온도, 유량 등 주요 변수들이 실험 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 합리적인 계산 결과를 보여주었고, 해당 초기 

조건으로 과도 계산을 진행하였다.

3.2 과도해석 결과

3.2.1 주요 사건 전개 결과 비교

실험은 증기발생기 파단 모의 장치의 파단 밸브가 

개방되면서 시작된다. 파단 밸브를 통한 파단 유량이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유입되면서 파단측 증기발생기

의 수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고수위 신

호(High Steam Generator Level, HSGL)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HSGL에 의해 주증기

차단밸브(Main Steam Isolation Valve, MSIV)와 주급수

차단밸브(Main Feedwater Isolation Valve, MFIV)도 차

단된다. 실험 가정에 따라 원자로 정지 후 일정 지연시

간을 가진 뒤 붕괴열에 해당하는 출력으로 전열기 출

력이 감소하게 된다. 파단 유량으로 인해 파단측 증기

발생기의 수위와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증기발

생기 압력이 MSSV 개방 설정치에 도달하면서 MSSV

의 개폐가 시작되고, 이후 압력은 MSSV 설정치 이내

에서 유지된다. 1차 계통은 파단으로 인해 압력이 감소

하면서 가압기 저압력 신호(Low Pressurizer Pressure, 

LPP)가 발생하고, 일정 지연시간 뒤에 LPP에 의한 안

전주입이 개시된다. MFIV가 차단된 상태에서 건전측 

증기발생기는 붕괴열에 의해 수위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PAFS의 작동 설정치까지 도달하게 되고,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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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quence results with experiment and 
SPACE code calculation

Event Experiment
(s)

Calculation
(s) Remarks

Experiment start 0.0 0.0

HSGL signal
11.0 23.0

SG-1 level > Set-point

Reactor trip

Coincidence with HSGLMSIV close 15.0 27.0

MFIV close 18.0 30.0

Decay power start 23.0 35.0 Delay times after reactor trip

MSSV opening 26.0 32.0 SG pressure > set-point

LPP signal 248.0 241.0 PZR pressure < set-point

SIP injection 276.0 269.0 Delay times after LPP signal

PAFS actuation 7204.0 7757.0 SG-2 level < set-point

으로 PAFS의 작동이 시작되면서 건전측 증기발생기를 

통한 붕괴열 제거가 이루어진다.

SPACE 코드 계산도 실험과 동일하게 파단 밸브를 

모사한 TRIP 밸브가 개방되면서 계산을 수행한다. 파

단 밸브 개방과 함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지된다. 

HSGL 신호는 실험보다 다소 지연 된 23초에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실험과 동일한 지연시간을 

가진 후 MSIV와 MFIV가 닫히게 된다. 원자로 정지에 

따른 출력은 실험 가정에 따라 동일한 지연시간 후에 

붕괴열 출력이 시작된다. 파단측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증가하여 MSSV가 개시되고, 파단으로 인한 1차 계통 

압력 감소로 LPP 신호가 발생하면서 안전주입이 개시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건전측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붕괴열로 인해 감소되면서 최종적으로 PAFS가 

작동되는 것까지 주요 사건 전개를 모사하였다. 

3.2.2 1차측 거동 비교

실험이 개시되면서 방출되는 파단 유량은 Fig. 8과 

같다. 실험 시작 후 발생하는 첨두 유량과 HSGL 신호

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유량은 계산 결과가 과소 예측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는 Table 2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HSGL 신

호가 발생하는 시간을 늦게 예측하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첨두 유량이 발생한 이후, 실험 결

과는 방출 유량의 요동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량 

방출량이 변화하지만, 계산 결과는 방출 유량의 최대

치를 유지하면서 실험 결과 대비 과대 예측하는 모습

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파단 누적 유량은 Fig. 9와 

같이 일정 시점(Fig. 9에서 0.3시간 이후) 이후부터 계

산 결과가 실험 결과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파단 유량으로 인한 HSGL 발생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고, 일정 지연시간 이후 시작되는 붕괴열 곡선

은 Fig. 10과 같다. 

Fig. 8. Comparison graph of break flow.

Fig. 9. Comparison graph of break flow.

Fig. 10. Comparison graph of cor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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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graph of system pressure.

Fig. 12. Comparison graph of safety injection rate.

Fig. 11은 가압기와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을 나타낸

다. Fig. 11과 같이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 모두 파단 

발생 이후 가압기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안전

주입 개시 압력까지 낮아지면서 Fig. 12와 같이 안전주

입 유량이 형성되었다. 안전주입 초기 구간에는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다소 높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파단으로 인한 가압기에서의 감압이 실험 결과보다 계

산 결과가 다소 낮게 예측하여 안전주입 초기 유량이 

다소 과다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안전주입 발생 

이후 가압기 압력은 붕괴열에 의해 포화 압력에 도달

하면서 일정 압력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는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가 동일하게 예측하였다. 증

기발생기 압력은 MSSV의 개방으로 일정 압력 범위를 

유지한다. 이 후 건전측 증기발생기(SG2)는 PAFS의 작

동 시점부터 열 제거로 압력이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

내었고, 이는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Fig. 13. Comparison graph of cold leg mass flow rate.

Fig. 14. Comparison graph of cladding temperature.

나타냈다.

Fig. 13은 1차 계통의 저온관 유량을 나타낸다. PAFS

가 작동하면서 건전측 유량(Fig. 13의 2A, 2B)는 증기발

생기에서의 열전달량이 증가하여 저온관 유량도 증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단측 유로(Fig. 13의 

1A, 1B)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도 적절히 모사하였

다. 연료 피복재 온도 또한 PAFS 작동 시점에 따른 온

도 감소 시점을 제외하고는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2차측 및 PAFS 거동 비교

Fig. 15와 같이, 파단측 증기발생기 수위(Fig. 15의 

빨간색 선)는 파단 유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최대 수위까지 도달하는 거동을 나타낸다. 계산 결

과에서 일정 시점 이전(Fig. 15에서 0.3시간)에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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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graph of collapsed level on steam generator.

Fig. 16. Comparison graph of mass flow rate on PAFS line.

결과보다 증기발생기 수위 증가량을 과소 예측하다가 

이후 실험 결과 대비 높아지면서 최대 수위에 도달하

는 결과를 예측하였다.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수

위 증가량이 높아지는 시점은 파단 누적 유량이 많아

지는 시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건전측 증기

발생기(Fig. 15의 초록색 선)는 수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가 PAFS 작동 설정치에 해당하는 수위까지 감

소하고, PAFS 작동 이후 수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증기발생기 수위에 의해 Fig. 16과 같이 PAFS가 작

동하면서 첨두 유량이 발생하였다. 첨두 유량이 발생

한 이후 증기 공급 배관(Fig. 16의 검은색 선)과 응축수 

회수 배관(Fig. 16의 빨간색 선)을 흐르는 유량은 실험 

결과 대비 계산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PAFS의 작

동으로 열전달에 의해 PCCT 내의 냉각수 부피가 증가

하면서 PCCT의 수위가 상승하는 거동은 계산 결과와 

Fig. 17. Comparison graph of water level on PCCT.

Fig. 18. Comparison graph of water temperature on PCCT.

실험 결과가 동일하게 잘 예측하였다. PCCT 내 냉각수 

온도 거동은 실험과 계산 결과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

였고, 이는 수조의 높이에 따른 온도 구배가 실험 결과

와는 달리 온도 구배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집

중제어체적 모델을 사용하는 계통 열수력 코드의 계산 

결과로,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은 전산유체역학 코드

(CFD 코드)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시간에 따른 냉각수 온도 변화는 실험 결과 측정

된 온도의 중간 값 정도로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합리

적인 계산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중고장사고 중 하나인 증기발생

기 전열관 다중 파단과 피동보조급수계통이 작동되

는 실험 시나리오를 국내에서 개발 된 안전해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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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PACE 코드로 모사하여, 다중고장사고 계산 능력

을 검증하였다.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파단 유량

은 실험 결과보다 다소 과대 예측하였고, 이는 파단 밸

브 및 배관 등의 손실 계수나 유동 모델 등에 대한 추

가적인 민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파단 유량 차이에 의해 사건 전개 시간, 증기발생기 수

위 증가⋅감소율 등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소 차이가 발

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통의 압력 거동, 냉각재 

유량, 피복재 온도, PAFS에서의 유량, PCCT 수위 그리

고 PCCT 온도 등 주요 열수력 변수들의 거동은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잘 예측하였기에 SPACE 

코드를 이용한 다중고장사고 모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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