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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안전해석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당해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안전해석 전산체

제 개선 및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금속핵연료를 장전하는 소형 액체금속로는 경․중수로와 달리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반응도 삽입 및 냉각능력 상실을 포함하는 모든 과도사고 

발생시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고유안전 특성 분석 및 안전 허용기준 

만족여부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가상의 노심용융 사고시에는 경우에 따라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궁극적인 안전성 입증을 위한 초기 사고 및 사

고 전개 과정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격납성능 분석 시에는 핵분열생성물의 

소듐 내 거동특성을 고려한 방사선원항의 개발과 격납용기내의 소듐화재 

향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안전해석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념설계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설계 및 연구개발 결

과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 안전해석 기준설정

  - 과도 안전해석

  - HCDA 분석

  - 격납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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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

  - PSA 방법론 및 전산체제 개발

◦개념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상위 설계요건 설정

  - 공정계획서 개발

  - 결과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Ⅳ. 연구개발결과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KALIMER 과도 안전해석 수행을 통한 안전목표 달성

을 위하여 과도 안전해석 기준과 HCDA 분석기준을 설정하 다.  또한 

안전해석용 설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설계의 구체화 및 개선에 

따른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을 생산하 다.  KALIMER 100% 출력 정상

상태 및 비보호 사고해석이 수행되었으며 보호사고 해석을 위한 보호계통 

트립 설정치를 설정하 다.  

비보호 사고해석으로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KALIMER 개념설

계 고유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UTOP 사고를, 유량상실 사고시 노심반응도 

궤환효과와 GEM에 의한 KALIMER 개념설계 고유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ULOF 사고를, 열침원 상실사고시 단기 및 장기냉각 효과 분석을 위하여 

ULOHS 사고를 분석하 으며, 보호 사고해석으로는 TOP 및 LOF 그리고 

자연순환 현상을 분석하 다.  또한 SABRE 코드를 사용한  Flow Blockage 

사고해석을 수행하 으며 핵연료 국부손상 감시를 위한 집합체 출구 열수력 

현상을 해석하 다.

HCDA 분석으로 초즉발임계 사고시 에너지 방출량에 대한 scoping 

분석과 에너지 방출량 상세분석, 그리고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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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과 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

이 수행되었다.  또한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격납성능 분석을 위하여 가상사고 시나리오 및 방사선원항을 결정하

으며, CONTAIN-LMR 분석결과 구해지는 핵종별 누설양을 입력으로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발전소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계산을 통하

여 격납 성능분석 및 소외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하 다.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으로는 2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개선 및 CFX와의 코드간 비교 계산, 장기 냉각 해석모델 개선, 단일 펌프 

고장 사고 및 배관 파단 사고 해석을 위한 풀 내부 비대칭 유동 해석모델 

개발 및 코드간 비교계산, 소듐비등 모델 개선 및 gas plenum, 

upper/lower shield 적용모델 개발, 집합체간 열전달모델 개선, 보호사고 모

의를 위한 개념설계 보호계통 분석모델 개발, 결과처리 모듈 개선, SSC-K 

코드 검증을 위한 SASSYS-1/SAS4A와 SSC-K 코드간 비교계산, 과도 안

전해석 코드 사용자 지침서 작성, Flow Blockage 안전현안 파악 및 해석

기준 설정과 Flow Blockage 해석 방법론 개발, KALIMER 핵연료집합체 

민감도 해석을 통한 Flow Blockage 분석 방법론 보완이 수행되었다.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를 위하여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

델을 개발하 으며 천이단계 분석코드인 VENUS-II 설치 및 시험계산, 초

기단계 분석코드인 MELT-III의 설치 및 시험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모델 개발과 Core catcher 설치 타당

성 평가 방법론 분석을 수행하 다.

기존 PSA의 초기 사건 빈도 도출 방법 검토 및 액체금속로 PSA를 

위한 초기 사건 도출 방안과 구축, 초기 사건 빈도의 정량화 방안 도출로 

초기사건 빈도계산방법 연구를 수행하 으며 PSA의 기초 작업으로 주요

계통의 신뢰성 예비 평가를 수행하 다.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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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형 대과제의 총괄 세부과제로서 세부과제간의 연계를 고려한 

공정개발, 기술개발 총괄 조정,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대

과제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추구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단계에서 개발된 안전해석 전산체제 및 방법론은 검증 및 개선과정

을 통하여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개발, 과도 안전해석 코드의 검

증, HCDA 초기 및 천이단계 분석 전산코드 개발과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

념 안전성 예비평가 등 3단계 안전성 평가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

이다.

향후의 액체금속로 혹은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사고

에 대한 분석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

당해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단계에 공정계획서 개발과 기술개발 

총괄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체계적 연구수행을 도모하고, 개발된 Server

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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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s for the safety analysi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eliminary 

database for the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It is most important in the safety assessment for a metallic fueled 

small liquid metal fast reactor in contrast with a light water reactor or 

a heavy water reactor, not only to evaluate the fulfillment of the safety 

criteria but also to analyze the inherent safety characteristics with 

taking into account the reactivity feedback effect under accidents, for 

instance, reactivity insertion or loss of heat sink accidents. The 

analyses of the initiating events and event sequences also become 

essential for the final safety demonstration because the reactivity 

response resulting from the core disruptive accident may be crucial to 

the consequence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sodium fire as well 

as source terms incorporating the fission product behavior in the 

sodium must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To carry out those safety issues, development of own safety 

technology on the liquid metal reactor must be of importanc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data base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design and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R&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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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Computer Codes

  - System-wide Transient Analysis Codes and Methodologies

  - HCDA Analysis Model and Methodologies

  -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Codes and Methodologies

◦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User's Manual

◦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Safety Analysis Bases

◦ Preliminary Safety Analysis on Key Design Features

◦ Investigation of PSA Methodologies

◦ Establishment of Design Data Base

◦ Establishment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 Investigation of Overseas Safety and Licensing Requirements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SSC-K code has been developed by improving the necessary 

models from SSC-L for the KALIMER system anlysis, i.e., core model, 

various thermal-hydraulic models, major component models, and 

protection system model. User manuals for the computer codes SSC-K, 

PSDRS, SOBOIL, HP2D and NPA4K also have been provided.

The preliminary basis for the system-wide transient and safety 

analysis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a guidance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reliminary safety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for 

accidents including UTOP, ULOF, ULOF/LOHS, ULOHS, Pipe Break, 

TOP, LOF and natural circulation.

The methodologies for the analysis of the flow-blockage have been 

also developed and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the KALIMER core.

HCDA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analysis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the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bo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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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al model for the energy release rate under the core melting 

accident and a model for the molten fuel-coolant interaction.

A flame sheet model for the sodium pool fire analysis has been 

added in the CONTAIN-LMR code which has been used for the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for various accident scenario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s of both the computer codes and 

methodologies for the safety analysis, the state-of-art in PSA for the 

assessment to the reliability of the LMR system has been investigated, 

and the overseas safety and  licensing requirements have been 

reviewed. The design database and project manag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well.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developed technologies on both the computer code systems 

and methodologies of the safety analysis will be updated and validated 

continuously. They must provide essential bas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ey safety assessment technologies in the 3rd phase. The study to 

be continued in the 3rd phase includes the code development for the 

channel blockage, verification of transient system analysis codes, 

developments of both the initiating and transition phase analysis codes 

for HCDA assessments, and a preliminary key safety assessment on a 

innovative conceptual system. 

Besides,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are also applied to such 

activities as various accident analyses related with the licensing of the 

future KALIMER or test facility, which will be carried out in the 3rd 

phase.

The earned exprience in the 2nd phase may enhance an efficient 

and well-organized research performance in the next phas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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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design database establishment and integrated coordinate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e developed server is also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for research outputs. 



- ix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Section 1 Necessity of the Study  ---------------------

Section 2 Objectives and Contents  --------------------

1. Final Objectives  ------------------------------

2. Objectives for the First Phase and Contents  ------

Chapter 2 State-of-the-art on Relevant Technology 

         Development  --------------------------------

Section 1 State-of-the-art on Foreign Technology

              Developments -----------------------------

1. State-of-the-art on Safety Study in USA ---------

 2. State-of-the-art on Safety Study in France -------

 3. State-of-the-art on Safety Study in Japan --------

    A. JNC  -------------------------------------

    B. Status of Monju Safety Study in Japan --------

4. Summary of State-of-the-art on Safety Study

          in Other Countries  ----------------------------

Section 2 State-of-the-art in Korea  -------------------

Chapter 3 Research Development Contents and Results  ------

Section 1 Safety Analysis for Conceptual Design  --------

       1. Establishment of Safety Analysis Bases  ----------

A. Verification of Event Classification and Safety

  Criteria  ----------------------------------

        (1) Event Classification for KALIMER  -------

              (2) Safety Characteristics of KALIMER

Design  --------------------------------

              (3) Criteria for KALIMER Safety Analysis ------

            B.Transient Safety Analysis Bases --------------

              (1) Engineered Safety Features ----------------

              (2) Design Basis Accidents -------------------

  1

1

2

2

2

5

5

5

7

8

8

9

12

12

15

15

15

15

15

20

23

25

25

27



- x -

(3) Expecting Problems in KALIMER 

       Safety Analysis  ------------------------

            (4) HCDA Analysis Bases --------------------

              (5) Basis for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

2. Transient Safety Analysis ----------------------

A. Assessment and Integration of Design 

              Database  ---------------------------------

B. Steady-state Simulation  --------------------

           C. Trip Set-point Setup of Protection System for

              Safety Analysis ----------------------------

           D. Unprotected Accident Analysis ----------------

             (1) UTOP  --------------------------------

              (2) ULOF  --------------------------------

              (3) ULOHS  -------------------------------

              (4) Conclusion  -----------------------------

         E. Protected Accident Analysis  -----------------

              (1) TOP and LOF  -------------------------

              (2) Natural Circulation  ----------------------

          D. Flow Blockage Analysis  --------------------

3. HCDA Analysis -------------------------------

          A. Release Rate of Molten Core and Sodium 

              Vapors under Super-critical Accident  ---------

              (1) Introduction  ----------------------------

              (2) Basic Analysis Code System  --------------

              (3) Programming of Numerical Analysis  -------

              (4) Calculation for SCHAMBETA Code

                 Evaluation  -----------------------------

              (5) Sensitivity Analysis  ---------------------

           B. Analysis for Molten Core Energy Release Rate

              (VINUS-II)  -------------------------------

           C. Analyses for Work Energy of Molten Core and

              Sodium Vapors  ---------------------------

              (1) Introduction  ----------------------------

 36

40

41

43

43

47

50

53

53

60

74

81

82

83

87

91

94

94

94

95

98

101

103

106

108

108



- xi -

              (2) Molten Core Vapor Work Energy  ----------

            (3) Sodium Vapor Work Energy  --------------

              (4) Sodium Vaporization Model (SOCOOL-II)  ---

           D. Feasibility Study on Core-catcher Adaption for

              KALIMER  -------------------------------

4.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

A. Radiation Source Term   --------------------

B. Postulated Accident Scenario  ----------------

C. Review of KALIMER Containment Design  -----

D.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and Off-site

             Dose Rate Evaluation  ----------------------

              (1) Sodium Pool Fire  -----------------------

              (2) Sodium Spray Fire  ---------------------

              (3) Off-site Dose Rate Evaluation  ------------

Section 2 Improvement of Safety Analysis Code System ---

1. Safety Analysis Code Improvement  --------------

     A.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Thermal

              Fluid Analysis Model for Hot Pool ------------

              (1) Simulation of Hot Pool Level Behavior  ---

              (2) Thermal-hydraulic Analysis on Level Change

                 in Hot Pool under Loss of Heat Sink Accident  -

              (3) Code-to-code Comparison Analysis for

                 HP2D-CFX  ----------------------------

           B. Long-term Cooling Model Improvement  -------

           C. Analysis Model Development and Code-to-code

             Comparison Analysis for Unsymmetric Flow

             Phenomenon inside Pool  --------------------

          D. Development of Sodium Boiling Model for 

              Gas Plenum and Upper/Lower Shields  ---------

              (1) Necessity of Sodium Boiling Model

                 Development  ---------------------------

              (2) Sodium Boiling Model Improvement  --------

109

111

115

116

121

121

123

124

127

127

134

141

143

143

143

143

143

150

161

168

173

173

174



- xii -

          E. Development of Inter-assembly Heat Transfer

              Model  -----------------------------------

           F. Development of Protection System for 

              Conceptual Design  -------------------------

           G. Improvement of Result Processing Module  -----

              (1) Introduction  ---------------------------

              (2)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NPA4K  ----

              (3) Functionality of NPA4K Program  ---------

           H. Preliminary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ransient Analysis Codes  -------------------

           I. Description for Transient Analysis Code Manual  --

           J. Supplement of Methodology for Flow Blockage

              Analysis  ---------------------------------

            (1) Methodology Development for COMMIX

                 Code Use  ------------------------------

            (2) Analysis Criteria for KALIMER  -----------

            (3) Sensitivity Analysis  ---------------------

2. Establishment of Basic Code System for HCDA

          Analysis  ------------------------------------

 A. Development of Molten Core/Sodium 

              Vaporization Analysis Model  ----------------

              (1) Introduction  ----------------------------

              (2) Scoping Analysis Mode  ------------------

              (3) SCOOL-II  -----------------------------

           B. Implementation of Transition Phase Analysis

              Code and Confirmation Test  -----------------

              (1) Introduction  ----------------------------

              (2) Major Supplements to VENUS-II Code  -----

              (3) Description on Sample Problem  ------------

           C. Implementation of Initiating Phase Analysis 

              Code and Confirmation Test  -----------------

              (1) MELT-III Implementation and 

                 Conformation Test  ----------------------

184

187

190

190

191

193

195

206

207

208

210

211

214

214

214

215

219

222

222

222

224

226

226



- xiii -

              (2) CABRI LTX Test Analysis with SAS4A  -

           D. Analysis of Feasibility Evaluation for

              Core-catcher Adaption  ----------------------

              (1) Introduction  ----------------------------

              (2) Display of Core Catching Devi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

              (3) Status on Core Catching Device Adaption  ----

       3. Developments of PSA Methodology and 

          Analysis Code System  ------------------------

          A. Study on Frequency Evaluation Method for

              Initiating Event  ---------------------------

              (1) Introduction  ----------------------------

              (2) Selection Method for Initiating Events 

                of Liquid Metal Reactor  ------------------

              (3) Quantifying Method for Initiating Event

                 Frequency of Liquid Metal Reactor  ---------

              (4) Evaluation Method for Pipe Damage

                 Frequency  -----------------------------

           B. Preliminary Reliability Evaluation for Main

             Systems  ---------------------------------

              (1) State-of-the-art on Reliabil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Passive System  -----------

              (2) USNRC Standard Position on Adaption of

                 Passive System  -------------------------

              (3) Thermal-hydraulic Unreliability  ------------

              (4) Exhibiting Application to KALIMER Design  -

              (5)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on the 

                 Secondary IHTS Reliability  ---------------

Section 3 Design Database Establishment  --------------

1. Establishment of Top-tier Requirements  ----------

        2. Development of Process Schedule for Design and

          Research  ------------------------------------

        3.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Products  ----------

 231

236

236

237

241

241

241

241

242

244

246

249

249

251

252

255

255

263

263

263

266



- xiv -

           A. QA procedure Development  ------------------

           B. Improv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erver

              for Processing and Database  ----------------

             (1) Database for Preliminary Products  ---------

              (2) Work Processing System  -----------------

              (3) 3D CAD Database  ----------------------

Chapter 4 Achievement to Research Objectives and Its

           Contribution to Outsides  -----------------------

Chapter 5 Application Plan of Research Development Results  -

Chapter 6 References  ----------------------------------

266

266

268

270

270

271

275

176



- xv -

목   차

제출문

요약문  -----------------------------------------------

Summary  ---------------------------------------------

Contents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 최종목표  ------------------------------------

2. 2단계 목표 및 내용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

1. 미국의 안전성 연구현황  ------------------------

2. 프랑스의 안전성 연구현황  ----------------------

3. 일본 안전성 연구현황  --------------------------

가. JNC  -----------------------------------

나. 일본 몬쥬관련 안전연구 현황  ---------------

4. 기타 국가의 안전성 연구현황 개요  ---------------

제2절 국내의 경우  ----------------------------------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제1절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

1. 안전해석 기준 설정  ---------------------------

가. 사고분류/허용기준 타당성 검증  -------------

(1) KALIMER의 사고분류  -----------------

(2) KALIMER 안전특성  ------------------

(3) KALIMER 안전해석의 허용기준  ---------

  ⅰ

ⅴ

  ⅸ

ⅹⅴ

ⅹⅹⅰ

ⅹⅹⅰii

 1

1

2

2

2

5

5

5

7

8

8

9

12

12

15

15

15

15

15

20

23



- xvi -

나. 과도 안전해석 기준  -----------------------

(1) 공학적 안전설비의 선정  ----------------

(2) 설계기준사고 선정  --------------------

(3) KALIMER 사고 분석시 예상되는 문제점  --

(4) HCDA 분석기준  ----------------------

(5) 격납성능 분석기준  --------------------

2. 과도 안전해석  --------------------------------

가. 설계자료 수집 및 평가  --------------------

나. 정상상태 계산  ---------------------------

다. 보호계통 안전해석 트립설정치 결정  ----------

라. 비보호 사고해석  -------------------------

(1) UTOP  ------------------------------

(2) ULOF  ------------------------------

(3) ULOHS  -----------------------------

(4) 결론  -------------------------------

마. 보호 사고해석  ---------------------------

(1) TOP 및 LOF  ------------------------

(2) 자연순환  ----------------------------

바. Flow Blockage 해석  ----------------------

3. HCDA 분석  ---------------------------------

가. 초임계 사고시 노심용융 및 소듐증기 에너지

                방출량 계산  -----------------------------

(1) 개요  -------------------------------

(2) 기본 분석체계  -----------------------

(3) 수치해석 프로그램  --------------------

(4) SCHAMBETA 코드 검증계산  -----------

(5) 민감도 분석  -------------------------

나.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분석(VENUS-II)  -----

다.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  ------------

(1) 개요  -------------------------------

(2) 노심 용융증기 일에너지  ----------------

(3) 소듐 증기 일에너지  -------------------

(4) 소듐 증기화 모델(SOCOOL-II)  ----------

 25

25

27

36

40

41

43

43

47

50

53

53

60

74

81

82

83

87

91

94

94

94

95

98

101

103

106

108

108

109

111

115



- xvii -

라.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

(1) KALIMER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

(2) Core Catcher 설계기술  ----------------

4. 격납성능분석  ---------------------------------

가. 방사선원항  ------------------------------

나. 가상사고 시나리오  ------------------------

다. KALIMER 설계검토  ----------------------

라. 격납성능분석 및 소외 피폭선량 평가  ---------

(1) 소듐 풀 화재  ------------------------

(2) 소듐 스프레이 화재  -------------------

(3) 소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

제2절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

1.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

가. 다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개선  --------

(1) 고온 풀 수위변동 모사  ----------------

(2) 열침원 상실사고시 수위변동에 따른

                    고온 풀의 열수력 분석  -----------------

(3) HP2D-CFX 코드간 비교계산  ------------

나. 장기 냉각 해석모델 개선  ------------------

다. 풀내부 비대칭 유동 해석모델 개발 및

                코드간 비교계산  -------------------------

라. 소듐 비등모델의 gas plenum, upper/lower shield

                적용모델 개발  ---------------------------

(1) 소듐 이상유동 모델의 개발 필요성  -------

(2) 소듐 비등모델 개선  -------------------

마.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개선  -----------------

바. 개념설계 보호계통 분석모델 개발  -----------

사. 결과처리 모듈 개선  -----------------------

(1) 개요  -------------------------------

(2) NPA4K 프로그램 구조 및 특징  ----------

(3) NPA4K 프로그램 기능  ----------------

아. 과도안전해석 코드간 예비 비교계산  ----------

자. 과도안전해석 코드 사용자 지침서 작성  ------

116

116

119

121

121

123

124

127

127

134

141

143

143

143

143

143

150

161

168

173

173

174

184

187

190

190

191

193

195

206



- xviii -

차. Flow Blockage 분석 방법론 보완  ------------

(1) COMMIX 코드 사용 방법론 개발  --------

(2) KALIMER 해석기준  ------------------

(3) 민감도 계산  -------------------------

2.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  -----------------

가.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델 개발  -------------

(1) 개요  -------------------------------

(2) Scoping 해석모델  ---------------------

(3) SOCOOL-II  -------------------------

나. 천이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

(1) 개요  -------------------------------

(2) VENUS-II 코드 주요 보완사항  ----------

(3) Sample Problem의 설명  ----------------

다. 초기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

(1) MELT-III 설치 및 시험 계산  -----------

(2) SAS4A 코드를 이용한 CABRI LTX

                    실험 분석  ---------------------------

라.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방법론 분석  ---

(1) 개요  -------------------------------

(2) Core Catching Device의 종류와 특성  -----

(3) Core Catching Device의 적용 현황  -------

3. PSA 방법론 및 전산체제 개발  ------------------

가. 초기사건 빈도계산방법 연구  ----------------

(1) 개요  -------------------------------

(2) 액체금속로 초기 사건의 도출 방법  -------

(3) 액체금속로 초기 사건 빈도의 정량화 방법  -

(4) 배관 손상 빈도 평가 방법  --------------

나. 주요 계통 신뢰도 예비평가  -----------------

(1) 피동 계통 신뢰도 평가의 기술 현황  ------

(2) 피동 계통 도입에 따른 USNRC의

                    기본 입장  ---------------------------

(3) 열수력적 비신뢰도  --------------------

(4) KALIMER 시범 적용  ------------------

207

208

210

211

214

214

214

215

219

222

222

222

224

226

226

231

236

236

237

241

241

241

241

242

244

246

249

249

251

252

255



- xix -

(5) 이차 열전달계통 신뢰도 예비 안정성평가 ---

제3절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1. 상위 설계요건 설정  ---------------------------

2. 설계 및 연구개발 공정계획서 개발  ---------------

3.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 QA 절차서 개발  -------------------------

나. 공정/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Server 개선  ------

(1) 예비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

(2) 업무처리시스템 (IOC: Inter-Office

                     Communication)  ---------------------

(3) 3D CAD 데이터베이스  -----------------

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제6장 참고문헌  ----------------------------------------

255

263

263

263

266

266

266

268

270

270

271

275

277





- xxi -

표 목 차

표 1.2.2-1 2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

표 2.1.1-1 미국의 과도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

표 3.1.1-1 KALIMER 사고분류 및 안전성 평가기준  ---------

표 3.1.1-2 KALIMER 사고유형별 허용안전온도  ------------

표 3.1.1-3 HCDA 해석기준 보완사항 요약  -----------------

표 3.1.2-1 SSC-K의 KALIMER 정상상태 계산결과  ---------

표 3.1.3-1 검증계산 결과비교  ---------------------------

표 3.1.3-2 상태방정식 민감도 분석 결과  -------------------

표 3.1.3-3 액체금속로에서의 Core Catcher 채용 현황  --------

표 3.1.4-1 KALIMER 격납용기 성능분석을 위한 

설계변수 및 초기조건  -------------------------

표 3.1.4-2 KALIMER 소듐 화재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

표 3.2.1-1  계산 격자 수에 따른 오차  ---------------------

표 3.2.2-1  소스 프로그램  -------------------------------

표 3.2.2-2  LTX 실험특성 및 결과  -----------------------

표 3.2.2-3  Core catcher 종류에 따른 특성  -----------------

표 3.2.2-4  액금로에서의 core catcher 채용 현황  ------------

표 3.2.3-1  고장수목에 사용된 기호  -----------------------

표 3.2.3-2  중간열전달계통 고장수목 Events 현황  -----------

표 3.2.3-3  고장확률 및 최소단절집합 계산 결과  ------------

표 3.3.2-1 설계 요건  ----------------------------------

3

14

19

25

42

48

102

106

118

125

142

158

224

233

239

242

257

259

262

264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필수적이다. 경수로의 

경우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실증되어 있으나, 우라늄 자원의 한계에 

따른  궁극적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대규모 확대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

기적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체금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

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

지 않은 액체금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 핵

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원형로 또는 실증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액체금속로 개념들은 경제

성 및 핵 확산성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누

출 사고등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고유 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액체금

속로가 개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 한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

할 수 있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다.

액체금속로의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로 건

설 및 수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모델 확립 및 관련 기

술개발이 필수적이며,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산

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선진국과의 협력 하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정 

수준의 장기적 기술개발 투자가 요망된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그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액체금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

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대중인식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속핵연료를 장전하는 소형 액체금속로는 경․중수로와 달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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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및 냉각능력 상실을 포함하는 모든 과도사고 발생시 반응도 궤환 효

과를 고려한 고유안전 특성 분석 및 안전 허용기준 만족여부 평가가 중요

하며, 가상의 노심용융사고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 시에는 경우에 따라 반응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인 안

전성 입증을 위해서는 초기사고 및 사고전개 과정의 분석이 중요하다. 또

한, 격납 성능분석시에는 핵분열생성물의 소듐내 거동특성을 고려한 방사

선원항의 결정과 동시에 격납용기내의 소듐화재 향도 동시에 고려하여

야 하는 등 액체금속로 고유의 안전해석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2년 8월(’97. 7. 21∼’00. 3. 31), 2단계 2년(’00. 4. 1∼’02. 

3. 31), 3단계 3년(’02. 4. 1∼’05. 3. 31)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

종목표는

◦액체금속로 기본설계 안전성 분석

◦안전성 분석 전산체제 구축 및 검증

◦설계종합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다.

2. 2단계 목표 및 내용

2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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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1  2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1/2)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안전해석 기준 

설정

- 과도 안전해석 기준

- HCDA 분석기준

- 격납 성능분석 기준

과도 안전해석

- 설계자료 수집 및 평가

- 정상상태 계산

- 보호계통 안전해석 트립설정치 결정

- 비보호 사고해석

- 보호 사고해석

- Flow blockage 해석

HCDA 분석

-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분석 

-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

- 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 

-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격납 성능분석

- 가상사고 시나리오 결정

- 방사선원항 결정

- 격납 성능분석 및 소외 방사선 피폭량 

추정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 분석보고서 작성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 다차원 고온풀 열유체 해석모델 개선 및 

코드 간 비교 계산

- 장기 냉각 해석모델 개선

- 풀내부 비대칭 유동 해석모델 개발 및 

코드간 비교계산

- 소듐 비등모델 개선 및 gas plenum, 

upper/lower shield 적용모델 개발

- 집합체간 열전달모델 개선

- 개념설계 보호계통 분석모델 개발

- 결과처리 모듈 개선

- 과도 안전해석 코드간 비교계산

- 과도 안전해석 코드 사용자 지침서 작성

- Flow Blockage 분석 방법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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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1  2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2/2)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

-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델 개발

- 초기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 천이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모델 

개발

-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방법론 

분석

PSA 방법론 및 

전산체제 개발

- 초기사건 빈도계산방법 연구

- 주요계통 신뢰도 평가

개념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위 설계요건 

설정
- 상위 설계요건 확립

공정계획서 개발 - 설계 및 연구개발 공정계획서 개발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서관리지침서 체제 및 내용 보완

-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개념설계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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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액체금속로의 안전해석은 기존의 경수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층방어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원자로형은 기본 개념상의 차

이점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해석에서 다루어야 할 사고유형이나 해석방법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액체금속로 안전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야는 

기본 설계단계에서 설계기준사고시 시스템 전반의 거동을 예측하는 과도

사고 해석과 가상적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한 중대사고(HCDA)시 노심용융

을 포함하여 노심의 거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액체금속로의 개발

에 참여했던 각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안전해석 체제기술을 개발 및 보유

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 다.

1. 미국의 안전성 연구현황

액금로의 개발 초기에는 실험로를 이용한 실험수행과 실험로의 계통

거동 분석을 위해 IANUS, DEMO, 그리고 NATRANS와 같은 코드가 개

발되었으며, IANUS, DEMO는 실험로인 FFTF와 CRBRP 분석용으로 각

각 개발되었다.  또 다른 과도 안전 해석코드로는 NALAP 코드가 개발되

었고, 단지 경수로 계통해석 코드를 물 물성치 대신 소듐 물성치를 바꾸어 

사용한 RELAP3B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코드들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

고 사용된 가정과 근사법이 단순하여 일반적 안전해석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FFTF 실험로 개발의 일환으로 ANL에서는 SAS 계열 코드가 개발되

었으며, 이중 SAS3A 코드는 FFTF와 CRBRP 원자로 해석에 널리 이용

되었다.  이 코드는 주로 LOF 사고 해석용으로 개발되었으나, TOP 사고

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 이후에 개발된 SAS3D 코

드는 SAS3A를 개선하여 모의할 수 있는 채널수를 10개에서 34개로 늘이

고 계산시간도 반으로 감소시켰다.  SAS 계열 코드의 가장 최신 버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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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4A 코드는 주로 노심의 거동해석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계통내

의 열전달 계산은 단순화시켰으며, 이때 이용된 모델들은 당시 가동 중 원

자로인 Rapsodie, SEFOR, FFTF의 실제 과도거동과 비교 및 검증되었다. 

MELT-IIIA 코드는 주로 TOP 사고를 해석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LOF 사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계산 가능 채널은 100개이다.   HOPE 코

드도 주로 TOP 사고를 해석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코드는 특히 용

융 핵연료가 냉각재 채널로 흘러 들어올 때 핵연료의 파편화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시 원자로의 거동해석에서 transition과 

disassembly phase 까지도 고려하려는 노력은 Los Alomos Scientific 

Laboratory의 SIMMER-I 코드에서 집대성되었다. 이 코드의 열수력 계산

은 KACHINA two-fluid implicit continuous Eulerian 방법을 이용하여 

multi-material, multi-feild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물리 

계산은 time-dependent, 2-dimensional Sn-method를 이용하 다.  

SIMMER코드의 가장 최신 버전은 SIMMER-III 이다.

Loop형 액체금속로의 과도사고 해석을 위해 BNL에서 개발된 SSC-L 

코드는 특히 natural circulation events 해석이 용이하며, loop, pipe 및 

node 수에 상관없이 multi-channel 형태로 노심을 포함한 계통의 냉각재 

거동에 대해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핵연료 집합체간의 유량 재분포

를 고려하여상세한 핵연료봉 거동해석도 가능하다.  SSC-L의 또 다른 장

점은 사고의 초기조건 계산 모델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의

한 설계변수로부터 과도기를 모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NRC는 

SSC-L을 이용하여 GE가 설계한 액금로인 PRISM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의 안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SSC-L은 

소듐 비등 이전까지의 노심 단상유동 해석에 제한되어 잔열 제거 상실과 

같이 소듐비등이 예상되는 사고의 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NL에서는 SASSYS-1 코드가 개발되었다. 

SASSYS-1 코드는 SAS4A의 소듐 비등 모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HCDA 초기단계 계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SASSYS-1 코드는 액체금속로 안전해석용 코드로서 가장 최신 버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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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주로 원자로 시스템 전체뿐만 아니라 잔열 제거 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과도사고 해석뿐만 아니라 냉각재 비등

이나 피복재 또는 핵연료 용융을 유발하는 사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노심해석에는 SAS4A 코드를 직접 이용하며, 열전달 계산은 

1차 및 2차계통 그리고 증기발생기까지 모의할 수 있다.  SASSYS-1 코

드는 EBR-II 원자로의 모의계산에 사용된 적이 있다.

미국에서 7,80년대 개발된 과도사고해석용 전산코드를 요약하면 

VENUS-II (1972), MELT-III (1974), HOPE (1974), MELT-IIIA (1976), 

SIMMER-I (1976), SIMMER-II (1978), SAS3A (1974), SAS3D (1977), 

SAS4A (1977), SSC-L (1978), SASSYS-1 (1987) 등이 있으며, HCDA 

해석을 위해서는 transition phase 해석용으로 ANL의 TRANSIT, FX2- 

POOL, HEDL의 FUMO, disassembly phase해석용으로 ANL의 VENUS- 

II, VENUS-III/FX2, 기계적 향분석용으로 ANL의 REXCO-EP, ICECO, 

ICEPEL, HEDL의 MOTION, SOCOOL-II, 원자로용기 분석용으로 HEDL

의 CACECO, SPRAY,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CONTAIN 코드 등

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각 코드들의 해석 역 및 특징을 표2.1.1-1 에 

요약하 다.

2. 프랑스의 안전성 연구현황

프랑스는 Super-phenix 원자로 개발의 일환으로 과도사고 해석 코드

인  DYN 코드를 자체 개발하 으며, 이 코드는 Phenix 와 Super-phenix

를 이용한 여러 실험결과를 통하여 검증되었고, 최신 버젼은 DYN2B이다.  

풀형 산화물 핵연료의 노심 및 1차, 2차 계통, 증기발생기까지를 모의할 

수 있으며, 미국의 SAS4A 와 SIMMER-II 코드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

다.  가상 노심 용융 사고해석의 일부분인 국부 사고 해석을 위하여 핵연

료봉 거동해석용 GERMINAL 및 핵연료 집합체 거동해석용 PHYSURA- 

GRAPPE와 SURFASS 코드를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이들 코드는 

CABRI 및 SCARABEE 등의 노내실험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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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안전성 연구현황

가. JNC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내에서 발생하는 국부적 이상상태의 확대방지와 

관련한 냉각한계를 조사하기 위해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안전해석 코드 개발을 위해서는 노심 손상사고 평가를 위한 코드 그룹의 

개량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인 과정 해석코드인 SAS4A와 관련하

여 연료 파손 시 공동(plenum)내 가스의 거동이나, 파손 후 거동에 미치

는 향 등에 대한 모델 개선과 함께 실규모 기기에의 적용성 평가를 수

행한 바 있다.  천이과정 평가코드인 SIMMER-II는 핵계산 모델이 결합

된 version으로 개발되었고, 이와 함께 종합 검증연구와 실규모 기기에 대

한 적용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노심물질 이행거동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핵연료 용융물과 냉각재의 

상호작용(FCI)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프랑

스와의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CABRI-FAST 시험은 모두 종료된 상

태이고 시험후의 검사와 코드에 의한 해석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일․불 공동시험계획 (CABRI-FAST; Reactivity Accident 

Fuel Tests)의 시험내용을 구체화하 다.

피동 안전성에 대하여는 피동 정지계통이나, 붕괴열 제거 계통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하여 피동 안전계통의 작동시 노심 출력 공간분포를 고려

한 플랜트 거동해석을 수행하 다.  노내 안전성 시험계획(SERAPH)으로

는 재임계 배제, 노심 국부 이상시의 냉각유지, 고성능 연료의 과도시 건

전성 연구를 목표로 하는 노내 안전성능 시험과제를 검토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시설 개념의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제 연료로부터의 FP 방출 거동평가를 목

적으로 hot 시험장치를 이용한 예비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에서

의 소듐-물 반응 연구를 위해서는 전열관의 고온 파열과 관련한 모의실험인 

TRUST 실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평가방법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분야에서는 사고추이의 동적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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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을 계속하고, 온도감지 합금을 이용한 자기작동형 노정지기구의 작

동 불능 확률의 평가방법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형로에 대한 노

정지시의 PSA 평가나 대형로를 대상으로 한 PSA 평가와 신뢰성 데이터

베이스의 확충 및 정비를 수행 중에 있으며,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을 적

용한 배관 신뢰성의 평가를 수행하 다.

나. 일본 몬쥬관련 안전연구 현황

안전성 연구에서는 만일의 이상상태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그 원인

이 되는 사고를 추출․정리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진전하는 

사고의 과정을 실험 또는 해석을 통하여 예측 및 해명하려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상상태의 방지대책으로는 사고 향의 완화대책 효과

나 그 성능을 확인 및 실증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성에 관한 설계기준사고로서의 소듐 누설사고 또는 소듐-물반응 사고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노심 손상사고와 관련되는 냉각재 비등 등 HCDA

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평가 (PSA)에 관

한 연구도 수행하여 각 사고의 발생빈도 및 risk를 평가하고 있다. 

(1) 소듐 누설사고에 관한 연구

나트륨 누설사고에 대하여는 누설상태, 나트륨과 콘크리트의 접촉을 

방지하는 cell liner의 건전성, cell liner가 파손한 경우의 나트륨 - 콘크리

트 반응 등을 해석하는 연구와, 2차 냉각계통 건물내의 나트륨 누설 대책

설비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소듐 누설사고의 향에 대

하여는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와 에어로졸이 각종기

기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한 소듐 연

소해석 코드로는 SOFIRE (Pool 연소), SPRAY (Spray 연소), ASSCOPS 

(Spray와 Pool의 혼합연소) 등이 있고, 에어로졸의 응축․침착 거동의 해석

용으로는 ABC가 개발되고 있다.  해석코드 및 나트륨 누설사고의 향완화

를 위한 설비의 개발에 SAPFIRE (PNC), ESMERALDA (CEA), FA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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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K) 등의 대형시험시설에서 행하여진 시험성과를 반 하고 있다.

(2) 노심 손상사고에 관한 연구

노심 국부사고의 안전평가에서는 핀 접촉이나 핵분열 생성물 가스 방

출과 같은 이상 이외에도 연료집합체의 유로가 이물질에 의하여 국부적으

로 폐쇄되는 사고를 가정해 해석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한 안전연

구에서는 폐쇄물질의 후방 유동 관찰, 냉각성 저해상황 평가 등의 노외시

험,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SCARABEE 계획 및 Mol7C 계획 등의 노내시

험 그리고 그것들의 해석으로부터 사고의 종식성, 연료핀 파손시의 FP 방

출 특성 등에 관하여 식견이 얻어져, 연료집합체의 냉각성의 확보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기인과정의 사고추이에 강한 향을 미치는 연료 파손 및 파손후의 

물질거동에 대하여는 국제공동연구인 TREAT와 CABRI의 노내시험 참가

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여, 기인과정해석 코드 SAS3D의 개량정비를 실시

하고 있다.  사고가 기인과정에서 종결하지 않는 경우의 sequence는 2개

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기인과정에 있어서 반응도 삽입이 즉발임계

에 도달하지 않고, 서서히 노심용융이 진전하는 천이과정을 거쳐서 핵적 

미임계상태인 붕괴열 제거과정으로 진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인과정에 

즉발임계를 초과하는 반응도 삽입 때문에, 노심이 급속히 가열되어 분산하

는 기계적 노심붕괴 과정을 거친 후, 고온의 노심이 팽창하여 기계적 에너

지가 발생하는 노심팽창 과정으로 진전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고추이를 

밝히기 위하여 열적손상에 대하여는 JET, MELT 등의 노외시험, 국제공

동연구에 의한 TRAN, JDBP 등의 노내시험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노심 손상에 대해서는 해석코드 SIMMER 등을 사용한 해석을 통

하여, 용융노심물질의 분산.고화에 의한 재배치, 연료 debris의 붕괴열 제

거 등에 관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연구의 성과로서는, SAS-SIMMER 코드를 이용하여 초기과정으로부

터 노심 붕괴과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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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상에 대하여는 노외시험 VECTORS, 노용기 내(耐)충격시험과 해석

코드 PISCES를 이용한 평가 등을 통하여, 소듐 기포의 응축 및 노내구조

물에 의한 에너지 등의 물리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완화여부를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적인 파손에 의하여 사고가 노용기외로 진전

하는 과정의 상태 및 진전후의 상태에 대하여도 연구되고 있다.  격납시설 

내에서는 방출되어진 FP 에어러졸과 그 거동이 연구대상이다. 격납시설의 

기계적 및 열적인 과도 응답에 관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연소, 나트륨-콘

크리트 반응 및 용융물질-콘크리트 상호작용의 검토가 중요하다. 이들 여

러 사고를 고려한 격납시설 내의 source term 평가를 위하여 CONTAIN 

코드가 개발되어졌고 그 적용 예로부터 그 코드의 높은 성능이 입증되고 

있다.

(3) 냉각재 비등에 관한 연구

냉각재 비등에 대하여는 과도비등시험장치 SIENA, 붕괴열 비등시험

장치 DHB, 및 플란트 과도응답시험시설 PLANDTL을 이용하여 노외시험

을 실시하 다. 이상유동의 유동형태 및 비등 열속한계 등에 관한 data 

base를 구축하 고, 해석연구에서는 이류체(2-fluid) 모델에 기초하여 부수

로 해석코드인 SABENA가 개발되었다. 이 코드를 JNC 및 KfK의 노외시

험이나 SLSF 노내시험 등의 해석에 적용하여 비등 역의 확대 및 수축 거

동, dryout 거동 등을 정확히 모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4) 확률론적 안전평가 (PSA)에 관한 연구

몬쥬를 대상으로 한 확률론적 안전평가수법의 적용연구를 실시하여, 

평가에 필요한 database, system 해석방법, 사고추이해석방법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공동의 액금로 기기 신뢰성 database  집중관리조

직 CREDO에서는 JOYO, FFTF 등의 운전실적 data가 누적되어지고 있

다.  또한, system 해석방법의 개발에서는 fault tree 해석코드와 event 

tree 해석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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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평가에서는 이전 안전해석 코드그룹의 기능이 확장되어져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예에 의하면 액금로 플란트의 risk는 충분히 낮은 

level 로서, 액금로의 특징이 경수로에 비하여 risk를 증대시키지는 않았다

는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4. 기타 국가의 안전성 연구현황 개요

국은 UKAEA 주도로 전체 노심거동 분석용으로 FRAX-4 코드를 

자체 개발하 다. 이 코드는 TOP 또는 LOF 사고를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사고 발생 위치, 핵연료 손상 특성, 사고시 용융 물질의 이동에 따른 반응

도 변화 등을 잘 예측한다.  최근에는 역시 전체 노심사고 거동분석용 코

드인 CRAFT를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가상 노심용융 사고

의 초기단계 분석용으로 CAPRI (1974)코드를 자체 개발하 다.  인도는 

과도사고의 초기단계를 해석하는 PREDIS 코드를 자체 개발하 으며, 

disassembly phase 를 해석하기 위해 미국의 VENUS 코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의 경우

노심 및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FX2TH 등의 코드 활용이 초

기에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KAERI에서는 1978년 미국의 BNL에서 

Loop형의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CRBRP 원자로 해석용으로 개발한 

SSC-L 코드를 도입하 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Pool 형이며 금속핵연료

를 사용하는 KALIMER 원자로의 과도사고 해석용으로 개선한 SSC-K를 

개발하 다. 주요 수정 대상은 금속핵연료와 관련된 반응도 궤환효과 모델, 

Pool형 열수력 모델, 그리고 기타 필요 사항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KAERI에서는 HCDA 해석에서 기계적 에너지 방출량을 예측하

기 위해 미국의 HEDL에서 개발한 SOCOOL-II 코드(산화물 핵연료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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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W/S에 설치한 후 시험계산을 완료하고 금속핵연료용으로 변환

하 다.  Bethe-Tait 모델을 개선하여 SCAMBETA 코드를 개발하여 

KALIMER의 HCDA 사고시 에너지 방출량을 계산하 다.  현재 격납용기 

해석용 코드 CONTAIN-LMR을 보유하고 있으며,  KALIMER 격납용기 

돔의 성능분석 및 소외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KAERI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에 대한 3차원 모델 및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주축으로 한 설계 고도화 시스템 (NuIDEAS)을 구축한 경험이 

있으며, KOPEC, 현대, 대우 등의 국내 설계 전문회사들도 각기의 설계 전

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Cost Engineering 기

법을 이용한 비용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ALIMER의 비용 평가를 위해 이 기법을 계속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 Cost Engineering 기법을 이용한 폐로비 평가가 '95년에 수행("원자력

발전소 해체방안 정립 및 비용평가 기술개발", 1995. 9)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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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미국의 과도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코 드 명 해 석  역 장     점 단     점

SAS4A

(ANL)

노물리 및 시스템 
열전달을 동시에 
고려한 전체 노심 
해석

∙Multiple bubble 
sodium boiling
∙Moving sodium 
liquid film 

∙Cladding & molten 
fuel motion routine 

∙MFCI model

∙1 average pin per 
subassembly 

∙MFCI model 
invalid for fast 
ramp rates

SAS3D

(ANL)
SAS3A의 개선

∙34 channels
∙Neutronic iteration 
with DIF3D at 
steady state

∙1 average pin per 
subassembly

∙MFCI model 
invalid for fast 
ramp rates

MELT-IIIA

(HEDL)

노물리 및 시스템 
열전달을 동시에 
고려한 전체 노심 
해석; 특히 TOP 
해석용

∙100 channels
∙Fuel failure 
correlation

∙Extensive wrap-up 
feature

∙1 average pin per 
subassembly 

∙Parametric models 
for MFCI

∙external fuel 
motion, plateout/ 
blockage

HOPE

(UCLA)

노물리 및 시스템 
열전달을 동시에 
고려한 전체 노심 
해석; 특히 TOP 
해석용

∙Space-time 
dependent

∙Fragmentation of 
ejected fuel

∙Cladding failure 
time and location 
predictions

∙Fission heating of 
fuel particles in 
coolant channel

∙1 average pin per 
subassembly

∙Parametric models 
for plateout/ 
blockage

∙No prefailure fuel  
  motion

VENUS-II

(ANL)

초임계 노심용융 
사고시 출력폭주 
및 에너지 방출량 
해석

∙Simple 2D coupled 
neutronics-hydraulic 

  program
∙Updated oxide fuel 
  equation of states

∙Lack of metal fuel 
  properties

SIMMER-II

(LASL)

노물리 및 시스템 
열전달을 동시에 
고려한 전체 노심 
해석

∙HCDA treatment (transition and 
disassembly phase)

∙Time-dependent multigroup diffusion and 
transport equation

SSC-L

(BNL)

Loop type plant 
system transient 
analysis 

∙Complete variable dimensioning
∙Multi-channel core representation, 
Inter-assembly flow redistribution, 
detailed fuel pin model

∙User specified heat transport system 
geometry

SASSYS-1

(ANL)

Loop or Pool 
type LMFBR 
transient 
analysis

∙Treatment of natural circulation flow 
(inter-assembly flow redistribution, flow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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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1. 안전해석 기준 설정

가. 사고분류/허용기준 타당성 검증

(1) KALIMER의 사고분류

KALIMER의 사고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운전중이거나 설계 

중인 해외의 대표적인 액체금속로에서 수행된 안전해석 경험을 분석하

다. 특히 원자로가 루프 형태인 CRBR과 풀 형태인 PRISM을 비교하여 양 

설계개념의 사고분류 기준 및 선정된 설계기준사고를 검토하 다. GE가 

개발한 PRISM은 KALIMER와 비슷한 개념의 원자로이므로 PRISM의 사

고해석 경험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미국의 NRC가 PRISM 설

계의 예비안전성평가를 기술한 NUREG-1368 (NRC, 1994)을 참조하 다. 

미국에서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서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적 방사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

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현안들은 신형 액체금속로

의 설계가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혁신적인 설계개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ALIMER 설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수로 인허가 

시에 사용하 던 사고분류 체제와는 다른 분류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KALIMER에 적용 가능한 안전해석기준을 도출하 다.  

KALIMER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고유안전 특성 및 피동형 개념을 설

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전특성을 가진다. 특히 일부 

초과설계기준사고들과 중대사고의 위해도(risk) 감소를 위해서 설계단계에

서 적절한 사건분류와 그에 대응하는 안전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들 사고

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 하 다 (Kwon and Hahn, 2001a). 

일반적으로 발전소 사건분류 시 발생빈도가 희박하여 낮은 발생확률을 가

지는 사건일지라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향이 크다면 위험도 측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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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이 설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낮은 발생확률 사건을 고

려한다면 발전소의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까지 고려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보통 

1x10
-4에서 1x10-5/R․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초기사건을 설계기준으

로 고려하고 있지만 신형원자로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의 사고들을 

설계에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설계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및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

준을 기존의 방사능 보호조치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낮게 제한하기 위

함이다. KALIMER의 설계기준 발생빈도는 미국의 NRC가 PRISM 안전성

평가에서 요구하 던 10
-7/R․Y로 설정하 다. 

사고결과를 완벽하게 도출하고 사고결과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위해

도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PSA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도의 

순서는 발생빈도와 소외 향의 결합을 기준으로 한다. PSA는 강력한 해

석도구로서 계통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설계기준사고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KALIMER 개념설계 단계에

서는 PSA 업무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해외 액체금속로에

서 수행한 사건선정 기준을 근거로 공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 다.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 및 그 사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된 각 사건범주에 따라 다른 대처방안이 요

구된다. 기존 발전소의 사건 분류는 정상운전, 예상 과도운전, 설계기준사

고 및 초과설계기준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분류는 안전설비

의 설계, 부지 선정 및 소외 비상계획을 설정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신형원자로 범주에 속하는 KALIMER 설계는 혁신적인 설계개념

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다른 운전조건을 가진다. 특

히 부지선정 및 비상계획에 있어 기존 원전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진다. 방사선원항의 계산, 제안된 설계의 안전특성의 평가, 격납계통 및 

소외 비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사건들의 체계적 분류가 

요구된다. KALIM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건분류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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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표 3.1.1-1에 요약되어 있다. 

(a)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전 상태로 계통의 시운

전, 설계범위 내의 운전, 고온대기 또는 정지와 같은 발전소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b) Infrequent Event (I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되는 예상운

전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s)의 등급과 동등하

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약 10
-2/R․Y까지이며 발전소 수명 기간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응한다. 이러한 사건은 기존 경

수형 원자로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되며 10 CFR 50, App. I

와 40 CFR 190을 준수하여야 한다. 

(c) Unlikely Events (U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

계기준사고 등급과 동등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선정한다. 공학

적 판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선정하며 약 10
-4/R․Y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을 포함한다. 사건 선정시 PSA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완

한다. 이때 10
-4/R․Y의 설정기준은 사건발생 빈도가 발전소 수명기간을 넘

어선 기간에 한 번 예상되는 사건에 해당된다. 기존 외부사건의 선정을 포

함하며 단일고장기준 및 비안전 등급의 기기는 안전성 평가에서 신뢰하지 

않는 기존의 보수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d)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기존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

는 심각한 사건에 대응되는 것으로 발생빈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의 중

대사고 범주이다. 이러한 사고 범주를 설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U.S.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특히 실제적 방사선원

항의 사용 및 사고예방 측면의 심층방어 적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범주의 사건은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선정하며 PSA 방법론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학적 판단 및 결정론적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PSA 

방법론의 사용을 장려하는 U.S. NRC의 안전목표 및 중대사고 정책과 일

관성을 유지한다. 이 사전범주는 약 10
-7/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

지는 내부사건 (초기사건과 다중 고장사건이 동시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

한다. 이때 10-7/R․Y의 기준은 대량의 방사선 환경유출빈도가 10-6/R․Y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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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아야 한다는 U.S. NRC의 성능 지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0
-6
/R․Y 

이하 사건들의 누적 향을 고려해야한다는 요건과 일치한다. 경수형 원자

로에서와 마찬가지로 UE 범주를 초과하는 외부사건은 XU에서 일관성 있

게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확률이 10
-7/R․Y 근처의 사건은 기존의 경수로 사건

분류법에 따르면 초과설계기준사고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KALIMER 설

계에서는 이 발생빈도에 포함되는 사고 중 소듐의 대량누출, 노심용융 혹

은 반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한계사고 

(bounding event)로 정의하여서 적절한 방지대책과 보호대책을 설계단계

에서 검토하 다. 미국의 NRC가 신형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시 제시

하 던 지침을 참조하여 KALIMER의 한계사고를 도출하 다. 

KALIMER는 기존 원자로에 비하여 혁신적인 설계개념이고 기존 운

전 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피동형 안전관련계통을 

설계에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금속핵연료의 고유안전 특성과 관련된 연구개

발이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불

확실성을 한계사고의 사고해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의 경수로 사건분

류에 따르면 중대사고 범주에 속하는 사고해석은 최적평가 방법을 사용하

지만 위의 이유로 인하여 한계사고의 사고해석 방법 및 안전성 평가기준

은 설계기준사고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계사고

를 제외한 일반적인 XU 사건은 보수적인 방법보다는 최적평가 

(best-estimate)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e) Residual Events:  이 사건범주는 약 10
-7
/R․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건으로서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경수형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EPZ) 요건에 의하여 고려되는 사건

들과 유사한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 사건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PS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 범주는 초과설계기준사고이다. 초과설계기준사고는 발생빈도

가 10
-7
/R․Y 보다 작은 경우에 속하는 사고들로서 HCDA가 한 예이다. 초

과설계기준사고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범주의 사고는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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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은 심각한 사

고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여유도 확보 및 사고완화 측면에서 사

고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KALIMER의 설계기준사고는 기존 경수로의 

인허가 설계기준사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고해석은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해석 결과에 대한 판단은 허용기준의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KALIMER와 같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적절한 여유도를 포함하여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표 3.1.1-1  KALIMER 사고분류 및 안전성 평가기준

사고 범주

발생빈도

(per reactor 

year)

평가 기준

노심 

조건

구조적

제한치

운전원 방사선

피폭량 제한치

소외 

방사선량 

제한치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F≥10-1 표3.1.1-2

ASME Code 

Service 

Level A

USA

10CFR20

USA 

10CFR50

Appendix I

Infrequent 

Events

(IE)  
10-1>F≥10-2 표3.1.1-2

ASME Code 

Service 

Level B

USA

10CFR20

USA 

10CFR50

Appendix I

Unlikely 

Events 

(UE)
10
-2
>F≥10

-4 표3.1.1-2

ASME Code 

Service 

Level C

USA

10CFR20

10% of 

USA 

10CFR100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10-4>F≥10-7 표3.1.1-2

ASME Code 

Service 

Level D

전신 5rem 이하

호흡 30rem 이하

피부 75rem 이하

10% of 

USA 

10CFR100

Residual 

Risk 

Events 

(RE)

F<10
-7 NA NA NA

10% of 

USA 

10CF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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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 안전특성

KALIMER는 안전성 관련 설계측면에서 기존 원자력발전소와는 상당

한 차이를 가진다. KALIMER는 획기적인 안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물

리적 고유특성 및 피동적 자연현상을 설계에 이용하 다. 또한 강화된 심

층방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상태뿐만 아

니라 비정상상태 하에서도 운전원의 조치가 용이하다.  또한 운전원의 인

적실수 및 안전계통/기기의 기능상실에 민감하지 않고 스스로 융통성 있

게 대처할 수 있다. 만약의 사고시에도 장시간 동안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을 잠재적 방사선 재

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KALIMER 안전의 기본개념인 고유 안전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설

계 및 운전에 반 하고 있다: 

(a) 원자로에서 부적절한 출력 및 온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음의 반

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핵분열 반응의 종결, 

(b) USS, PSDRS, 자연순환과 같은 피동형 방식의 원자로 안전정지 

및 붕괴열 제거, 

(c) 대규모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에 의한 열적 관성 (thermal inertia) 

증대, 

(d) 냉각재의 상실 및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배관 혹은 기기의 제거.

KALIMER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은 노심의 반응도 궤환기구에 의존

하며, 이때 노심의 반응도 궤환기구는 다음 요소를 갖는다: 

(a) 도플러 반응도, 

(b) 소듐기화 반응도, 

(c) 핵연료 축방향 열팽창, 

(d) 노심의 열적 휨 (thermal bowing), 

(e) 노심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반경방향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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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어봉 구동축 및 원자로 용기의 열팽창. 

반응도 궤환효과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정지가 되지 

않는 비보호 과도사고 시 노심의 출력과 온도를 안전허용기준 범위 내로 

제어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반응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비보호사고로는 반

응도 삽입에 의한 과출력사고 (UTOP), 유량상실사고 (ULOF) 및 열제거상

실사고 (ULOHS) 등이 있다. 

KALIMER 설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심층방어 개념의 적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심각한 노심 손상 확률의 감소와 사고발생 시 방사성 물질 격

납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KALIMER의 

심층방어는 사고 저항성의 증대, 노심 손상의 방지, 사고완화 대책의 확보

라는 세 측면에서 설계에 구현되고 있다. 

사고 저항성 증대는 계통의 단순화, 안전여유도 증대, 고유안전성을 

가지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설계, 면진 설계 등을 통하여 확보되며, 노심 

손상 방지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 향상, 이상사

고시 반응도 궤환효과로 인한 고유안전성 확보, 향상된 붕괴열제거계통, 

핵연료집합체 내의 유로폐쇄 및 손상된 핵연료의 전파 방지 설계, 기기 및 

제어기능 외에 공급되는 안전등급의 교류전원 제거, 향상된 운전원의 사고

대처 시간 등을 통하여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사고완화 대책은 강화된 규

제요건을 만족하는 격납용기 개념, 보다 실제적인 기계론적인 방사선원항 

계산, 화재 및 소듐반응 방호 및 격납용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확보

하고 있다. 그림 3.1.1-1은 KALIMER 설계의 심층방어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KALIMER는 미국의 신형원자로 정책성명 (51 FR 24643)에 의하면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이다. 피동계통은 전적으

로 피동의 기기 및 구조물로 구성된 계통이며 피동적인 작동을 위해 제한

적으로 능동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동기기는 그 작동

을 위해 외부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기기를 뜻한다. KALIMER는 피동개

념을 채택하여 단순화된 안전계통과 용이한 운전 등에 의해 발전소의 전

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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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개념의 채택은 안전계통의 혁신적인 단순화, 사고 잠재성의 제거, 

용이한 운전 및 높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피동계통의 성능 확인과 계통 상호간의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미국 NRC는 피동계통을 채택한 신형원자로 

설계검토에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성능 입증과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평가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1.1-1  KALIMER의 안전설계 개념

RPS

PSDRS
USS
GEM

SGAC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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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LIMER 안전해석의 허용기준

그 동안 개발한 구체적인 KALIMER 설계를 근거로 하여 기 설정된 

사건분류기준에 따라서 사고 유형별로 이상상태 및 과도사고를 선정한 후, 

사고범주에 따라 설정한 안전허용기준을 해외의 연구 결과와 각 설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구체화하 다 (Kwon, 2001b). 

KALIMER 설계의 궁극적인 안전평가 기준은 방사선 제한치 이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안전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방출원인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

는 보수적인 수단이다. 정상운전과 설계기준 과도사고시 물리적 현상을 기

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허용안전기준을 설정하 으며 각각에 

대응하는 설계변수의 온도를 KALIMER 사고유형별로 표 3.1.1-2에 나타내

었다. 

- 핵연료 용융금지

- 핵연료-피복재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금지

- 피복관의 변형률 및 크립 파단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금지

-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 소듐 냉각재 비등금지 (노심 내부 기포생성 금지) 

표 3.1.1-2에 제시되어 있는 노심 출구에서의 소듐 평균온도는 과도운

전 조건에 대한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이때 기준온

도는 대표적인 운전조건 하에서 기계설계, 유체설계, 안전해석 분야간의 

반복 연계작업을 통하여 설정되었다.

고온상태의 과도기간 동안 핵연료봉의 손상은 피복재의 크립파단에 

의하여 발생한다. KALIMER의 피복재 재질인 HT-9은 고온에서 크립 강

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금속 핵연료봉은 

노심말기 (EOL) 조건에서 피복재의 두께 중심온도가 760℃를 초과하면 크

립 파단이 발생한다. 일단 피복재 합금이 용융되면 공정반응 (eutectic)에 

의한 피복재 감식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XE 범주의 사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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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1시간 미만인 단기간에는 피복재의 중심온도가 7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 다. 1시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과도상태인 경우는 핵연료

와 피복재간의 경계온도가 공정반응이 시작하는 700℃를 초과할 수 없다. 

냉각재인 소듐온도는 비등점 이하로 유지되어서 비등에 의한 양의 반

응도가 노심에 삽입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연료봉의 과도 냉각을 피하여

야 한다. KALIMER 원자로 용기 내에서 소듐의 비등온도는 압력에 향

을 받으므로 일차계통 펌프가 운전되는 경우 약 1070℃ 이고, 펌프가 정지

되면 약 960℃ 이다. 구조물과 소듐간의 온도변화는 시간적인 지연과 그외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물의 첨두온도는 소듐온도

의 거동을 따른다고 가정하 다. 소듐의 비등온도는 KALIMER의 운전온

도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충분한 과냉 여유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매우 높은 온도상태가 아니라면 핵연료-피복재

의 공정반응이 시작하는 온도보다는 훨씬 높다. 금속핵연료 조사시험에 의

하면 과도출력 상태에서 금속핵연료의 중심이 용융되어도 피복재 손상에

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안전성 관

점에서 핵연료가 용융을 시작한 후 2분 이내에 핵연료봉 단면적의 50% 

이상이 용융되지 않도록 제한하 다. 핵연료 및 피복재의 허용기준온도는 

정확도가 떨어지며 실험적인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더욱이 고농도의 

Pu-U-Zr 삼원 연료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 가

능하다. 

현재까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하면 핵연료의 solidus 온도는 우라늄, 

플루토늄 및 지르코늄의 국부적인 혼합정도에 따라 930℃에서 1100℃ 사

이에서 변화한다.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할 수 없으며 

과도기간 및 핵연료의 상태와 성능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표 3.1.1-2에서와 같이 1070℃를 핵연료 용융의 기준 값으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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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KALIMER 사고유형별 허용안전온도

사고범주

소듐 노심출구 

평균온도(℃)

피복재 

첨두온도(℃)

냉각재 

첨두온도(℃)
핵연료 

첨두

온도(℃)단기간 장기간 단기간 장기간 펌프가동 펌프정지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535 535 650 635 1,070 960 955

Infrequent 

Event (IE)
600 600 650 635 1,070 960 955

Unlikely 

Events (UE)
650 650 790 700 1,070 960 1,070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760 700 790 700 1,070 960 1,070

      ① 단기간은 사고 후 1시간 미만, 장기간은 1시간 이상의 경우

      ② 피복재의 단기간 온도는 피복재 두께의 중심온도

      ③ 피복재의 장기간 온도는 핵연료-피복재간의 경계온도

      ④ 핵연료 첨두온도 지체시간은 2분 이하

나. 과도 안전해석 기준

(1) 공학적 안전설비의 선정

설계기준사고의 안전해석에는 사고 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원자

로 보호계통과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원자로 비상정지를 위한 계통변수와 설정치 및 신호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므로 여기에서 생략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는 원자로 시설의 파손 및 고장 등에 기인한 핵연료 파손으로 다량의 방사

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설계이다. 공학적 안전설비의 주목적은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

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KALIMER와 같은 신형원자로 설계에서는 발생

확률이 낮은 초과설계기준사고의 결과 완화에도 고려하는 추세이다.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모두가 설계기준사고 안전해석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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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는 않지만, 발전소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전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를 대비하여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 다. 공학적 안

전설비의 성능 및 작동 설정치는 보호사고 안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설계

에 반 되었다. 그러나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및 관련 계측제어계통의 

논리 구현은 상세설계 수준의 업무에 속한다. 

KALIMER의 공학적 안전설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외국의 액체금속로

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외 경험을 검토하 다. 검토

한 대상은 ①미국 NRC에서 발간한 액체금속 고속증식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분석보고서의 표준 양식 및 내용 (WASH-1302)에서의 설계, ②

미국의 Clinch River 발전소 (CRBRP)의 설계, ③일본의 MONJU 발전소

의 설계, ④미국의 PRISM  설계이다. 위의 4가지 설계 예에서 공통적으

로 채택하고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로서는 격납계통과 원자로 잔열제거계

통이다. 

원자로 격납용기 및 격납건물 계통은 심층방어원리 측면에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소외방출을 억제하는 최후의 방벽이며 잔열제거계통은 원

자로가 어떤 상태에 처하더라도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원자로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계통들이다. 이들 

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안전해석시 사고 시나리오와 비상운전 절차서에 따

라서 적절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며 해석결과의 안전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KALIMER에서 사고 결과를 완화할 목적의 공학적 안전

설비의 구성은 적어도 다음의 5개 계통 (ⓐ∼ⓔ)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두 계통 (ⓕ,ⓖ)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 원자로 격납건물계통

ⓑ 원자로 격납용기계통

ⓒ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 제어실 거주보장계통

ⓔ 소듐누설 탐지계통

ⓕ 소듐-물 반응 압력방출계통

ⓖ 소듐화재 방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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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사고 선정

설계기준사고는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계통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들 안전관련 기능의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운전 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 설계기준사고의 정의 방법은 전통적인 

안전 설계 방법인 single bounding event를 기본으로 하여 공학적인 판단

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설계기준사고는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을 파악

하고 각 경우의 사고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야기 시키는 사고 (maximum credible accident)를 single 

bounding events로 정의하여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의 사고로 그룹핑한 

것이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는 개념설계 또는 상세 설계 모두에서 설계

기준사고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므로 PRISM 설계의 PSA결과를 

참고하 다. 

액체금속로는 화학적으로 활성인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고 대

기압에서 운전되고 있으므로 액체금속로에서 안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

석되어야 할 이상상태 및 사고 유형은 경수로와는 많이 다르다. 

KALIMER 설계기준사고의 선정은 계통 설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운전 

경험 없이는 곤란하다. 특히 사고의 중요도를 분류하는데 요긴한 방법인 

PSA는 해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에 적용 가능한 이상상태 및 사고의 선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 

(과학기술부, 1999)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PSA를 수행하

기에는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설계기준사고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KALIMER 안전성분

석보고서에서 해석되어야 할 이상상태 및 사고를 선정하 다.

WASH-1302에서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로부터 발생확률이 낮은 가상

사고에 이르기까지 안전해석에서 고려할 67개의 사건을 선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선정된 이상상태 및 사고의 종류는 CRBRP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사고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상상태 및 사고 선정에 

대한 규제지침이나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WASH-1302에서 선

정한 사고는 여러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RBR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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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1302에서 선정된 모든 설계기준사고를 수용하고 이에 5가지 사고

를 더 추가하 다. 

NRC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 으며 IHTS에서의 소듐 동결사고를 

추가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MONJU에서는 설계기준사고의 범주에 속하

는 이상상태 및 사고로서 28개를 선정하 다. 특히 MONJU에서는 두 가

지 중대사고, 즉 일차 아르곤가스 누설사고와 일차 냉각재 누설사고를 설

계기준사고에 추가하고 있다. 이들 이상상태 및 사고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첨두온도, 노심냉각 가능성 및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를 정하고 

있다. 

이상의 해외 경험을 참고로 하여 KALIMER 설계기준사고로서 해석

하여야 할 이상상태 및 사고 유형을 선정하 다. 적절한 사고 선정을 위해

서는 PSA를 이용한 광범위한 초기사건의 상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해외 경험과 공학적 판단을 통하여 수행하 다. 초기사건 선정에

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인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상 운전과도, 정상운전 

조건을 이탈하는 핵연료 고장, 기기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가상사고 등이며 

홍수,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외부 기인사고도 포함하여야 한다. 초기사건들

은 발전소의 다양한 공정변수의 교란, 장비의 고장이나 오작동 등에 의하

여 야기되며, 사건의 유형과 발생빈도에 따라 표 3.1.1-1과 같이 3개의 발

생빈도 중에 하나, 앞으로 설명할 6개의 사고유형 중 하나로 구분한다. 이

들은 정량적인 상세해석이 필요한 사고들이며 각 사건들에 대해 차별적인 

허용안전기준을 적용한다.   

KALIMER의 전체적인 설계와 주요 안전계통의 성능을 평가하고 사

고시 설계된 안전기능의 수행여부 및 운전성능의 사고예방 및 완화의 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발전소 고유의 설계기준사고를 선정하 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설계기준사고만 고려하고 있으나 KALIMER는 초과설계기

준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향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전 방안을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KALIMER의 설계특성에 따라 소듐기포의 노심 통과, 소듐-물 반응, 

증기발생기 튜브 내로의 물 침입, 소듐의 누설 및 화재 등과 같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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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고려하 다. KALIMER의 설계기준사고로 총 53개를 다음과 같

이 선정하 으며, 상세설계가 진행되거나 액체금속로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요건 변화는 추후에 반 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수로 설계기준사고 안전해

석에서는 초기사건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사건과 단일기기의 고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사건에 동시고장사건과 단일고장기준을 함

께 고려하는 경우, 그 사건의 발생빈도는 낮아지며 사고 결과는 심각해지므

로 초기사건 보다는 큰 방사선량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KALIMER 설

계에서는 ATWS를 포함한 한계사고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다.

KALIMER의 설계기준사고는 기존 경수로의 인허가 설계기준사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고해석은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해석결

과에 대한 판단은 허용안전기준의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KALIMER와 같은 개념 설계단계에서는 적절한 안

전 여유도를 포함하여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KALIMER의 사고유형 중 대표적인 설계기준 사고의 특성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 노심의 반응도 및 출력분포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노내 반응도 삽입 (Reactivity Insertion) 사고: 저 출력 또는 100% 출

력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이 급격히 인출되면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고 과출력 상태가 된다. 제어봉의 인출과 함께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

에 대해서 반응도가 경미하게 증가할 경우는 IE로 분류되고, 그 이상의 반

응도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UE로 분류되며 설계기준사고 (DBE)가 된

다. 긴급노정지가 실패하면서 반응도가 증가하는 사고는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인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서만 원자로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는 XU인 한계사고로 과도상태의 진행에 따라 핵연료의 건전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ii) 노심내 비정상적 열발생 또는 열제거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원자로정지 시 정상적 냉각기능 상실사고 (Loss of Normal Shutdown 

Cooling): KALIMER의 정상적 붕괴열제거계통은 터빈 응축기를 통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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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상적 붕괴열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비안전계통인 증기

발생기의 보조냉각계통 (SGACS)을 이용한다. 이러한 붕괴열제거계통의 기

능이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PSDRS를 이용한 피동적인 원자로 냉각이 

가능하다. PSDRS만으로 수행하는 붕괴열제거는 UE의 DBE이며 사고해석

이 필요하다. PSDRS의 유로 일부가 차단되어 냉각기능이 제한되는 사고의 

경우는 XU인 한계사고가 된다.

열침원 상실사고 (Loss of Heat Sink): 중간열전달계통의 순환펌프 

고장이나 중간열교환기의 누설 및 증기발생기에서 소량의 물 누출은 수습

이 용이한 사고이며 IE로 분류된다. 증기발생기에서 중간 규모의 물 누출

이 발생하는 경우는 UE로서 발전소 정지 후 수리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

다. 증기발생기에서 대형 물 누출은 XU 사고로서 소듐-물 반응압력회복

계통(SWRPRS)의 작동이 요구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제한적 전열관 파

단은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터빈정지, 급수계통 등과 같은 BOP측의 고장

으로 인한 열침원 상실사고는 IE로 분류된다. 열침원이 상실되는 사고에

서는 냉각재 노심입구 온도가 상승되므로 노심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평

가하여야 한다. 

(iii) 연료파손, 연료취급 및 저장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노심 국부 손상사고: 3개 핵연료봉이 형성하는 삼각형의 냉각 유로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핵연료봉의 냉각이 불가능하므로 국부적으로 핵연료봉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개 이하의 핵연료봉 피복재의 손상, 하나

의 핵연료집합체에서 냉각재 입구의 부분적 폐쇄 등은 IE사고이다. 제작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한 개의 핵연료봉이 용융되는 경우는 UE이며, 

핵연료집합체의 유로가 대규모 폐쇄되는 경우는 XU로 분류된다. 또한 한 

개의 핵연료집합체의 유로 입구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한계사고로 분류

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이송 시의 핵연료 손상사고는 UE인 DBE로

서 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여부를 평가하는 사고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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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듐의 누출 및 화재관련 사고

원자로용기에서의 소듐 누출은 UE로 분류되며 소듐 누출로 인한 소

듐 화재의 향과 방출될 방사능 물질의 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간

열전달계통의 배관 파단으로 인한 대형 소듐누출은 XU인 한계사고로 분

류된다.

(v) 방사성 물질의 방출관련 사고

카버가스 방출사고: 원자로 내의 상부 자유공간을 채우고 있는 불활

성 카버가스의 누출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동반하게 된다. 이 사고는 

UE의 사고등급으로서 DBE로 고려되며 일부 핵연료봉의 피복재 파손을 

가정하고 있다. 

(vi) 기타 사고

DBE (Design Basis Earthquake)는 EC-I으로, SSE (Safe Shutdown 

Earthquake) 및 SSE 이상의 지진이지만 면진으로 수용 가능한 사고는 

UE로, 그리고 이 보다 큰 강도의 지진은 XU로 분류된다. 지진으로 인해 

PSDRS의 자연대류 유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요인들에 의한 사

고는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KALIMER에서 안전성 관련하여 분석되어야 할 이상상태 또는 사고

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리스트는 1998년 한국원자력기술협회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용역으로 수행한 액체금속로 안전 및 인허가 규

제요건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15장의 내용을 KALIMER의 구체적인 설계

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KALIMER 설계기준사고의 대표적 유형

       ◦노심의 반응도 및 출력분포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 미임계 상태에서의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 출력운전 중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 미임계 상태에서의 제어봉 집합체의 급속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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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 운전 중 제어봉 집합체의 급속 인출

          - 단일 제어봉의 낙하

          - 제어봉 오조작

          - 연료 집합체의 부적절한 장전 및 운전

          - 저온소듐의 유입

          - 기포의 노심 통과

       ◦노심내 비정상적 열발생 또는 열제거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 외부전력 및 비상전원 상실

          - 과도한 노심열 제거

          - 일차냉각재순환펌프 불시정지

          - 중간냉각재순환펌프 불시정지

          - 터빈 불시정지

          - 부하상실

          - 주급수 및 비상급수 상실

          - 소듐-물 반응 압력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 증기발생기 튜브 내로 물 유입

          - 증기우회계통의 고장

          - 주증기 배관 파단

          - 주급수 배관 파단

          - 원자로잔열제거계통 기능상실

          - 압력 릴리프계통 파열판에서 대형 소듐-물 반응

          - 중간열전달계통 배관 파단

          - 중간열교환기에서의 소듐누설

       ◦연료파손, 연료취급 및 저장 관련 이상상태 또는 사고

          - 핵연료파손

          - 블랭킷 연료파손

          -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유로폐쇄

          - 제어봉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폐쇄

          - 연료장전 중 집합체의 원자로용기 내부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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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 재장전 중 단일 연료집합체의 피복재 파손 및 핵분열 

생성가스 방출

          - 연료 재장전 중 커버가스 방출

          - 연료 취급 중 전원상실

          - 연료취급계통 내부의 단일 능동부품의 고장

          - 연료취급기 고착사고

          - 연료취급기의 기중기 충돌

          - 연료취급기와 제어봉간의 충돌

          - 연료수송 캐스크의 낙하

       ◦소듐의 누출 및 화재관련 사고

          - 일차소듐저장탱크 파손

          - 연료 재장전 중 소듐저장탱크 냉각계통 파손

          - 일차열전달계통 배관에서의 소듐누설 및 화재

          -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에서의 소듐누설 및 화재

       ◦방사성 물질의 방출관련 사고

          - 기체방사성 폐기물탱크 누설 또는 파손

          - 액체 방사성 폐기물처리계통 파손

          - 방사성 불활성기체처리계통 파손

          - 커버가스 정화계통의 파손

          - 소듐누출 및 격납용기 외부로 방사성 물질의 누설

       ◦기타 사고

          - 직류전원의 상실

          - 제어실의 거주성 상실

          - 계측 공기계통의 상실

          - 커버가스 압력조절 상실

          - 화재, 홍수, 폭풍우, 또는 지진과 같은 내부 및 외부 기인사고

          - 소듐 보온 가열계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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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설계는 피동적 안전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심 용융과 

소듐 비등을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혁신적인 KALIMER 설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볼 때 설계기

준사고 범위를 벗어나지만 사고분류상 XU 범주에 속하는 다음 한계사고

를 KALIMER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고해석에 포함시키고 있다. 

(a) 비보호 과출력사고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최악의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후에 12시간 동안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원자로 모듈에서 다음 두 경우를 분석한다.

  ∙A -모든 강제 냉각이 정상적으로 작동

  ∙B - 원자로 보조냉각계통(RVACS)를 제외한 다른 모든 

        냉각기능은 제어봉이 인출되었을 때 상실됨

(b) 외부 전원상실 사고 (Station blackout)

긴급노정지가 발생하여 자연대류 냉각만이 유용한 냉각 수단인 

사고.  24 시간 후 AC 전원이 다시 공급된다고 가정한다.

(c) 열침원 상실사고 (LOHS: Loss-Of-Heat-Sink events)

전출력 상태에서 정상냉각계통과 보조공기냉각계통에 의한 모든 

냉각 기능이 상실되는 사고. 원자로 보호계통이 비정상 상태를 

감지 즉시 긴급 원자로정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사고 해석은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다.

  ∙A -한 모듈에서 태업(sabotage)으로 인하여 PSDRS의 모든

        공기 유로가 12시간 동안 완전히 막혀있다고 가정하고

        최고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한다.

  ∙B - 지진의 향으로 모든 모듈의 PSDRS 공기 유로가 75%

        막혔다고 가정하고 최고 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또는

        사고경과 12시간까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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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비보호 냉각재유량상실(ULOF: Unprotected Loss-Of-Flow )사고 

하나의 원자로 모듈에서 긴급 노정지가 실패한 경우의 ULOF를 

가정하며 사고는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다.

  ∙A -펌프 1대를 통해 흐르는 유량은 갑자기 멈추지만 다른

       펌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새로운 평형 출력과

       유량율에 도달 할 때까지 분석한다.

  ∙B - 모든 펌프가 정지된 후, 펌프 중 1대는 순간적으로

        회전을 멈추고 나머지 펌프는 관성서행 (coastdown)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 10분까지 분석한다.

(e)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되는 경우 12 시간 내에 증기발생기를 격

리시키거나 누출된 물을 덤프 시키는 데 실패하고, 한 모듈에서 

강제 냉각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사고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허용 가능한 파단 세관 수와 사고 진행순서를 결정한다.

(f) 소듐 대량 누출 (Large sodium leaks)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사고로서, 유체계통 배

관의 감속기준에 따라 누출크기를 결정하고 원자로용기에서 격납

용기로의 누출과 소듐화재를 평가한다.

(g) 유로폐쇄 (Flow blockage)

    핵연료 집합체에서 유로가 폐쇄되는 사고

(h) 외부사고 (External events)

현재 경수로에서 설계기준사고로서 전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

고를 초과하는 정도의 외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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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LIMER 사고분석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본 절에서는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성평가 단계에서 지적한 

주요 안전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KALIMER 개념설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 다. 이들 안전현안은 금속핵연료의 안전특성에 관

한 실험과 액체금속로에서 채택되는 피동적인 여러 장치에 대한 성능연구

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KALIMER 사고분석에서 설계와 연계하여 보완되어야 할 일반

적인 사항을 도출하 다. 또한 미국 NRC가 신형원자로 설계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안전현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KALIMER 

설계에 적용하 다.

설계기준사고와 초과설계기준사고의 정의 및 구분은 기존의 원자로에

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고 PSA를 수행하여 결정하지만 KALIMER는 

신 개념의 혁신적인 설계이므로 유사한 경험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또한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계통의 신뢰도 데이터 평가가 불확실하다. 더욱이 

KALIMER 안전에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피동안전계통 성능의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인 PSA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를 정의하기 곤란하므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

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설계기준사고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건 발생빈도 

측면에서 확률상 설계기준사고 범주를 벗어나서 초과설계기준사고 범주에 

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UTOP, ULOF, ULOHS 같은 사고들은 기존의 

설계기준사고에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긴급 노정지

가 실패 (ATWS) 한다는 가정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고들이다. 이와 같이 

비록 중대사고 범주에 속할지라도 KALIMER 설계요건과 관련되어서 결

정론적인 안전해석을 수행해야 할 한계사고들을 PSA의 해석을 통하여 유

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ALIMER는 심층방어 개념 측면에서 경수로에 비하여 사고완화보다

는 사고방지를 강조하는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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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상사고가 발생하여도 노심용융이나 정반응도 삽입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구비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

다. 따라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사고 선정과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사

고해석이 필요하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된 다음 범주의 사고들은 KALIMER 안전을 크

게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전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적절

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각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예상될 수 있

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a) 반응도 삽입사고 

반응도삽입사고의 초기사건은 제어봉의 노심 이탈이다. 따라서 초기

에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는 사고결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

친다. 제어봉 조절계통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KALIMER 개념

설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전소제어계통 (Plant Control System)의 하나

인 Control Rod Stop System (CRSS)은 비안전계통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제어봉 이탈사고 시 노심에 삽입될 수 있는 반응도의 제한을 사고

해석에서 가정하기 위해서는 CRSS 작동의 신뢰성이 높아져야 하므로 

CRSS의 안전등급 승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CRSS의 적절한 운

전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계측기 및 운전원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b) 저냉각 사고

현재 KALIMER 설계에서는 중간열전달계통의 유량이 상실되어 이차

계통의 열전달기능이 상실될 때 노심의 궁극적인 열제거 기능은 PSDRS

가 담당한다. PSDRS의 냉각성능은 사고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SDRS 관련 안전성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저하된 PSDRS 성능

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PSDRS의 성능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PSDRS 사고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귀 시 냉각재의 강제순환 및 정상 붕괴열 제거장치를 작동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열충격 (thermal shock)에 대한 대비책이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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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c) 핵연료 손상 및 국부적 결함 사고 

불량한 핵연료 또는 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될 때 발생 가능한 사고이

므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는 방지 될 수 있다. 

U-Pu-Zr의 3원합금을 사용하는 금속핵연료의 제작 및 HT-9 피복관의 제

조공정은 신기술이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정상운전 중 발생 가능한 

핵연료 손상확률, 손상된 핵연료로부터의 기체방출 또는 소듐과의 화학적

인 반응과 같은 금속핵연료 특성과 관련된 핵연료 조사(irradiation) 자료

의 확보가 필요하다. 

(d) 일차계통 소듐 누출 사고

일차계통 sodium cold trap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로

서 안전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고 시 예상되는 

누출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만약 소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 안전계

통인 PSDRS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에 대한 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e) 핵연료 취급 및 저장사고

 KALIMER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18 개월 보관된 

후에 방출되어 옮겨지므로 붕괴열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취급

된다. 따라서 운반 캐스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변장

치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혁신적 격납용기 개념의 안전성 평가

 KALIMER의 격납용기 개념은 경수로에서 요구되는 격납용기의 기

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상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

나 이처럼 혁신적인 신개념의 계통과 성능을 개념설계 단계에서 평가하기

는 매우 힘들다. 안전해석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포함

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한계사고를 정의한 후, 이들 사고에 

대하여 KALIMER 안전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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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비보호 과도출력사고 

 비보호 과도출력사고인 UTOP의 방지책으로 CRSS를 채택하여 사고 

시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값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안전계통인 CRSS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UTOP 사

고 경우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핵연료 용융이 예측되는데, 이 때 어느 정도

의 용융까지 허용 가능한가에 대한 국부 용융 허용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

요하다. 온도가 상승하면 HT-9 피복관과 핵연료가 접촉하게 되어 저온용

융 공정온도 (low-melt eutectic)에 도달한다. 이 때 공정현상은 핵연료 반

경방향 외곽 성분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연소도 (burnup level) 및 3원

합금 금속핵연료 내에서의 각 성분의 이동현상 (migration)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지만 이 현상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복

관의 안전허용기준 온도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h)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비보호 유량상실사고인 ULOF에서 모든 펌프가 coastdown을 실패하

면 노심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노심붕괴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KALIMER 전자펌프의 coastdown 운전을 수행하는 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가 하나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자주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ULOF의 발생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동기장치가 동시에 고장나는 다

중실패 (multiple failure)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ULOF 사고 시 GEM (gas expansion module)은 매우 유용하지

만 정상운전 동안 성능검사의 가능성 여부, 운전 중 성능이 저하되었을 경

우의 발견 가능성, 오작동으로 인한 반응도 삽입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i) 소듐화재 사고

KALIMER 한계사고 중 대규모의 소듐이 방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듐 화재를 검출하거나 완화시키는 장치에 대한 state-of-the-art를 설계

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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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CDA 분석기준

HCDA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분석기준 관련 연구

는 KALIMER의 HCDA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안전설계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족해야 할 정성적 안전기준, 그리고 설

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용하는 안전해석 방법론의 기

준 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Na, 1997; Chang et al., 1998; 한도희, 2000). 

HCDA 분석기준의 적용범위가 설계기준사고를 벗어난 HCDA의 기인

사고, 사고확대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파손, 격납용기를 통해 대기로 누출

되는 방사선 향 평가, 원자로의 장기냉각까지의 안전해석 방법론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련연구의 실행은 국내 연구환경의 제약으로 

만족할 만큼의 수준으로 수행되지 못하 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

거 국․내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까

지의 연구결과와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가능

한 부분만을 다루며 그외의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개선의 일환으로 HCDA 기인사고의 분석에 필수적인 소듐 

이상유동 모델을 최근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ALIMER 노심에 적용하

다. 또한 노심용융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반응도 계산을 통하여 사고결과

의 에너지 방출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안전설계 목표는 이전의 개념을 아직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

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 다. 즉, (a) 사고시 격납용기를 통한 방사선 물

질의 대기방출 최소화, (b) 사고시 피동계통을 이용한 원자로 용기내의 열

발생의 장기간 제거, (c) 사고 발생률의 최소화 측면에서 HCDA 기인사고

인 XU 사고범주에 속하는 한계사고에 대해서 plant-year 당 사고발생 확

률을 10
-6 이하로 제한, (d) 노심 용융을 견딜 수 있는 설계장치의 추가, 

(e) 사고 후 36시간동안 발전소 내의 방사선 조사량을 1 rem 이하로 유지

할 확률을 plant-year 당 10
-6
 이하 유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고 발생시 

반응도 삽입률의 최소화, 사고확대시 원자로 용기 및 격납용기의 건전성 

확보, PSA 수행과 더불어 사고결과에 대한 기계적인 평가 (mechanistic 

evaluation)의 수행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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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HCDA 안전해석 기준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완사항

을 표3.1.1-3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이 표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최종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에 KALIMER 개념설계 단계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

으로 만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진도에 따라 전체 목표의 손

상 없이 현실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HCDA 분석기준의 보완 원인

이 국내의 연구실적 부족으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

다. 그러므로 KALIMER 설계가 구체화되고 보다 다양한 입증자료가 확보

되면 HCDA 분석기준은 현실성을 반 하여 계속 보완되어야 한다. 

(5) 격납성능 분석 기준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방

사선원항이라 부른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소외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들

의 방출량에 관한 자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사선원항 자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성 및 주변 환

경과 대중에 미치는 방사학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HCDA가 발생하면 방사

성핵종이 발전소 외부로 방출되어 주변환경 및 주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KALIMER에는 사고완화와 

방사성핵종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격납용기가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중대사고 발생시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격납용기가 그 목적을 달성

하면서 열수력학적으로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동시에 

사고시 발전소 부지경계에서의 소외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이 수치가 기준

치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하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고시 발전소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이 결정되어야 하며 격납용기 성능분석을 위한 가상

사고가 정의되어야 한다.

KALIMER 개발에 많은 향을 미친 대표적인 액체금속로인 GE사의 

PRISM Reactor 방사선원항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수

정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 및 실험 자료와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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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액체금속로의 방사선원항을 조사하 다. 이들을 참조하여 충분히 합

리적이고 또한 보수적인 KALIMER 방사선원항을 결정하 다. 가상사고에 

대해서는 KALIMER 격납용기 및 계통설계가 PRISM의 경우와 거의 유사

하며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PRISM에서 도출된 사고 분류와 그에 따

라 결정된 중대가상사고를 이용하 다. 이에 따라 소듐 풀 화재와 소듐 스

프레이 화재를 격납성능 분석기준 가상사고로 선정하 다.

표 3.1.1-3  HCDA 해석기준 보완사항 요약

   기준

분류
기존       보완사항 근거

사고해석 

범위

-최적평가를 

이용하여 

사고진행 과정을 

따라 Energetics 

계산

-보수적 방법을 

개념 설계에는 

적용

-보수적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 개념설계에 

충분한 보수성 확보

해

석

방

법

론

해석

방법론 

입증

-사고해석 시 

모든 오차를 

고려한 초기 

조건 결정

-해석방법의 

실험적 검증

-설계 값만을 

반

-검증된 

전산코드를 

이용해 간접적 

검증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

-국내 필요 자료의 부족

-현실적으로 해외 자료의 

입수 불가

-검증된 방법을 이용한 

비교검증은 개념설계에서 

효과적 방법

이상

유동

-노심 내 

소듐증기와 

더불어 비응축성 

기체의 묘사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소듐 

증기와 액체만의 

거동묘사에 국한

-해석모델 부재와 

모델개발에 장시간 소요

전노심

용융

평가

-전노심용융에 

대한 최적평가

 ․냉각수 유로 

내의 용융물 

방출

-개발된 보수적 

모델을 

개념설계에 적용

-최적평가에 필요한 물성치 

부재

-해석코드의 부재 및 현재 

도입 불가

잔열

제거 

신뢰성

-열제거 능력 및 

신뢰성 평가

-국내에서 수행될 

실험에 의한 열 

제거 능력 

평가에 국한

-피동계통의 신뢰성 평가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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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격납용기의 건전성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ONTAIN- 

LMR 코드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시간에 따른 온도와 압력을 계산하

다.  또한 CONTAIN-LMR 코드와 MACCS 코드를 연계 운용하여 발전

소 부지경계에서의 소외피폭선량을 평가하며, 이 계산결과가 PAG 기준치 

및 10CFR 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 방사학적 향을 평가한다.

2. 과도 안전해석

가. 설계자료 수집 및 평가

1단계 연구에서는 플루토늄 핵연료 (U-Pu-Zr)를 사용한 증식노심에 

대한 설계자료집 (Kwon, 1999)을 작성하여 KALIMER 예비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1단계 안전해석은 KALIMER 계통과도해석 전산코드로 개발

중인 SSC-K의 예측능력을 확인하고, KALIMER 안전해석에 요구되는 대

표적인 비보호사고의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

다. 여러 과도사고에 대하여 SSC-K 코드를 사용하여 시험 계산한 결과 

SSC-K가 계산한 계통거동이 각 사고의 전형적인 특성을 잘 예측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SSC-K 코드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정 보

완하 다.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생산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1단계 설계자료집을 보완한 후 수정된 SSC-K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 핵심개념 예비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UTOP, ULOF, 

ULOHS와 같은 비보호사고 해석을 포함하여 격납용기 해석 및 HCDA의 

scoping 해석을 수행한 결과가 KAERI 기술보고서 (Hahn et al, 2000a)에 

수록되어 있다. 

2단계 설계자료의 특징은 breakeven 노심 설계이다. 1단계 연구에서 

해석대상으로 삼은 증식노심에 비하여 노심설계의 대부분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계통부분의 설계 역시 변경되었다. Breakeven 노심은 유효노

심의 길이 및 반경이 감소하 으므로 핵연료 집합체들의 크기 역시 변경

되었다. 또한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컸던 증기발생기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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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간이 축소됨으로써 증기발생기의 높이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간열전달계통의 배관배치가 변경되었다. 안전해석에서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를 계산하는 반응도 모델이다. 1단계 연구에

서는 노심 설계팀에서 계통과도해석 전산코드인 SSC-K의 반응도 모델에 

필요한 입력을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순한 모델을 사

용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2단계 연구에서는 노심설계의 전산

체제 보완으로 인하여 보다 현실적인 도플러 계수, 소듐기화계수 및 축방

향 팽창계수를 생산하게 되었다. 유효노심 높이를 축 방향으로 자세히 나

누어서 구역별로 국소 반응도계수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섭

동이론 계산코드 (PERT-K)로는 노드 변화에 따른 중성자 누출에 의한 

반응도 효과를 적절히 반 하지 못한 단점이 보완되었다. 

Breakeven 노심의 평형 (equilibrium)과 천이단계에 대해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두 번에 걸쳐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 

(Kwon, 2001c; Kwon 2001d)을 작성하 다. KALIMER는 개념설계 단계이

므로 안전해석 과정에서 KALIMER 고유 설계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PRISM 및 CRBRP 자료를 이용하거나 공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보수적

인 값들을 전산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제어봉 및 제어봉 구동축의 

설계 및 운전조건이나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생산되므로 PRISM 및 기타 원자로의 자료를 참조하 다. 

KALIMER는 전자펌프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세한 

과도운전 특성 및 성능 데이터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계통 

설계분야에서 일차계통 펌프의 성능요건으로 우선 제공한 coastdown 때의 

특성곡선을 사용함으로써 펌프가 트립 되는 유량상실사고를 KALIMER 운

전조건에서 해석할 수 있었으며 KALIMER의 핵심안전계통의 하나인 

GEM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KALIMER 설계는 개념설계 특성상 잦은 설계 변경이 예상되므로 안

전해석을 위해서는 전체 설계공정에 따라 일정 날짜를 기준으로 설계자료

를 잠정적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해석용 설계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 다. 우선 각 설계분야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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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설계변수들

을 도출하고 정해진 일정 날짜까지의 설계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이

를 Exce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형화된 형식으로 문서화하 다. 그림 

3.1.2-1은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의 일부 예를 보여주는 Excel file의 일부

이다. KALIMER 설계자료는 자료의 생산분야에 따라 노심 핵설계 및 열

수력 설계, 핵연료 설계, 유체 및 계측제어설계, 기계설계, 그리고 안전해

석 과제에서 생산하는 일부 자료로 구분되며, 이는 그림 3.1.2-1의 DOR 

행에 CD, FD, FS, MD, SA 등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어서 각 자료의 생산 

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각 설계분야의 자료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자료 특성에 따라 다음처럼 세분화하 다.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설계자료의 분류

  - GEN 발전소 일반 변수

  - RV   원자로 및 일차열전달계통 설계변수

  - COR 노심 설계변수

  - P&A 핵연료봉 및 집합체 설계변수

  - PHY 노물리 설계변수

  - CRD 제어봉 및 제어봉구동계통 설계변수

  - PMP 일차 전자펌프 설계변수

  - IHX 중간열전달교환기 설계변수

  - IHT 중간열전달계통 설계변수

  - SG 증기발생기 설계변수

  - DHR 잔열제거계통 설계변수

  - PCS 보호 및 제어계통 설계변수

  - RIC 초기 운전조건 변수

  - CON 격납용기 설계변수

그림 3.1.2-1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설계자료는 자료의 개정순서 및 

관련 참고문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자료의 

변경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안전해석을 위한 설계자료를 문서화된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해석 자료를 생산하는 각 설계분야의 연계업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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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으며 자료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업무협의가 용이하게 되었다.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해석 전산코드 입력에 사용

되는 설계 데이터에 대한 quality control이 용이할 뿐 아니라 입력자료 작

성과정을 정형화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반복 해석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2-1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의 예 (Excel file)

REV No.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DOR GRP REFNOTE

B0 CO-00 CORE

B0 CO-01 Diagram of core layout showing geometric dimensions Fig. C-1, C-2 CD COR  
B0 CO-02 Diagram of core shielding showing geometric dimensions Fig. M-1 CD COR  
B0 CO-03 Core internal component diagram showing geometric dimensions Fig. M-1, M-2 CD COR  
B0 CO-04 Core configuration heterogeneous CD COR   
B0 CO-05 Power fractions for driver fuel at BOEC and EOEC 0.78842/0.72961 CD COR  Table C-4
B0 CO-06 Power fractions for internal blanket at BOEC and EOEC 0.09926/0.14167 CD COR  Table C-4
B0 CO-07 Power fractions for radial blanket at BOEC and EOEC 0.08981/0.10560 CD COR  Table C-4
B0 CO-08 Power fractions for control subassemblies at BOEC and EOEC 0.000975/0.000989 CD COR  
B0 CO-09 Power fractions for reflectors at BOEC and EOEC 0.002880/0.002884 CD COR  
B0 CO-10 Power fractions for B4C shields at BOEC and EOEC 0.003362/0.003412 CD COR  
B0 CO-11 Power fractions for IVS at BOEC and EOEC 0.005630/0.015537 CD COR  
B0 CO-12 Power fractions for shields at BOEC and EOEC 0.000153/0.000178 CD COR  
B0 CO-13 Power fractions for the hot fuel subassembly at BOEC & EOEC 0.10116/0.09593 CD COR  
B0 CO-14 Power fractions for the bypass flow path at BOEC and EOEC negligible CD COR  
B0 CO-15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driver fuel 0.77 CD COR Table C-27
B0 CO-16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inner blanket 0.11 CD COR  
B0 CO-17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radial blanket 0.1 CD COR  
B0 CO-18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control subassemblies 0.005 CD COR
B0 CO-19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reflectors negligible CD COR
B0 CO-20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B4C shields negligible CD COR
B0 CO-21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IVS negligible CD COR
B0 CO-22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shields negligible CD COR
B0 CO-23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bypass flow path 0.025 CD COR
B0 CO-24 Fraction of total primary flow in the hot fuel subassembly 0.016 CD COR  
B0 CO-25 Flow rate through the core 2143 kg/s CD COR
B0 CO-26 Core assembly height 1000  mm CD COR  at room temp.
B0 CO-27 Radial equivalent core diameter 3238.8  mm CD COR  at room temp.
B0 CO-28 Core outer diameter 3351.5  mm CD COR  at room temp.
B0 CO-29 Nominal thermal core power 392.2  MWth CD COR
B0 CO-30 Coolant temperature at core inlet 386.2  oC CD COR
B0 CO-31 Core mixed outlet temperature 530  oC CD COR
B0 CO-32 Average temperature rise through core 143.8  oC CD COR

B0 CO-33 Reference core delta pressure(other than static head) used in core flow calculation 0.443 MPa CD COR  
B0 CO-34 Detailed pressure drop distribution due to friction and form losses in core  later CD COR
B0 CO-35 Core bypass flow rates 53.6 kg/s CD COR
B0 CO-36 Total core flow area later m2 CD/SA COR
B0 CO-37 Hot channel flow area later m2 CD/SA COR
B0 CO-38 Core bypass flow area later m2 CD/SA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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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상태 계산

KALIMER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SC-K 전산코드를 사용

하여 여러 사고들에 대한 계통 과도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정상상태 계산은 과도해석의 초기조건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때 SSC-K로 계산된 정상상태 결과는 100% 출력 조건의 KALIMER 운전

시 주요 변수와 가능한 일치하여야 한다. KALIMER 정상상태 계산을 위

하여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을 이용하여 SSC-K가 요구하는 형태의 입력

을 MathCad 소프트웨어로 작성하 다. 

일반적으로 전산코드의 입력은 수작업을 통하여 생산하므로 계산의 

오류나 해석자의 주관에 따른 방법론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 MathCad

는 연산과 프로그래밍 및 문서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서 이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관되므로 정형화된 계산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설계자

료만 변경시켜주면 SSC-K의 입력이 자동으로 생산되므로 계산 오류가 배

제되며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KALIMER 정상상태 계산은 breakeven 노심

의 평형 (Kwon, 2001e) 및 초기단계 (Kwon, 2001f) 두 경우에 대해서 수

행하 다.

SSC-K코드의 정상상태 계산 능력 평가를 위하여 2000초 동안 null 

transient를 수행하 다. Breakeven 평형노심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결과가 

그림 3.1.2-2에서 그림 3.1.2-5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설계변수와 계

산 결과와의 차이가 표 3.1.2-1에 정리되어 있다.  계통 변수 중 가장 큰 

변화율의 값은 정상상태에 비하여 약 0.3%로서 이는 ANS/ANSI-3.5-1998

의 제한치인 시간당 2% 이내 요건보다 적은 값이다. 따라서 SSC-K를 사

용한 KALIMER 정상상태 모의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이를 초기조건으

로 하여 과도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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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SSC-K의 KALIMER 정상상태 계산결과

Description KALIMER
SSC-K Predictions

0s 2000s %change

Core Power, MWt 392.2 392.2 392.21 0.003

Primary flow rate,kg/s 2143.1 2143.10 2142.4 0.033

Core inlet temperature, oC 386.2 386.2 386.2 0.0

Core outlet temperature, 
o
C 530.0 530.42 529.82 0.11

IHX inlet temperature, oC 529.8 530.42 529.82 0.11

IHX outlet temperature, oC 385.0 386.2 387.36 0.30

Cover gas pressure, Pa 10133 10133 10125 0.08

Cover gas temperature, oC 513.61 513.39 0.04

Cold pool level, m 10.63 10.623 10.623 0.0

Hot pool level, m 15.63 15.625 15.625 0.0

Pump head, m 83.61 83.61 83.61 0.0

Intermediate flow,kg/s 1803.6 1803.63 1803.63 0.0

SG outlet temperature, oC 339.0 339.69 340.31 0.18

SG I\inlet temperature, oC 511.0 511.13 510.65 0.09

  그림 3.1.2-2  노심 출력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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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3  노심 챈널 유량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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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  소듐 풀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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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5  핵연료 온도 (평형노심) 

0 500 1000 1500 20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Sodium

Fuel outer boundary

Clad

Fuel centerline

Fu
el

 T
em

pe
ra

tu
re

, o C

Time, sec

다. 보호계통 안전해석 트립설정치 결정

원자로 보호계통(RPS)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로부

터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계통은 긴급 노

심정지 뿐 아니라 중간열교환기나 일차냉각재 펌프와 같은 다른 주요 부

품에 대한 보호기능도 가진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입력모듈로부터 측정된 

안전 감지기신호를 비교논리에 따른 고정값 혹은 변수 설정치와 비교하고, 

몇 단계의 논리회로를 거쳐 최종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이 정지신

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원자로는 정지되도록 설계되

어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정지절차의 일부로 실제 원자로 정지를 확인

한 다음 일차계통 펌프를 정지시킨다. 

원자로 정지를 위한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인자들은 중성자속, 노심 

입․출구온도, 일차냉각재 유동량, 그리고 원자로내의 소듐수위로 구성되

어진다. 추가적인 원자로 정지인자로는 중간열전달계통의 압력과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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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사능 준위가 있다. KALIMER 개념설계에서 이와 같은 보호계통의 

안전해석 트립설정치는 구체적 설계변수가 결정되지 못한 관계로 상세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고해석이 가능한 일부 사고에 대해서

는 계산을 통하여 트립설정치를 정하 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설정값들을 제시하 다.

① 고 중성자속

- 고 중성자속 보호인자는 노심손상을 야기시키는 과출력 사고에 대

비해 결정한다. SSC-K를 사용한 안전해석 결과로부터 안전여유

도를 고려하여 트립설정치는 116%로 정하 다. 

② 일차냉각재 저 유량

- 유량 보호인자는 유량상실사고에 대비해 일차 냉각재 유량이 핵연

료봉 내의 열 발생량과 열제거량의 균형으로부터 열제거량 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트립 설정치는 정상유량의 90%로 정

하 다. 

③ 소듐 노심입구 고 온도

- 노심 입구온도에 대한 보호인자 결정은 중간열교환기의 열제거상

실사고시 노심입구의 냉각재온도 상승으로 인해 핵연료 손상이 위

협받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발생의 조기

인지가 중요하므로 현재 400℃로 정하 다.

④ 소듐 노심출구 고 온도

- 이 인자는 노심과 출력, 유량상실, 혹은 열제거상실사고의 발생 가

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핵연료 혹은 피복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되어 진다. 개념설계에서는 571℃를 사용한다. 

⑤ 원자로 고온풀 소듐 고/저 수위

- 중간열교환기 파손 및 원자로 용기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

여 조기감지를 통해 원자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정치를 결정

한다. 저수위는 중간열교환기 입구높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값

은 원자로폐쇄 헤드 바닥에서 4.05m로 하며, 고수위는 원자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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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바닥에서 2.95m로 정하여 사용한다.

⑥ IHTS 고 압력

- IHTS 내에서 증기발생기내 소듐-물 반응의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2.5MPa로 트립치를 설정하 다. 

⑦ 격납용기 방사능 고 준위

- 원자로내 핵연료의 파손 혹은 원자로헤드를 통한 소듐누설에 대비

해 격납용기 내 방사능 고 준위를 조기 감지하여 사고악화를 억제

하기 위해 방사능 준위인자를 설정하며, 트립 설정치는 10
-4
μCi/cc 

을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호계통 설정치 중 많은 부분이 정량적인 해석적 방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값들이다. 따라서 

KALIMER 상세설계가 진행되면 정량적 분석을 통해 트립설정치들을 결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6  RPS 작동 기본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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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보호 사고해석

Breakeven 노심 자료와 2단계에서 변경된 계통 설계자료를 입력으로 

과도안전해석 코드 SSC-K를 사용하여 비보호 사고해석을 수행하 다. 본 

절에서는 breakeven 평형 및 초기 노심 두 경우에 대한 사고해석 결과를 

논의한다. 

(1) UTOP

(가) 사고 개요

UTOP 사고는 전출력 운전중 제어봉 구동계통의 고장 혹은 운전원 

실수로 인해 제어봉이 인출되어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사고이다. 정상적

인 경우에는 원자로 트립인자 중 고 중성자속, 일차계통 저 유량, 소듐 노

심출구 고 온도 등에 의해서 원자로가 정지되지만 UTOP 사고의 경우 이

와 같은 보호계통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UTOP의 초기사건은 제어봉의 노심 이탈이므로 초기에 노심에 삽입

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는 사고결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보통 산화

물 핵연료 노심에서는 온도 및 출력 defect와 burnup swing이 3∼4$에 이

를 정도로 커서 UTOP 발생시 총 반응도 삽입 가능량이 커지므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온도 및 출력 

defect와 burnup swing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총 반응도 삽입 가능량

이 작다.

총 반응도 삽입 가능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연료 노심에서 

UTOP 사고가 중요한 것은 Doppler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즉, 금속연료 노

심에서는 중성자 스펙트럼이 고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U-238 공명 역의 

중성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Doppler 효과가 작게된다. 따라서 금속연료 노

심의 경우 UTOP 사고시 Doppler 뿐만 아니라, 핵연료 축방향 팽창, 소듐

도, 제어봉 구동축 팽창 및 노심 반경방향 팽창 등의 효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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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시 사용 가정

정격출력 운전중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하여 2￠/초의 삽입률로 15

초간 총 30￠의 반응도가 삽입된다고 가정한다. 사용된 총 반응도 삽입량

은 증식특성 노심의 burnup swing 등 반응도 계산결과와 제어봉의 과도

한 인출을 제한하는 제어봉정지기구 (CRSS)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반응

도 삽입으로 인하여 노심 출력 증가가 예상되나 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사고전개 과정 중 일차 및 이차계통 

냉각재의 정격 유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그림 3.1.2-7은 사고전개과

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1.2-7  UTOP 사고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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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 결과

Breakeven 평형 및 초기 노심에 대해서 30￠ UTOP 사고분석 결과

인 노심 출력 및 유량, 노심 반응도, 핵연료봉 온도 및 첨두 핵연료 및 냉

각재 온도가 그림 3.1.2-8부터 3.1.2-13까지에 나타나 있다. 초기노심에서

는 33초에 최대출력이 정상출력의 약 148%에 도달하고 600초 이후 약 

108%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반면에 평형노심에서는 비슷한 최대출력이 사

고 발생 후 16초에 발생하 으며 이는 그림 3.1.2-8와 3.1.2-9에서 보이듯

이 소듐반응도가 초기노심에 비해 큰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노심유량은 

일반적으로 냉각재 온도 상승에 따른 도 감소로 인해 약간 감소한다.

노심의 고유안전성이 UTOP 사고결과에 미치는 향은 그림 3.1.2-9

와 3.1.2-10의 반응도 변화에 나타나 있다. 사고초기에 제어봉 인출로 인

해 순 반응도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노심 출력이 초기에 상승하지만, 

주로 도플러 및 핵연료와 노심 구조물의 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억제되므로 냉각재 온도는 소듐의 비등온도를 초과하지 못하고 핵연

료 온도 역시 단기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이때 출력 증가로 핵연

료 온도가 상승하면 Doppler 효과에 의해 중성자 흡수가 증가함과 더불어 

핵연료봉은 축방향으로 팽창한다. 반면에 소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성

자 스펙트럼 경화로 인한 양의 반응도가 삽입된다. 초기 첨두출력이 핵연

료의 열적 효과에 의하여 빠른 응답시간으로 제한되는 동안 집합체 및 노

심지지 구조물과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된다. 구조물의 팽창

에 의한 추가적인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새로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

지 노심 출력을 감소시킨다.

그림 3.1.2-11은 핵연료 중 최대 출력 위치에서의 온도분포를 평형 및 

초기 노심에 대해 비교하 다. 그림 3.1.2-12와 3.1.2-13은 초기 및 평형노

심에서 핵연료 온도와 노심 출구 소듐의 최대 온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핵

연료봉 및 냉각재 온도가 정격출력 상태 보다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단기 및 장기 핵연료 건전성 기준인 제한온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4와 3.1.2-15는 평형노심의 경우 풀의 소듐 온도 및 소

듐 액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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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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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노심 반응도 (초기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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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노심 반응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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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핵연료봉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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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첨두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 (초기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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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첨두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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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풀 소듐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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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  풀 소듐 액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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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LOF

(가) 사고 개요

유량상실사고는 노심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상실이 사고원인이 되어 노심 

열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못함으로써 노심이 과열되는 사고이다. 사고 조건

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량상실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네 대의 

펌프 모두가 동시에 coastdown하는 대표적인 사고를 선택하 다. 이런 사고

는 소외전원이 상실되거나 펌프 자체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유

량상실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노심 저 유량 신호나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의 이상 증가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지만 본 해석에서

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로 트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

정하 다. 이러한 비보호 유량상실사고를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라고 하며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로 트립이 되지 않으므로 다중고

장 사고로서 일종의 ATWS사고이다.

ULOF 사고는 노심 유량과 출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고 초기에 급

격한 핵연료 온도 첨두(peak)가 발생한다. 충분히 냉각되지 못한 소듐이 노심

에 재 유입하면 노심 구조물의 열팽창으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노심에 삽입된

다. 이때 펌프정지로 인한 GEM의 팽창에 따른 음의 반응도가 노심에 삽입되

면 출력 및 핵연료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한편 초기 핵연료 온도 첨두 이

후 핵연료 온도는 정상상태 시의 온도 이하로 감소하므로 도플러와 핵연료 축

방향 수축이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발생시킨다. 핵연료의 열적 궤환효과에 

의해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자로 온도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ULOF 해석 목적은 breakeven 노심의 고유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특별히 유량의 coastdown 현상 및 노심입구 압력 감소에 따른 GEM의 

음의 반응도가 크기가 노심의 고유안전성 유지에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

는 것이 본 해석의 주요 목적이다. GEM 모델은 금속 핵연료의 반응도 특

성모델 (Hahn et al., 1998)과 더불어 SSC-K에 추가된 모델이다. 네 대의 

펌프가 동시에 coastdown하는 ULOF 사고를 breakeven 초기 및 평형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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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 다.

(나) 해석시 사용 가정

KALIMER는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소듐 냉각재를 강제순환 시키

기 위하여 전자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펌프는 전원공급이 상실되면 설

계 특성상 회전 관성력이 없으므로 관성운전 (coastdown)을 할 수 없다. 

전자펌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KALIMER 설계에서는 유량

의 coastdown 기능을 보장하는 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를 사용

하고 있다. 원자로 용기 내의 소듐에 침지되어 있는 네 대의 전자 일차펌

프는 각각의 동기장치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 정상 운전시에는 전자펌프와 연결된 동기장치의 모터로 동기

장치의 flywheel을 회전시키다가 외부전원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전자펌프

의 주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기장치는 flywheel이 가지는 회

전 관성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 역할을 수행하여 전자펌프에 전력을 공급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동기장치의 flywheel은 냉각재 유량상실사고시 

노심이 과열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KALIMER의 경우 펌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서 

운전원리에 기반을 둔 전자펌프 모델은 사용하지 못하 다. 대신에 유체계

통에서 일차계통 펌프의 성능요건으로 제안한 그림 3.1.2-17의KALIMER 

coastdown 특성곡선을 유량 대 시간의 지수형태 상관식으로 만든 후  

SSC-K에 직접 입력하여 ULOF 사고에 사용하 다.

ULOF 사고는 100% 정격출력에서 발생하며 사고와 동시에 펌프가 

정지되어 coastdown 운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하 다. 일반적으로 유량상실

사고가 발생하면 열유속-유량의 불균형으로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자로 보호계통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봉이 노

심으로 삽입되지 못한다고 가정하 다. IHTS는 정상적으로 운전되므로 

IHX를 통하여 노심 열은 정상적으로 증기발생기로 전달된다. 유량상실사

고의 경우는 출력-유량간의 균형이 사고전개에 큰 향을 미친다.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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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량이 형성되면 핵연료 온도는 허용안전기준 이

하로 유지 가능하므로 펌프의 coastdown 성능이 원자로 안전성에 직접적

인 향을 미친다. 

ULOF 사고에서 노심 반응도에 향을 주는 인자는 GEM, 도플러효

과, 소듐 도,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과 제어봉 구동축 팽창 등이고, 이

들 중 GEM은 유량상실 사고를 대비하여 KALIMER 설계에 특별히 포함

된 피동장치이다. ULOF 사고시 GEM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즉, GEM을 고려한 ULOF 사고와 

GEM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특성에 의한 과도상

태를 서로 비교하 다. ULOF 사고의 전개과정이 그림 3.1.2-16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2-16  ULOF 사고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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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7  KALIMER 전자펌프의 코스트다운 특성곡선

(다) 해석 결과

ULOF 과도기간 동안 원자로계통의 주요 변수들이 그림 3.1.2-18에서 

34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펌프는 정지되며 노심 유량과 출

력은 곧장 감소한다. 그림 3.1.2-18은 평형노심에서의 출력과 유량을 나타

내며 초기노심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림 3.1.2-18에서 

GEM이 고려된 경우 노심 출력은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GEM이 없는 경우는 비교적 높은 출력 

수준에서 진동하며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2-19은 평형노심의 경우 소듐 풀 온도를 나타내며 IHX가 정

상적으로 운전되므로 IHX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저온 풀의 온도는 GEM 

효과의 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고온 풀의 온도는 GEM이 없는 경우

가 노심 출력이 크므로 예상한데로 GEM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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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GEM의 사용 유무에 따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반응도 변화가 그림 

3.1.2-20과 3.1.2-21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2-20에서 펌프헤드가 상실되

면 GEM 내부의 소듐액위가 서서히 감소하여 음의 반응도가 사고 후 13

초부터 노심에 삽입되기 시작하여 50초가 지나면 약 226 센트가 삽입된다. 

반면에 GEM이 없는 경우인 그림 3.1.2-21은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으

로 인해 음의 반응도 삽입이 비록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양의 반응

도 성분의 향으로 순 반응도가 안정하게 음의 값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림 3.1.2-22와 3.1.2-23은 초기노심 경우의 출력 및 유량과 반응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노심은 평형노심에 비해 잉여반응도가 크므로 

GEM의 반응도값 역시 크게 설계되어 있으며 GEM 내부의 소듐 액위가 

유효노심 하부까지 감소할 때의 반응도 값은 약 310 센트이다. 

그림 3.1.2-24와 3.1.2-25는 평형노심과 초기노심의 각 경우에 대해  

hot pin의 축방향 6번째 노드에서의 핵연료 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핵연

료 관련 모든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평형노심과 초기노심

의 출력 변화가 거의 비슷하므로 핵연료온도 분포 역시 비슷하게 예측하

다. 그림 3.1.2-26은 초기 및 평형노심의 경우 GEM 내부의 소듐 액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GEM의 기하학적인 형상과 GEM 내부의 기체 압

력 및 소듐 액위가 두 경우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1.2-27과 3.1.2-28은 평형노심에 대해 GEM이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의 핵연료 및 노심 출구 소듐의 최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GEM

을 고려한 ULOF는 노심의 안전허용기준을 핵연료 및 구조물 측면에서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GEM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핵연료 중심온

도는 1160K로서 허용안전기준 (1343K)을 만족하지만, 피복재의 온도는 초

기 첨두 온도기간에 약 1160K까지 증가하여 허용안전기준인 1063K를 상

회하고 있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GEM은 KALIMER의 안전설계에 필수

적임을 알 수 있다. 본 해석에서는 PSDRS에 의한 피동적인 열제거가 고

려되었다. 

ULOF와 더불어 열침원상실 (LOHS)이 발생하는 ULOF/LOHS 사고

를 추가로 해석하 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 65 -

KALIMER의 고유안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석하 다. 사고 초기에 

IHX 기능이 상실되어 IHTS를 통한 열전달이 정지되므로 노심에서 발생

되는 열은 오직 PSDRS를 통하여 제거된다. 그림 3.1.2-29와 3.1.2-30은 

ULOF/LOHS시 출력 및 유량과 반응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2-31은 

고온 핵연료집합체의 6번째 축방향 노드에서의 온도분포이다. 

그림 3.1.2-32는 풀 내부의 소듐 온도를 나타낸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열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저온 풀의 소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

림 3.1.2-33은 첨두 핵연료 온도 및 첨두 냉각재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심 안전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34는 

PSDRS을 구성하는 원자로, 격납용기, 분리벽 등의 구조물 온도와 공기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18  ULOF시 출력 및 유량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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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소듐 풀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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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0  GEM을 고려한 ULOF시 반응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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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  GEM을 고려하지 않은 ULOF시 반응도(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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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2  ULOF시 출력 및 유량 (초기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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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3  ULOF시 반응도 (초기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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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4  GEM을 고려한 ULOF시 핵연료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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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  GEM을 고려한 ULOF시 핵연료온도 (초기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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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6  GEM 내부의 소듐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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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핵연료 및 노심 출구 소듐의 최대온도  

     (평형노심, ULOF w/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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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핵연료 및 노심 출구 소듐의 최대온도  

   (평형노심, ULOF w/o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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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9  ULOF/LOHS시 출력 및 유량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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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0  ULOF/LOHS시 반응도 (평형노심)

0 100 200 300 400 500 600
-300

-200

-100

0

100

 Doppler
 Sodium
 Axial expansion
 Radial expansion
 CRDL expansion
 GEM
 Total

R
ea

ct
iv

iti
es

, c
en

ts

Time, sec



- 72 -

그림 3.1.2-31  ULOF/LOHS시 핵연료 및 노심 출구 소듐의 최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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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  ULOF/LOHS시 풀 소듐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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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3  ULOF/LOHS시 핵연료 및 냉각재 첨두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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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4  ULOF/LOHS시 PSDRS 벽면 온도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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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LOHS

(가) 사고개요 

KALIMER 설계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소듐-물 화학반응의 

전파, IHTS의 파손, 혹은 파열판 개방 등의 원인으로 IHTS가 격리될 경

우 열침원상실사고 (ULOHS)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ULOHS 사고해

석은 IHTS의 순간적인 유동 정지가 발생하면서 열침원이 상실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IHTS의 배관파열 혹은 파열판 개방이 발생하면 IHTS의 냉

각재가 상실되므로 IHTS 내에서의 자연순환 능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노

심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모두 원자로 용기 내에 잔존하게 된다.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인 PSDRS는 이러한 사고 발생시 심각한 노심 손상과 원전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일차계통의 과열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사고의 전개과정은 그림 3.1.2-35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PSDRS는 원자로계통내의 소듐냉각재와 외부 공기의 자연순환을 이

용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양( < 0.5 MWt ) 이지만 정상운전 상태에서도 

항상 소량의 에너지를 원자로에서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열전달은 주

로 열복사에 의해서 원자로 용기에서 격납용기로 전달되고, 이 양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상운전 시에는 중요 역할을 하지 않는

다. 그러나 원자로 내의 소듐냉각재가 가열될 열침원상실 사고와 같은 노

심 가열사고의 경우에는 냉각재 온도 및 수위의 상승으로 열제거량이 증

가하여 노심내의 냉각재 온도 상승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PSRDS는 KALIMER 설계에서 유일한 안전등급 피동 열제거 계통이

므로 (Hahn et al, 2000b) 이의 기능상실 형태에 대해 상세한 파악이 필요

하다. 성능 저하나 부분적 기능 상실도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한 사고형태

는 PSDRS의 공기유동 통로의 막힘이다. 그러나 이 통로는 매우 크기 때

문에 큰 지진이나 운전원의 sabotage와 같은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 75 -

                그림 3.1.2-35  ULOHS 사고전개 과정

(나) 해석시 사용가정 

본 ULOHS 해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ULOHS는 0.0 

초에 IHTS 유동의 순간적 정지에 의해 정상적인 열침원이 완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IHTS 내에서 배관파열 혹은 파열판 개방이 발생

하여 IHTS 유량이 완전 상실되는 가상적인 사고 경우에 해당한다. 정상

적인 원자로 운전의 경우 노심 입․출구의 소듐 고(High) 온도에 의해 원

자로 정지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

로 원자로 정지(Trip)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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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HS시 원자로 내부의 열제거는 오직 피동방식 안전계통인 PSDRS

가 담당한다. 사고 시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 내부의 열생성

원을 줄이기 위해 일차계통 순환펌프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안전등급의 

비상펌프정지계통이 KALIMER 설계에 구현되어 있다. 즉, 펌프 입구의 소

듐 온도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차단기가 개방된다. 

ULOHS 사고의 주 해석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허용 한계에 대한 

각 종 변수들의 만족여부이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로의 장기냉각 성능을 평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냉각 시 노심 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낮은 상

태에서는 펌프작동에 따른 발생열이 오히려 PSDRS의 열 제거에 주요 열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펌프의 자동제어 계통과 운전원의 

수동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이 

배제되므로 일차계통의 4대 펌프가 모두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다) 해석결과

과도기는 0.0 초부터 IHTS의 유량상실에 의해 정상냉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IHTS 냉각재의 자연순환도 배제한 상태를 가정해 시작된다. 

그림 3.1.2-36은 시간에 대한 평형 및 초기 노심 경우의 Normalized 노심

출력과 유량 변화를 나타낸다. 사고발생 직후 노심 열 발생은 소듐 및 

CRDL 반응도 효과에 의해 초기 첨두를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소듐 반

응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3.1.2-37과 3.1.2-38에서 보여지듯이 

반응도는 두 노심에 대해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0 초 이후 두 출력의 재증가는 급격한 냉각

재 온도상승과 구조물의 열용량 때문이라 분석된다. 한편 노심 유량은 서

서히 감소하지만, 펌프가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유량의 거의 96% 수

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CRDL의 양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축

방향 팽창과 노심 구조물의 반경방향 팽창에 의한 음의 반응도 효과에 의

해 전체적인 반응도 효과는 미미하며, 순 반응도 값이 0에 수렴하므로 출

력 역시 안정적인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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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풀과 고온풀의 온도는 짧은 시간 내에 거의 같은 값을 유지한다

(그림 3.1.2-39). 약 2,000 초까지는 냉각재 온도가 비등점에 대하여 큰 여

유도를 보이므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소듐 비등의 가능성은 없다. 그림 

3.1.2-36에서 보듯이 두 경우의 출력 차이로 인해 평형노심의 경우가 조금 

높은 풀온도를 보여준다. 그림 3.1.2-40은 풀의 소듐 액위를 보여주는데 

역시 출력의 차이로 인해 평형노심의 경우가 약 1,200 초 먼저 저온풀 액

위가 고온풀 액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초기 첨두출력이 초기노심의 경우 약 101% 

가 되어 핵연료 중심 첨두온도는 약 1,120 K가 된다. 이 값은 안전제한치

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 초기 반응도 궤환이 핵연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 초기에는 PSDRS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며, 고

온풀의 온도도 충분한 과냉을 유지한다. 그러나 펌프 발생열 때문에 

PSDRS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듐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노심 총열발생과 PSDRS 열 제거의 균형이 최종적

인 원자로 계통의 손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계산결과는 물리적으로 일관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

로 SSC-K의 예측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ULOHS 발생시 적당한  

음의 반응도 궤환에 의해 고유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예상과 같이 노심에

서 소듐 도 반응도가 초기에는 전체 반응도에 크게 기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CRDL 반응도 효과가 전체 반응도에 더 큰 양의 반응도를 나타낸

다. 이러한 CRDL 반응도 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CRDL의 온도를 계산

할 경우에는 부집합체 사이의 간격을 따라 흐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냉각재와 집합체 내부의 고온 냉각재가 노심 밖 상부에서 혼합하여 실제 

CRDL 상부온도는 노심출구 냉각재 온도 보다 낮을 수 있음이 모델에 반

되어야 한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노심 반응도가 결정적인 향을 미치므

로 이들 모델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검증․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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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6  출력 및 유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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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7  평형노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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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8  초기노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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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9  풀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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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0  풀의 소듐액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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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1  핵연료, 냉각재, 구조물 온도변화

0 500 1000 1500 20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Safety Limit

Structure

Sodium

Cladding

Fuel(Equilibrium)
Fuel(Initial)

Te
m

pe
rtu

re
, K

Time, sec



- 81 -

(4) 결론

그림 3.1.2-42는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안전해석 결과를 안전제한치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UTOP을 제외한 모든 사고에서 핵연료 첨

두온도는 초기노심 보다는 평형노심의 경우가 높게 계산된다. UTOP의 경

우는 평형노심에서 소듐반응도 효과가 초기노심의 그것보다 커서 냉각재 

온도는 상승하지만, 동시에 핵연료 온도의 상승이 도플러 및 축방향 팽창

에 의한 음의 반응도 효과를 증대시켜 전체 반응도 증가는 오히려 억제되

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KALIMER 대상 모든 사고에 대해 노심의 고유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핵연료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UTOP을 포함하여 대상 

비보호 사고 해석결과 모두가 핵연료 안전 제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비보호 유량상실(ULOF)과 열침원상실(LOHS)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KALIMER 노심 핵연료는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복재의 경우도 해당 제한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냉각재 온도의 경우 소듐비등에 대해 대상 모든 사고시 약 300-400K의 안

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

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보호열침원(ULOHS) 사고 경우는 뒤에서 설명

되듯이 소듐냉각재와 원자로 용기 벽면 사이의 열전달계수에 따라 안전제

한치의 만족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차

원 해석 혹은 적합한 실험결과를 이용해 보다 현실성 있는 분석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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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2  비보호사고 안전해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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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호 사고해석

비보호 사고의 UTOP, ULOF, 그리고 ULOHS 사고해석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모두 원자로의 보호계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고유안전 특성에 

의한 부반응도 궤환효과로 원자로 정지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정지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와 고유안전특성에 의한 원자로 

정지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고유안전특성에 

의한 원자로 정지효과가 트립인자들에 비해 보통 사고초기에 일어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비보호사고의 해석에서 원자로 정지시간이 사고진행에 미

치는 향은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설계상태에서는 

비보호사고의 해석결과가 안전허용 기준을 만족하면 보호사고 해석결과도 

이를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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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의 분류에 따라 비보호사고로 분류된 사고들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에 비해 안전허용 제한치가 높다. 따라서 비록 비보

호사고가 보수적이라 할 지라도 사고의 시나리오와 가정이 다른 경우의 보

호사고 해석결과가 낮은 허용 안전 제한치 때문에 보다 제한적인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호사고의 안전해석을 따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TOP 및 LOF

설계기준 보호사고는 원자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능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설계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해석이 가능하다. 

KALIMER의 안전계통으로는 비상시 원자로를 트립 시키는 원자로 보호계

통 (RPS)과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PSDRS, 열 제거기능 상실사고시 펌프 

발생 열을 중지시키기 위한 비상펌프정지계통(Thermal Shut-off System: 

TSS)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계통이 작동하기 위한 설정치 (setpoint)나 작동논리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계에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보호사고 

해석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호사고 해석을 위해서는 보호계통을 작동시키

는 처리변수의 모델링과 신호전달 및 동작에 걸리는 시간 지연을 고려한 

제어 모델링 등이 필요하다. SSC-K 코드는 CRBR 안전해석에 사용되었으

므로 자체적인 보호계통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나 KALIMER 설계를 모의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어야 한다. 

KALIMER는 7가지의 원자로 트립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 원자로 트립변수는 각각 설정치가 정해져 있어 계

통변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트립신호를 발생하고, 정해진 논리에 

따라 정지봉을 노심에 삽입시킨다. 각 트립신호에 따른 원자로 정지과정을 

모의 할 수 있도록 SSC-K 코드의 보호계통 모델을 개발하 다.  본 해석

에서는 이들 모델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출력사고 (TOP)

와 유량상실사고 (LOF)시에 대하여 개념설계에서 정해진 트립설정치를 이

용하여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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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사고분류에 따라 MF, IE, UE 범주에 속하는 많은 설계기

준 보호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사고결과가 가장 심각하게 예측되는 대표적

인 사고를 선택하 다. 사고해석 결과 모두 핵연료 및 노심 구조물의 허용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2-43과 3.1.2-44는 TOP사고 해석 결과이다. 가장 보수적인 설

계기준사고 및 초기조건을 선정하여 계산하 다. 원자로 자동트립은 116% 

노심과출력 신호에 의해 발생한다. TOP 사고시 초기 반응도 삽입량은 제

어봉정지계통 (CRSS)의 설정치에 의해 결정된다. KALIMER CRSS는 20 

센트로 설계되어 있지만 30 센트 및 40 센트의 경우에 대해서 민감도 해석

을 수행하여 안전여유도를 평가하 다. 

그림 3.1.2-43은 원자로 출력변화를 보여주며 예상대로 제어봉 이탈로 

인한 초기 반응도 삽입량이 클수록 원자로 트립이 빨리 발생한다. 그림 

3.1.2-44는 30 및 40센트 반응도가 삽입되는 경우의 소듐 풀 온도를 나타낸

다. 두 경우 모두 구조물의 허용안전 온도를 만족하며 소듐비등 온도와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45와 3.1.2-46은 LOF사고 시 출력 및 노심 유량과 핵연료 

및 피복재의 온도를 비보호유량상실사고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원

자로 트립이 발생하면 출력이 매우 급속하게 감소하고, 따라서 핵연료 온

도 역시 단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자로 자동트립은 90% 노심 

저유량 신호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액체금속로 설계에서는 보호사고시 안전성 관련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보호 유량상실사고는 유량상실 설계기준사고 시 보호계

통의 작동설정치 및 펌프 관성운전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러나 KALIMER 개념설계의 경우 일차계통 전자펌프 제어논리나 원자

로 트립을 위한 상세 논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해석 관점

에서 검토할 자료가 부족하다. 



- 85 -

그림 3.1.2-43  TOP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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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4  LOF시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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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5  LOF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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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6  LOF시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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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순환

(가) 사고 개요

보호사고의 하나인 자연순환 해석은 일차계통의 펌프가 정지되고 노

심 저유량에 의하여 원자로가 트립 되는 경우, 원자로 내에서 고온 풀과 

저온 풀간의 온도차에 의한 도차이로 인하여 자연순환류가 형성되어 노

심 붕괴열을 제거하는 운전모드이다. 이때 IHTS는 정상으로 작동하고 증

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유량은 붕괴열을 제거할 만큼 감소된 상태로 운

전된다. 이러한 운전은 발전소 제어계통에 의하여 수행된다. 노심 붕괴열은 

KALIMER의 정상적인 열전달계통인 IHTS와 SG를 통하여 제거되지만, 

출력 때의 계통운전과 증기발생기 운전모드에 대한 논리가 개념설계 단계

에서는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연순환 해석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순환 현상을 해석하는 이유는 유동 불안정에 

의한 SSC-K 모델의 수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때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이 모두 자연순환에 

의하여 운전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나) 해석 방법 및 해석 결과

KALIMER 설계 개념상 정상적인 열전달 경로가 상실되는 경우 자동

으로 안전등급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SDRS가 작동되므로 정상적인 열전달

계통을 통한 자연순환은 KALIMER 설계의 안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

다. IHTS와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전달 운전이 불가능 할 때 운전원은 증

기발생기 보조냉각 계통인 SGACS를 작동시킬 수 있다. 자연순환은 원자로

가 정지된 후의 과도상태이므로 노심 핵설계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자연순환 과도현상은 사고 초기 10초에 펌프가 정지하여 노심유량이 

감소하면 원자로보호계통의 저유량 신호로 인하여 원자로 트립이 발생함으

로써 시작된다고 가정하 다. 이때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어계

통이 급수량 감소운전을 시작한다. 100% 정격출력시 1803.6kg/s의 IHTS 

유량이 과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 으며, 보수성 및 해석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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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PSDRS 및 SGACS 모델링을 생략하 다. KALIMER 제어계

통에 대해 운전논리에 대한 설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급수유량은 

단순히 노심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공급되도록 모델링 하 다. 

정격출력시 양측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유량은 175.45kg/s 이다. 원

자로 트립시 정지봉의 삽입속도가 노심온도 상승에 중요한 설계변수가 된

다. 그러나 이에 대한 KALIMER의 상세 설계자료가 없으므로 PRISM 및 

다른 발전소의 자료를 참조하고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 다. 

펌프모델 및 coastdown curve는 ULOF 사고와 동일한 가정으로 모델링 

하 다.

자연순환 과도상태 동안 계통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이 그림 3.1.2-47

에서 3.1.2-5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2-47은 출력 및 노심 유량을 나

타낸다. 그림 3.1.2-48에서 펌프트립이 10초에 발생하면 노심 유량은 펌프

특성에 따라 coastdown되고 IHX 통과유량은 관성에 의하여 펌프 유량보

다 조금 늦게 감소한다. 그림 3.1.2-49에서처럼 정상상태 운전시 5m로 유

지되던 저온 풀과 고온 풀간의 수위 차는 약 0.7m로 감소한다. 

그림 3.1.2-47에서 노심 유량은 사고 초기 100초 동안에 급격히 감소

하고 이후는 서서히 감소한다. 원자로 트립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정상유량

의 약 3%에 해당하는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고온 풀과 저온 풀 온도 차이는 그림 3.1.2-50에서 70K이다.

개발된 SSC-K 코드를 사용하여 자연순환 현상을 해석한 결과, 정상 

열전달계통인 IHX, IHTS, SG를 통하여 노심 붕괴열은 자연순환 유동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되고 있으며, SSC-K의 풀 모델이 자연순환 관련 열수

력 현상을 적절히 모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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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7  출력 및 유량 (자연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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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8  펌프 및 IHX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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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49  풀 수위 (자연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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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50  풀 소듐 온도 (자연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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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low Blockage 해석

KALIMER 핵연료 집합체 중 271 핵연료봉 driver 집합체에 대하여 내

부 blockage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1.2-51은 

핵연료봉 주위를 선회하는 wire wrap과 주변 핵연료봉간의 기하학적 접촉모

양을 나타내고 있다. Flow blockage를 해석할 수 있는 국내 전산코드가 아

직 없으므로 본 해석에서는 국 AEAT에서 개발한 SABRE4 코드 

(Macdougall and Lillington, 1984)를 사용하 다. SABRE4는 정식적으로 도

입된 코드가 아니므로 관련 코드 매뉴얼은 물론 코드의 소스 (source)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AEAT사의 동의 하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제한된 조건에서 KALIMER flow blockage 사고해석을 수행하 다.

전산코드에 의한 blockage 열수력 계산을 통해 핵연료 손상으로 인한 위

험도와 핵연료 손상 발생의 감지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Flow blockage 과도사고시 안전성 관점에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음

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Blockage 크기, 다공도, 위치와 같은 사고 

특성들에 대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집합체의 안전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KALIMER flow blockage 사고해석을 위해 전체길이가 3708 mm인 

driver 집합체를 축 방향 (z 좌표축)으로 117 mesh로 분리하 으며, 집합체 

단면적은 그림 3.1.2-52에서처럼 x, y 방향으로 각각 40, 21개의 mesh로 나

누었다. 그림 3.1.2-52는 SABRE 코드계산을 위해 driver 집합체를 271개의 

핵연료봉, 900개의 부수로로 분리하여 각각의 연료봉과 부수로에 번호를 부

여한 결과이다. Driver 집합체 중 가장 고온조건의 hot assembly를 선택하

여 노심 열수력 설계에서 생산한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축방향으로 cosine 

분포를 가진 7.45 MWth의 열출력이 발생하는 집합체 입구로 전체 유량 

39.8kg/s이 386.2℃로 유입한다. 그림 3.1.2-51에서 보듯이 한 핵연료봉과 접

촉된 상태에서 다음 핵연료봉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wire wrap의 1/6 lead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wire wrap의 1/6 lead를 축 방향 mesh의 크

기로 하 으며 blockage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로 채택하 다. 

설계기준사고인 6 부수로 blockage사고 경우에 대해 사고해석을 수행한 

결과, 소듐 냉각재의 비등온도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며 따라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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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련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하 다. 6 부수로 blockage시 소듐의 온도변

화가 blockage 인접지역은 물론 집합체 출구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wire-wrap에 의한 강한 난류 확산유동의 향으로 blockage 하류에 재

순환 역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지만 보다 

큰 blockage 사고에 대하여도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1.2-53과 3.1.2-54

는 24 부수로 blockage 사고 시 blockage 위치와 집합체 출구에서의 온도분

포를 나타낸다. blockage 주변이 핵연료 피복재가 손상될 수 있는 온도인 

950℃까지 증가하면 집합체 출구의 온도는 정상상태의 온도인 550℃보다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 온도는 집합체 출구의 국부적

인 온도이므로 집합체 출구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에

서 계측되는 온도와는 차이가 있다. 

집합체 내 Blockage로 인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이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노심 출구 지역에 열

전대를 설치하고 있다. 열전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확한 온도를 계산하기 위

하여 집합체 출구의 복잡한 구조물을 고려한 삼차원 상세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KALIMER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노심출구 역의 구조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림 3.1.2-51  Wire-wrap방식의 KALIMER  

핵연료봉 번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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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2  KALIMER 설계기준 사고  

          (6 subchannels blo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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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3  24-central subchannel blockage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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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4  24-central subchannel blockage시 

             집합체 출구지역 온도분포 (K=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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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CDA 분석

가. 초임계 사고시 노심용융 및 소듐증기 에너지 방출량 계산

(1) 개요

전 단계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으로 인한 초즉발 임계의 

출력폭주 사고 시, 노심의 반응도 및 열수력특성 변화와 에너지 방출량 등

을 계산하기 위하여, Bethe-Tait 방법론을 수정․보완한 분석모델이 개발

된 바 있다. 주요 보완내용으로서는 금속연료노심의 단상액체 역에서 선

형의 threshold 형태 상태방정식을 포함하여 포화 증기 역에서의 상태방

정식이 유도되었고, 이에 따른 노심 붕괴반응도 분석모델이 개발되었다. 

또한 도플러 반응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분석모델도 아울러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SCHAMBETA (Suk, 

2000)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여 KALIMER에서  HCDA가 발생하 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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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노심에서의 에너지 방출량 계산이 수행되었다 (Suk & Hahn, 2000). 

당해 단계 연구에서는 상기 scoping 모델의 검증 계산 및 민감도 분

석이 수행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검증계산을 위하여 Hicks and Menzies가 

600MWe 급의 산화연료 노심에 대하여 수행한 초즉발 임계사고 결과가 

비교․분석되었다. 또한 KALIMER 금속 노심의 열수력 특성 및 원자로심 

변수에 대한 사고결과의 민감도 분석도 아울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Bethe-Tait를 보완하여 개발한 SCHAMBETA 코드가 모델 개선 및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출력폭주 시 에너지 발생량의 보수적 상한치 계

산이나 주요 변수의 민감도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HCDA 분석의 최종 목적 및 결과의 하나는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

의 손상 가능성 또는 손상 정도의 평가이다. 이를 위해 노심용융으로 생성, 방

출되는 에너지 중에서 기계적 손상에너지로 전환되는 분율을 계산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심용융 에너지의 계산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활용

하여, 노심붕괴 시 용융․증기화된 핵연료의 팽창으로 인한 일 에너지 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노심붕괴 후, 노심용융물이 노심 상단의 소듐 냉각재를 증기

화 함으로 발생하는 일․에너지 계산을 수행하 다.  

(2) 기본 분석체계

노심용융으로 인한 출력폭주 사고 초기조건으로서, 원자로가 즉발임

계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노심의 에너지생성량 Q(t)는 다음과 같이 간

단한 동력학 방정식(지발중성자 및 중성자 선원 무시)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Jankus, 1962, Nicholson, 1964, Hummel & Okrent, 1970).

d
2
Q(t)

dt 2
=
k( t)-1-β

l
dQ( t)
dt  (3.1.3-1)

상기 식에서 k(t)는 시간 함수로서의 중성자 증배상수, β는 지발중성

자 분율, l 은 즉발중성자 수명을 나타낸다.  중성자 증배상수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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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 k 0+k I (t)+kd (t)+kD(t)  (3.1.3-2)

여기서 k 0는 사고 초기의 즉발임계 시의 증배상수이며( k 0=1+β), 

k I(t)는 핵연료 강하에 의한 반응도삽입으로 인한 증배상수, kd(t)는 노

심 팽창, 붕괴로 인한 부반응도 궤환에 따른 증배상수이며, kD(t)는 도플

러 반응도궤환에 의한 증배상수이다.

초즉발 임계사고를 유발하는 반응도 삽입에 따른 증배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kI(t)= ( dk/ dt )t=αt  . Bethe-Tait는 문제를 단순

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반응도 삽입률 α  에 따라 삽입되는 총 반응도

량이 사고 초기부터 특정시점 t 1  까지 일정하게 삽입된다고 가정하 다. 

즉, 실제로 반응도가 ramp형태로 삽입되는 상황을 step형태로 삽입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를 위하여 사고 기간을 급격한 노심 팽창,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 t 1)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하 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노심 붕괴 반응도는 고려되지 않고 일정한 step 

반응도 삽입만 고려된다. 반면에, 급격한 압력 증가에 의한 노심의 팽창, 

붕괴 및 이로 인한 반응도궤환 효과에 따른 미임계 도달로 사고가 종결되

는 2단계는 사고 기간이  1단계에 비해 극히 짧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반

응도 삽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노심 붕괴 반응도만 고려된다. 상기의 

가정 하에 식(3.1.3-1)로부터 t 1및 ramp 반응도 삽입에 해당하는 총 반응

도량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 1=
l
α
lnx+ln( lnx)  (3.1.3-3)

k I(t 1 )=αt 1= αl lnx+ ln( lnx)  (3.1.3-4)

여기서

x=
αQ 2(t 1 )

l
[Q( 0)]-2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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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 1)은 시점 t 1에서의 에너지, Q( 0)는 사고 초기의 출력이다. 사고 

초기에 step으로 삽입된다고 가정되는 k I(t 1 )은 사고 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되며, 출력 폭주를 야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사

고 초기의 이 step 반응도가 사고 기간 중의 최대 반응도이므로 이후에는 

이를 편의상 k max라 표기하기로 한다.

노심 팽창, 붕괴로 인한 반응도 또는 중성자 증배상수의 변화 kd(t)

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kd(t)=
⌠
⌡ρ( r,t) u ( r,t)⋅▽w( r)dV  (3.1.3-6)

여기서 ρ( r,t)는 노심 물질의 변위인 u ( r,t)로 인한 도 변화이며, 

w( r)  r  에서의 단위질량 제거로 인한 반응도 변화를 나타낸다. 

상기 식(3.1.3-6)에서 노심 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운동

방정식에 의한 압력과 변위관계를 식(3.1.3-4)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을 얻는다.

d
2
kd(t)

dt
2 =-⌠⌡▽p( r,t)⋅▽w( r)dV  (3.1.3-7) 

Bethe-Tait는 또한 반경이  b인 구형 노심에 대하여 1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과 1차 섭동이론을 적용하고, 사고시 중성자속( 또는 출력)분포가 

포물선 형태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 Φ=1-q(r
2
/b
2
). 여기

서 q 는 power shape 인자이며 r 은 노심 물질의 반경방향 위치이다. 또

한 노심의 미시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

한 붕괴반응도의 2차 미분이 구하여 진다.

kd=
48q 2F/ρ

4πΣ trΣ fb
71-(6q/5)+(3q 2/7)]

⌠
⌡pdV  (3.1.3-8)

여기서 F는 노심의 출력 분율이며 Σ tr  과 Σ f는 각각 거시 수송 단면적과 

핵분열 단면적이다. 식(3.1.3-8)는 시간에 대한 붕괴반응도의 2차 미분이 

노심 체적에 대한 압력의 적분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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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고시 우라늄 노심의 압력-에너지 관계식을 설정함에 

있어, 사고 초기 노심 비등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는 포화증기압 역과, 

노심 에너지가 일정 threshold 값을 넘어섰을 때의 액상 역으로 구분하

다. 먼저 우라늄 노심의 증기압 관계식은 다음의 Rauh와 Thorn(1954)의 

압력과 온도의 상관식에 의해 구하여 진다. 압력-온도 상관식은 우라늄 

금속의 비열을 사용하여 압력-에너지의 관계식으로 전환되고, 압력은 에

너지 도의 4차 다항식으로 전개되었다: 

즉 p= ∑
4

i=0
BiE

i

.  

단상액체 노심의 압력-에너지 상관식은 Brout(1957)에 의한 우라늄 상태

방정식 계산자료를 Bethe-Tait의 선형 threshold 형태로 fitting하여 작성하

다 (Nicolson, 1964b).  도플러효과로 인한 반응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수식

으로 표현될 수 있다 (Wolfe et al., 1963). 

dkD
dt
=-(

dkD
dT

)T 0(
T 0
T
)n
dT
dt  (3.1.3-9)

여기서 (d kD/dT)T 0  는 절대온도 T 0  에서의 도플러 온도계수이며, 금속연

료노심에서 도플러효과는 온도의 3/2 제곱에 역비례 한다(n∼3/2). 

사고 시 에너지 방출량은 식(3.1.3-1)과 식(3.1.3-2)로 이루어진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iterative하게 구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문제 해법의 

관건은 사고 기간동안 시간의 함수로서의 중성자 증배상수, 즉 반응도 삽

입량 k I(t), 노심 붕괴 반응도 k d(t), 도플러 반응도 kD(t)를 어떻게 구하

느냐 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다음에 기술된다.

(3) 수치해석 프로그램

상기 수식을 단순화하고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반응도 및 시간에 관한 무 차원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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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Q-Q 0
Q 0  (3.1.3-10)

κ( t)=
k( t)-1-β
k max -1-β  (3.1.3-11)

τ=
k max -1-β

l
t  (3.1.3-12)

Γ=
kD
k max  (3.1.3-13)        

노심 에너지와 관련한 동특성 방정식인 식(3.1.3-1)과 중성자 증배상

수에 대한 수식(3.1.3-2)를 전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간, 에너지, 붕괴 

반응도, 도플러 반응도에 대한 무 차원 변수의 함수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

이 에너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얻어진다.

d 2y

dτ 2
-(κ+Γ)

dy
dτ
=0  (3.1.3-14)

또한 다음과 같이 증기압 역에서의 반응도 궤환효과와 관련된 수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

d 2κ

dτ 2
=0  , for   y<

Qb-Q 0
Q 0                         (3.1.3-15)

d
2
κ

dτ
2 =-

1
X
∑
4

i=0
Ai(

y
y+1

)Qi0(y+1)
i

,   

                                  for   
Qb-Q 0
Q 0

<y<
Qb/Q 0
1-q

-1   

d
2
κ

dτ2
=-

1
X
∑
4

i=0
Ai(q)Q

i
0(y+1)

i

 ,   for 
Qb/Q 0
1-q

-1< y<
Q *-Q 0
Q 0  

여기서 Q
*는 단상의 액체 노심 역으로 전환되는 threshold 에너지이다. 

단상의 액체 노심 역에 대하여서도, 포화 증기 역에 대하여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무차원 함수로서의 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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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d 2κ

dτ2
=-

y+1
X
(
Q 0

Q
* )(

y+1-Q */Q 0
y+1

)5/2  ,

                                     for
Qb-Q 0
Q 0

<y<
Qb/Q 0
1-q

-1

d 2κ

dτ
2 =

5q 3/2

2X
[ (1-

3
5
q)(
Q 0

Q
* )(y+1)-1], 

                                   for y>
Q */Q 0
1-q

-1    (3.1.3-16)

도플러효과와 관련된 상기 식 3.1.3-99에서 사고 초기 온도 T 0를 노

심용융점으로 취하여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도를 Q 0라하고, 이 에너지 

이상의 역에서 노심의 비열 cv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도

플러효과를 에너지와의 관계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dkD
dt
=-(

dkD
dT

)T 0
Tn0

(T 0+
Q-Q 0
cv

)n

d
dt
(
Q-Q 0
cv

)

 (3.1.3-17)

상기 식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전항에 기술된 무 차원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dΓ
dτ
=
-αD
dT

θ
n-1

(θ+y) n
dy
dτ  (3.1.3-18)

여기서

θ=
cvT 0
Q 0                                           (3.1.3-19)

αD=-T 0 (
dkD
dT

)T 0  (3.1.3-20)

본 연구에서 우라늄금속의 용융점 1,400K에 해당하는 에너지 도는 

0.25kJ/g에 해당하며, 이 이상의 온도 및 에너지에서 노심의 비열은 0.2J/g 

-K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된다.  이 경우 θ의 값은 1.1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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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너지 방정식과 전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붕괴반응도 및 도플

러 반응도를 구하기 위한 수식 (3.1.3-14∼16, 18)은 초즉발 임계, 노심용

융으로 인한 출력폭주 현상 및 에너지 방출량을 계산하는 연립 미분방정

식을 이루게 되며, 이의 해를 구하기 위한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y(0)=0,
dy(0)
dτ

=1, κ(0)=1,
dκ(0)
dτ

=0, Γ(0)=0  (3.1.3-21)

에너지와 붕괴 및 도플러 반응도에 관한 2차 미분방정식은 Runge- 

Kutta 방법에 의한 수치적분으로 해가 구해지며,  노심 출력이 초기 값의 

일정분율, 예를 들면 10
-5∼10-6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에너지와 반응도 

계산이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계산된다. 

(4) SCHAMBETA 코드 검증계산

상기의 해석 방법론 및 SCHAMBETA 코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Hicks 와 Menzies가 분석한 600Mwe 급의 산화연료(PuO2/UO2) 노심의 

초임계 용융사고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재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

호 비교하 다. Hicks 와 Menzies는 구형의 액금로 노심에 대하여 

Bethe-Tait 방법론에 기초한 PHOENIX 코드를 활용하고 노심 도별로 

압력-에너지 및 온도-에너지 상태방정식을 개발․사용하여 사고시 온도, 

압력 및 에너지방출량을 계산하 다.  본 연구의 검증 계산에 활용된 주요 

원자로심 변수는 다음과 같다 (Hicks, 1965).

- 도플러 상수 = -0.24%

- 즉발중성자 수명 = 10
-7
초

- 지발중성자 분율 = 0.0033

- 초기출력 첨두 도 = 100W/g

- 노심 등가 직경 = 65cm

- 노심 질량 = 4톤 PuO2/UO2

Hicks 와 Menzies 논문에 기재되지 않은 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산화연료의 노심 변수를 가정하 다. 검증 계산을 위한 압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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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은 Hicks 와 Menzies 가 사용한 도별 상세 상관식 중에 노심 중

심부의 도에 해당하는 상관식을 전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압력을 에

너지(kJ/g)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fitting하여 사용하 다.

표 3.1.3-1에 반응도 삽입률과 도플러 반응도 변화에 따른 노심 중심

부에서의 에너지 도가 비교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coping 방

법론은 Hicks/Menzies 의 계산 결과에 비해 2배 정도의 에너지 방출량을 

예측한다. 이는 ramp반응도 삽입을 총 반응도 삽입량( maxk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응도가 과대 평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한 출력

폭주가 야기된 결과이다. 그러나 HCDA 해석분야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도의 계산 보수성은 scoping 계산에 바람직 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3.1.3-1  검증계산 결과비교

반응도

삽입률  

($/s)

도플러 상수

( Dα )

에너지 도(kJ/g)

Hicks & 

Menzies 의 

계산결과

검증계산 결과

maxk 조정전결과 maxk 조정후결과

75

0.0

-0.001

-0.002

3.52

1.81

1.71

7.25

4.10

2.42

3.47

1.63

1.57

150

0.0

-0.001

-0.002

4.11

1.99

1.90

8.82

5.30

3.55

3.96

1.76

1.70

Scoping 방법론의 보수성 개선을 위하여 사고해석 결과로 구하여진 

노심 증기화 시점에 대하여 총 반응도 삽입량을 다시 계산하여 이로 인한 

사고 해석을 다시 수행하 다. 그 결과가 표 3.1.3-1 의 마지막 난에 기술

되어 있다. Hicks/Menzies 결과와 10% 이내에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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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분석

HCDA 사고분석을 위하여서는 고온에서 노심의 물성과 상태방정식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노심 붕괴 반응도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 용

융점 이상의 고온에서 압력-에너지 상관식을 알아야 한다. 또한 도플러 

반응도 계산을 위하여 온도-에너지 상관식도 필요하게 된다. 출력폭주 사

고 시, 노심의 팽창, 붕괴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사고 초기 

핵연료 slumping으로 인한 반응도 삽입으로 용융 노심의 출력은 상승하

고, 이에 따라 출력 도가 높은 노심 중심부로부터 연료 증기 (fuel vapor)

가 생성된다. 

이 증기 bubble이 소듐 냉각재가 빠져나간 void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심 압력은 그곳에서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사고 진행에 따라 노심

이 팽창하고 void 공간이 증기로 꽉 채워짐에 따라 노심의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심은 급팽창, 붕괴되며 이때의 붕괴반응도 궤

환효과에 의해 출력폭주 사고는 에너지 방출과 함께 종결된다. 본 연구에

서는 사고시의 우라늄 노심의 압력-에너지 관계식을 설정함에 있어, 사고 

초기 노심 비등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는 포화증기압(saturated vapor 

pressure) 역과, 노심 에너지가 일정 threshold 값을 넘어섰을 때의 액상

(liquid phase) 역으로 구분하 다. 역 별로 2가지 상태방정식을 산출하

여, 모두 4가지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우라늄 노심의 증기압 관계식은 다음의 Rauh와 Thorn(1954)의 

압력과 온도의 상관식에 의해 구하여 진다.

logp=5.702-
23,300
T  (3.1.3-22)

여기서 압력 단위는 기압(atm)이며 온도는 절대온도로 나타낸다. 상기의 압

력-온도 상관식을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압력-에너지의 관계식으로 전환하

기 위하여 우라늄 금속의 비열(specific heat)이 알려져야 한다 (Stephens, 

1974, Thayer, 1975). 고온에서의 우라늄 비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용

융온도(∼1,400K) 위에서 약 0.2J/g-K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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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으며, 비등점 위에서는 Brout (1957)와 Nicholson (1964)의 추정치에 

따라 0.11J/g-K로 가정하 다. 이와 같이 식(3.1.3-22)로부터 얻어진 압력-

에너지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4차 다항식으로 전개되었다.

p= ∑
4

i=0
BiE

i

   (3.1.3-23)

여기서

B 0= 1.297×10
3
 

B 1=-6.018 ×10
3

B 2= 10.50×10
3
 (3.1.3-24)

B 3=-8.182×10
3

B 4= 2.416×10
3

상기 관계식에서 압력과 에너지의 단위는 MPa 와 kJ/g 이며, 이 관계식

은 우라늄 비등점(∼4,100K)에 해당하는 0.8kJ/g에서부터 단상(single 

phase)액체 상관식 threshold 에너지인 1.55kJ/g 까지 유효하다. 

노심 증기압의 관계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노심 비열상수가 

비등점 위에서 0.2J/g-K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압력-에너

지 관계식이 작성되었다.

B 0= 1.297×10
3
, B 1=-6.018 ×10

3
, B 2= 10.50×10

3
 (3.1.3-25)

B 3=-8.182×10
3
, B 4= 2.416×10

3

이 관계식은 기준 관계식에 비해 에너지 증가에 따른 압력증가가 완만하

여,  에너지 방출량에 관한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단상액체 노심의 압력-에너지 상관식은 Brout(1957)에 의한 우라늄 

상태방정식 계산자료를 Bethe-Tait의  선형 threshold 형태로 fitting하여 

작성하 다 (NIchoson, 1964b). KALIMER 노심 도인 10g/cm
3
에 대한 

압력-에너지 계산자료를 선형으로 fitting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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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00(E-1.10)  (3.1.3-26)

여기서 압력과 에너지의 단위는 각각 MPa, kJ/g 이다. 또한 액체 역에서의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도가 7.2g/cm3 인 노심에 대한 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 다.

p=5,939(E-1.44)  (3.1.3-27)

상기 관계식은 기준 상태식에 비해 threshold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 증가에 

따른 압력 증가가 보다 완만하여 높은 에너지 방출량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림 3.1.3-1은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상기의 4가지 압력-에

너지 상태방정식을 보여 준다.

그림 3.1.3-1  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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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의 2가지 상태방정식들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4가지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 경우 1(기준 관계식) : 식(3.1.3-24), (3.1.3-26)

- 경우 2 : 식(3.1.3-25), (3.1.3-26)

- 경우 3 : 식(3.1.3-24), (3.1.3-27)

- 경우 4 : 식(3.1.3-25), (3.1.3-27)

표 3.1.3-2에 각 경우의 상태방정식에 대하여 계산된 노심 중심부에서

의 에너지 도가 비교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증기압 관계식의 증가 구배는 에너지 방출량 등의 계산 결과에 별 향을 

주지 않으며, 액체 역에서의 관계식은 계산결과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특히 threshold 에너지 값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플러효과가 클 때에는 상태방정식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3-2  상태방정식 민감도 분석 결과

반응도

삽입률 

 ($/s)

도플러 

상수

( Dα )

첨두에너지 도(kJ/g)

경우 1
(Reference Case)

경우2 경우 3 경우 4

50

0.0

-0.001

-0.002

1.79

1.32

0.80

1.79

1.34

0.80

2.30

1.38

0.80

2.41

1.53

0.80

100

0.0

-0.001

-0.002

2.01

1.58

1.12

2.02

1.58

1.14

2.67

1.85

1.12

2.74

1.98

1.14

나.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분석(VENUS-II)

당해단계 연구의 일환으로 설치․검증된 VENUS-II 코드 (Jackson, 

1972)를 KALIMER 사고해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금속 핵연료에 대한 물성

과 상태방정식등의 모델이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노심 반응도 분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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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입력자료가 작성 중에 있다. 또한 VENUS-II 코드의 KALIMER 적용

을 위한 입․출력자료의 상세 보완을 포함한 코드 검토 및 분석 작업과 시

험 계산이 수행되고 있다. 그림 3.1.3-2는 이러한 초기 시험계산을 위하여 

작성된  KALIMER (Kim, 1999) 노심의 nodalization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3.1.3-2  KALIMER 노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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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은 KALIMER 노심에서 UTOP 사고로 인한 노심용융으

로 100$/s의 반응도가 삽입되어, 초임계 출력폭주가 유발되었을 때 노심의 

출력 변화를 보여준다. 노심 출력은 반응도 삽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나, 

사고 후 2.5 ms경부터는 ramp 반응도삽입보다 도플러 반응도 궤환효과가 

더 커지게 되어 노심출력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반응도 

삽입으로 출력은 다시 증가하며 7ms 경에는 노심 붕괴 반응도로 인하여 

노심은 미임계 상태가 되고 사고는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은 약 2000MJ로서 10% 이하의 일 에너지 전환율

을 고려할 때 원자로용기 구조건전성 기준인 500MJ을 만족한다. 당해연도 

연구로 VENUS-II 코드가 금속연료노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108 -

그림 3.1.3-3  KALIMER 노심 출력 (100$/s 반응도 삽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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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

(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HCDA 시 핵연료 및 소듐의 증기화로 인한 일 에

너지(work energy potential) 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 에너

지 계산 결과는 원자로 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구조 건전성 관련 설계 여

유도 결정에 활용된다.

당해 연구단계의 연구 내용으로서는 다양한 일 에너지 해석모델을 검

토하고 금속 핵연료에 적합한 열역학적인 scoping 모델을 개발하여 

KALIMER에 대한 예비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용융 노심

과 소듐의 반응으로 인한 소듐증기화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모델이 검

토되었다. 그 중에서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모델과의 연계 활용에 적합한 2

가지 scoping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수정․보완하 다.

첫째, 출력폭주 사고 후, 고압의 노심 내 연료증기가 최대 1기압까지 

등엔트로피 팽창될 때의 일에너지를 분석하는 “Bounding Approach"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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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계산이고, 둘째, 용융핵연료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한 소듐 증기화에 

수반되는 일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열역학 모델인 Hicks & Menzies 모

델을 개선하여 KALIMER 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핵연료/소듐의 반응

으로 인한 상세해석 코드인 SOCOOL-II (Padilla, 1971b)를 설치․정비하

여 KALIMER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coping 분석 결과와 

비교하 다. 

(2) 노심 용융증기 일에너지

본 란에서는 KALIMER 노심에서 초임계 출력폭주로 인한 HCDA 발

생 시, 노심 내 핵연료의 증기화로 인한 일 에너지 발생량의 분석 모델인 

Bounding 모델 및 이를 활용한 계산 결과가 기술된다. 

Bounding 모델의 주요 가정은 노심붕괴 사고 후, 고압․고온의 용융/

증기 2상 상태의 핵연료가 등엔트로피, 즉 단열-가역 팽창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 에너지 발생량의 상한치가 해석적으로 

쉽게 계산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 유지를 위

하여 연료증기가 1기압까지 팽창된다고 가정하 다. 

핵연료 증기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그 물성 (비열상수, 증기화열

등)이 증기 팽창 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초기 온도가 iT  인 연료 증기 

팽창시에 발생하는 기계적 일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ater, 

1980, Lewis, 1977).

[ ( ) ( ) ( )]F p i f fg f i f f i iW M c T T h R T Tχ χ χ χ= − − − + −  (3.1.3-28)

여기서

   FM  =  노심 용융연료 증기 질량                                

       pc  =  용융연료 증기의 비열상수                              

       fgh  =  용융연료 증기의 heat of vaporization                     

       χ  =  용융연료 증기의 quality                                  

       R  =  기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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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하첨자 i, f 는 각각 연료증기 팽창 전.후의 상태를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료 물성 , 노심 핵연료 장전량 및 연료 증기

의 팽창시 온도-압력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Initial fuel properties

     fuel specific heat(J/g.K) : cf =  0.20000000E+00

     fuel liquid specific volume( ) : vl =  0.10000000E+00

     heat of vaporization(J) : hv =  0.17000000E+04

     gas constant(J/g.K) : R = 0.35000000E-01

     Equation of state : P(atm) = A*exp(-B/T) 

         A =  0.50000000E+06

         B =  0.53700000E+05

     Core fuel loading (MTU) =  0.91999998E+01

     Core volume (m3) =  0.19700000E+01     

초임계 출력폭주로 인한 CDA의 설계기준 사고는 반응도 삽입률이 

초당 100$인 경우이다. 이 때의 에너지 방출량은 전 항에 기술된 바와 같

이 1.10KJ/g 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심 평균 온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300K 이다.

Qmax(j/g) Qavg(j/g)  Tmax(K)   Tavg(K)

1000 880 6100 4900

1100 920 7100 5300

1200 960 8100 5700

1300 1000 9100 6100

1400 1040 10100 6500

1500 1080 11100 6900

노심 용융연료의 초기온도가 5,300 K인 경우에 대하여 연료증기가 1 

기압까지 팽창할 때의 일에너지를 상기 Bounding 모델 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 J/g의 일에너지 도를 얻게 된

다. 연료증기 팽창 초기에, 노심 내 총 핵연료 장전량인 9.2 MTU 중에서 

약 45% 정도가 용융/증기의 2상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총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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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발생량은 약 200 MJ 로 평가되며 이는 원자로 용기 및 내부 구조물

의 설계 제한치인 500 MJ을 만족시킨다

그림 3.1.3-4  용융연료 증기 팽창 시의 일에너지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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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듐 증기 일에너지 

용융연료와 소듐 냉각재의 반응 시, 소듐의 증기화/팽창으로 인한 일

에너지 분석을 위한 열역학적 scoping 모델에서는 소듐 팽창 중에 열전달

율이 무한대 또는 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압력-부피 관계식에만 따르

는 소듐 팽창은 시스템의 geometry에 무관하고, 열역학 공식에 의해서 직

접 구할 수 있다.

열역학 모델은 Hicks 와 Menzies 에 의해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핵

연료와 소듐의 순간적인 혼합과 무한대의 열전달율을 가정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Hicks, 1965). 절대온도가 Tf 인 단위질량의 용융연료와 

온도가  Ts 이며 질량이 m인 소듐냉각재가 혼합될 때 혼합물의 평형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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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m = (mcp,sTs + cp,fTf ) / (mcp,s + cp,f )                  (3.1.3-29)

여기서 cp,s , cp,f는 각각 소듐과 용융연료의 비열상수를 나타낸다.

핵연료와 소듐은 서로 혼합 후 순간적으로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

고, 이 혼합체가 어떤 최종 압력으로 팽창할 때 이 열적 평형상태는 지속

된다. 소듐 증기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소듐 팽창 중에 핵연료와 소듐

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듐의 단열 팽창에 의한 일 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W = (mcp,sTs + cp,fTf )( Tm - T ) - x( hfg - RT )       (3.1.3-30)

여기서 T 는 소듐증기 팽창 시의 온도이다. x, hfg는 소듐 증기의 질량분

율(quality) 및 증기화 열(heat of vaporization)이며  R  은 소듐의 기체상수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듐 물성 및 소듐 증기의 팽창시 온도-압력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Initial fuel temperature & sodium properties

     fuel temperature(K) : Tf = 0.31000000E+04

     sodium temperature(K) : Ts =  0.11500000E+04

     fuel specific heat(J/g.K) : cf =  0.20000000E+00

     sodim liquid specific heat(J/g.K) : cl =  0.12000000E+01

     sodim vapor specific heat(j/g.K) : cg =  0.89999998E+00

     heat of vaporization(J) : hfg =  0.40000000E+04

     gas constant(J/g.K) : R = 0.33000001E+00

  Equation of state : P(atm) = A*exp(-B/T) 

         A =  0.32900000E+05

         B =  0.12000000E+05

Hicks 와 Menzies 모델은 그것의 단순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어 왔지

만 무한대의 열전달율 가정은 소듐 팽창의 후기 단계에서 매우 불합리하

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듐증기의 생성은 열전달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둘째로 핵연료의 부피는 소듐의 부피와 비교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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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모델을 개량한 “ Modified Hicks-Menzies 모델” 이 개발되었는

데 이 수정된 모델에서는 핵연료와 소듐이 초기 열적 평형에 도달한 후에

는 서로간의 열전달율이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Padilla, 1971a).

그림 3.1.3-5는 용융연료에 대한 소듐의 질량분율의 변화에 따른 일에

너지 방출 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cks & 

Menzies 모델에 의한 계산은 소듐의 질량분율이 6%일 때 최대값을 보여 

주고 있다. KALIMER breakeven 노심의 핵연료 장전량은 노심 높이가 

120 cm 일 때 약 8.4 MT이다. 따라서 이 때의 일에너지 도인 160 J/g

은 총 방출량 1,100 MJ에 해당한다. 한편, 좀 더 합리적인 열역학 모델인 

Modified H&M 모델을 사용할 경우 일에너지 도는 소듐 질량분율에 따

라 계속 증가하며, H&M 모델의 경우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보여 준다. 

소듐 질량분율이 약 10%인 KALIMER 노심의 경우 일에너지 도는 50 

J/g 정도이다. 이는 총 일에너지 발생량 350 MJ에 해당하며 KALIMER 

구조설계 기준을 만족한다.

그림 3.1.3-5  소듐 질량분율에 따른 일에너지 도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0.18 0.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copingWork Energy Analysis

Fuel Temperature=3,100K
Sodium Temperature=1,150K

Modified H&M

Hicks & Menzies

W
or

k 
Po

te
nt

ia
l(J

/g
 o

f f
ue

l)

Mass of Sodium/Unit Mass of Fuel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0.18 0.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copingWork Energy Analysis

Fuel Temperature=3,100K
Sodium Temperature=1,150K

Modified H&M

Hicks & Menzies

W
or

k 
Po

te
nt

ia
l(J

/g
 o

f f
ue

l)

Mass of Sodium/Unit Mass of Fuel



- 114 -

그림 3.1.3-6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에너지가 최대값을 보이는 소

듐 질량분율이 6% 일 때,  압력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변화를 보여 준다.  

이 때, 2상 상태의 용융연료와 소듐냉각재 혼합물의 초기온도는 각각  

4,000 K 및  1,150 K 이라고 가정하며, 이 조건은 HCDA 설계 기준 사고

에 해당된다. 본 계산은 Hicks & Menzies에 의한 무한 열전달 모델에 의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에너지 방출량은 최종 압력이 100 

기압 아래로 떨어 졌을 경우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소듐 냉각재 팽창시 

최종 압력이 1기압일 때, 일에너지는 260 J/g 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길어야 수십, 수백 ms 에 종결되는 HCDA에서 계통압력이  

대기압에 도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림 3.1.3-6  압력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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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듐 증기화 모델(SOCOOL-II)

SOCOOL-II 모델에 의해 계산된 열전달율과 팽창 일은 핵연료 입자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소듐내의 UO2 입자 크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약 100∼1000㎛의 평균 지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

여 계산된 일 에너지는 열역학 모델에 의한 값에 비해 훨씬 감소된다 

(Padilla, 1971a). 

SOCOOL-II 모델에서의 열전달율은 소듐에 의해 동심원상으로 둘러

싸인 단일 원형 핵연료 입자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핵연료와 소듐 사

이에서는 열전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내부 열 발생이 존재하는 

원형좌표에서의 포물선 열전도 방정식을 핵연료와 소듐 접촉면에서의 열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푼다. 핵연료

의 용융열을 포함하여 핵연료와 소듐의 시간에 따른 가변적인 특성들은 

모두 고려된다.

그림 3.1.3-7은 핵연료 입자의 직경이 0.1mm, 1.0mm 인 두 경우에 

대한 SOCOOL-II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 항의 열역학 모델 계산

에서와 같이 용융연료와 소듐의 온도가 각각 3,100K, 1,150K 일 때, 소듐

의 질량분율 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방출 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일에너지 방출량은 감

소하게 된다. 또한 일에너지 도는 H&M 모델의 경우와 달리 소듐 질량

분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소듐 질량분율이 약 10%인 

KALIMER 노심의 경우, 입자 직경이 0.1mm일 때 일에너지 도는 85J/g 

정도이다. 이는 총 일에너지 발생량 600MJ 에 해당하며 KALIMER 구조

설계 기준 500 MJ을 약간 상회한다. 입자직경이 1.0mm 인 경우에는 일에

너지 도가 약 50J/g이며, 이는 300MJ의 방출량에 해당하여 KALIMER 

구조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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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SOCOOL-II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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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1) KALIMER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액체금속로는 고유 안전특성과 설계특성으로 인하여 가상노심붕괴사

고(HCDA)의 확률은 매우 낮지만 액체금속로 안전성 평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안전성 측면에서 Core Catcher 개념이 채택되어지며, 이

는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 비보호 유량 상실사고 등과 같은 사고로

부터의 대량 핵연료 용융을 커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BDBE라 할지라도 사고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중보호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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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3에 각 액체금속로별로 노심용융으로 인한 다양한 용융물 수

집 및 냉각 장치의 설치 현황과 인허가 기관에서 Core Catcher 설치를 의

무화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도시하 다. PRISM의 경우 처음에는 1차계통 

내에서의 노심용융 사고나 HCDA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고려되어있지 않

았으며 인허가 기관으로부터도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계 개선 과정

을 통하여 소위 back-up plate라고 하는 다중개념의 구조물을 노심 입구 

플레넘 밑에 설치하여 노심용융이 발생하여 용융물이 노심 하단부로 흘러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노심 용융물을 냉각할 수 있도록 하 다.

액체금속로 안전성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HCDA 분석의 불확

실성 측면으로 인하여, KALIMER 설계에는 Core Catcher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노심용융으로 인한 용융물 수집 및 냉각 장치의 다양한 설치가 필

요하다.

KALIMER에 Core Catcher를 설치할 경우 KALIMER는 풀형 원자로

이기 때문에 원자로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노심 용융물은 

소듐에 의한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냉각이 되고, 모든 방사능 물질은 원자

로 용기와 덮개로 구성된 격납용기 내에 잔류하게 된다.  원자로 용기 내

에 Core Catcher를 설치하는 주 이유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 방지와 노심 

용융물의 냉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자로 용기 밖에 Core Catcher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collecting 

cruicible 밑에 냉각 계통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collecting cruicible을 

이용하는 Core Catcher 개념은 노심용융물과 냉각회로 사이에 thermal 

bridge가 생김으로써 냉각시스템 가동 시에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와 안전용기가 손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자로가 상대적으로 큰 풀형 액체금속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용기 내에 Core Catcher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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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3  액체금속로에서의 Core Catcher 채용 현황

Reactor
Provisions

Core Catcher Redundant 
System Description

EBR-Ⅰ NO None
EBR-Ⅱ NO None

FERMI YES
In-vessel Zirconium meltdown pan

Ex-vessel Graphite crucible below vessel with the primary shield tank

SEFOR YES Ex-vessel
Sodium catch tank 45ft below vessel. Fuel 
dispersion cones below vessel and in catch 
tank

FFTF YES
In-vessel

Debris cooling in core support structure 
dome and above thermal baffle, but no 
special provision

Ex-vessel Steel lined cavity

CRBRP YES

In-vessel
Some small amount of debris cooling on 
reactor internal structures, but not special 
design provisions

Ex-vessel
Lined and insulated reactor cavity, vented 
pipe chase and ex-containment 
cooling-venting purge system

PRISM YES In-vessel A redundant structure (back-up plate) under the inlet plenum

ALMR YES Provisions for collecting and cooling core debris 
following core meltdown

DFR YES Fuel dispersion cone and melt tubes to bedrock

PFR YES Single layer of trays within a tank: capable of 
retaining seven assemblies

CDFR YES Three layers of trays within q tank: retention capacity 
for the entire core

Rapsodie NO None
Phenix YES External cooled outer vessel
Super-
Phenix

YES (imposed by 
licensing body) In-vessel catch trays, external cooling of safety vessel

EFR YES (imposed by 
licensing body) In-vessel catch trays, external cooling of safety vessel

SNR-300 YES (imposed by licensing body)

In-vessel Catch trays in the lower plenum

Ex-vessel High-temperature crucible with NaK cooling
BN-1600 NO None

BN-800 YES Provisions for collecting and cooling core debris 
following core meltdown

CEFR YES (imposed by 
licensing body)

Provisions for collecting and cooling core debris 
following core meltdown

KALIMER TBD Recommend the installation provisions for collecting 
and cooling core debris following core mel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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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e Catcher 설계기술

Functional requirements

   - 포집 기능

   - 지지 기능

   - 미임계 형상 유지 기능

   - 노심 냉각 기능

설계 주요 요건

   - 용융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한 소듐양의 확보를 위해서 Core 

Catcher는 원자로 하단에 설치한다.

   - 사고 시 Core Catcher가 노심 구조물 건전성에 향을 미쳐

서는 안 된다.

   - Core Catcher plates는 노심 용융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

고 잘 퍼질 수 있는 구조이며, 또한 냉각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고 재임계 위험이 없어야 한다.

   - Core Catcher의 상단에는 roof형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는 노

심 용융물이 쉽게 퍼질 수 있도록 경사 각도를 가져야 한다.

   - Core Catcher의 roof와 plate는 Core Catcher 구조물의 건전

성을 위하여 노심 용융물과 Core Catcher 구조물 사이에 열

차폐 기능이 있어야 한다.

   - Core Catcher 구조물은 소듐증기가 정체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며, Core Catcher 구조물 자체는 소듐에 의해 

냉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핵연료 용융물은 Core Catcher 주변에 있는 소듐에 의해 자

연대류로 냉각되어야 한다.

설계 주요절차

Core Catcher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가상사고 시나리오 선정

　 ②Core Catcher 기본설계 (기하학적 구조, 위치 및 정상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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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등)

　 ③손상 평가

　 ④사고후 핵연료 배치 분석

　 ⑤재임계 가능성 평가

　 ⑥열수력 해석 및 평가

　 ⑦구조 및 기계적 분석

　 ⑧설계 재반

(3) 연구개발 항목

    ① Core catcher 상세 구조

       - 기능상 크기 및 구조

       - 설계 특성

       ∙기하학적 구조

       ∙냉각기능

       ∙재임계 가능성

       ∙재료 선택

    ② 열수력학 분석

       - 정상운전 상태시

       - 설계기준 초과 사고시

       - 변수 분석

    ③ 기계구조 분석

       - 가스버블에 의한 압력하중

       - 노심 용융물에 의한 기계적, 열적하중

    ④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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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주요 연구개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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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성능분석

가. 방사선원항

기존 KALIMER 격납용기 성능분석에서는 PRISM에서 사용한 방사

선원항을 이용하 다. PRISM에서는 중대가상사고 발생시 (1) 100%의 

Noble Gas (Xe, Kr), 0.1%의 Halogen (Br, I), 0.1%의 Alkali Metal (Cs, 

Rb), 0.1%의 Te, Ru, 0.01%의 핵분열생성물 (Sr, Ba) 과 핵연료물질이 격

납용기 내로 즉시 방출되고, (2) 손상된 노심을 통해 He 커버가스가 격납

용기로 방출되어, (3) 외부 공기가 커버가스 역으로 유입되어 소듐 화재

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원자로 용기 내의 1차 계통의 소듐 

화재 발생시 추가로 방사성핵종이 격납용기 대기로 방출된다. 이 경우 

Halogen 0.8%, Alkali Metal 1.6%, Te와 Ru 0.004%, Sr와 Br 0.0016%, 

핵연료물질 0.0008% 및 1차 계통에 포함된 Na-22와 Na-24 (방사성동위

원소) 0.4%가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이는 억제인자라는 수치를 통해 구해

지는 값이다. 억제인자란 소듐 풀 내의 방사성물질의 함량에 대한 연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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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듐 에어로졸 내의 방사성물질의 함량에 대한 비로써 나타낸다. 억제

인자가 높다는 것은 그 물질이 소듐 풀로부터 격납용기 대기로의 방출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NRC에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작성한 NUREG-1368에서

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검토 대

상이 된 주요 문제점은 사용한 방사선원항이 UO2 (산화금속연료) 를 연료

로 하는 경수로를 다루고 있는 TID-14844를 기초로 하여 추정된 자료로 

방출분율을 가정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듐 풀 화재 단계에서의 방출

분율 역시 소듐 풀 내에서 UO2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들을 이용하여 억제

인자 (retention factor) 등의 값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

들은 액체금속로에서 사용하는 U-Pu-Zr 금속연료의 사고시 거동에 대한 

분석과 각 방사성 동위원소가 소듐 내에서 반응하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액체금속로 방사선원항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

한적이며, 특히 금속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관련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액체금속로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사선원항 평

가가 필요하며,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수송을 조사하고 소듐 풀 내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들이 수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여러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방사성핵종 그룹별 방출분율이 

PRISM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며 몇몇 그룹에서는 그 값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사선 피폭선량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 I, Cs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방사선원항이 개별원

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좀 더 

현실적인 방사선원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들과 그 결과가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SNR 안전성 분석을 

위해 수행한 FAUST 모사실험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수십초내에 방출되

는 일차방사선원항의 경우 I, Br 등은 10% 정도의 높은 방출분율을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LMR의 방사선원항은 다음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PRISM의 그것에 비해 높은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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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300 EFR MONJU SPX1

Xe, Kr 1 1 1 1

I, Br 0.5 0.1 0.1 5.0×10
-9

Cs 0.5 0.1 0.1 5.0×10
-5

Te 0.5 0.1
*

0.1 4.0×10
-7

Sr 1.7×10-2 3.0×10-3

U 1.7×10-2 10-4 2.0×10-3 3.0×1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

여 KALIMER 방사선원항을 보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GROUP
SOURCE TERM

사고발생직후  Sodium Fire 
Phase

 1. Noble Gas (Xe, Kr) 100% 0%

 2. Halogens (I, Br) 10% 0%

 3. Alkali Metals (Cs, Rb) 10% 0%

 4. Te Group (Te, Se, Sb) 10% 0%

 5. Noble Metals (Ru, Rh, Mo, Tc) 1% 0%

 6. Ba, Sr 1% 0%

 7. Fission Products & Other Nuclide 1% 0%

 8. Na22, Na24 0% 0.4%

나. 가상사고 시나리오

소듐 풀 화재는 원자로 용기 헤드 부분이 비교적 크게 파손되어 소듐 

표면이 격납용기 대기와 반응하여 소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이다. 보수적

으로 사고발생 이전에 상당량의 핵연료 실패를 가정하고, 사고발생 직후 

소듐 풀내 방사성핵종이 격납용기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때 

방사성핵종의 방출량은 노심재고량 대비 방출분율로 주어지는 방사선원항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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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 스프레이 화재는 원자로 용기 헤드부분의 미세한 부분이 파손되

어 소듐 및 핵분열생성물이 분사되는 사고로서 소듐 풀 화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핵연료 실패를 가정하고 사고발생 직후 커버가스 방출과 동시에 

방사성핵종이 격납용기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가정한다. 커버가스는 10초 

동안 방출이 진행되고 그 이후 1차 냉각재 소듐이 격납용기 대기로 1초 

동안 분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KALIMER 설계 검토

KALIMER는 기존의 PWR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및 격납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PWR의 경우 일차 계통이 고압이기 때문에 

LOCA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견디기 위해 격납용기의 설계압력도 

높고 그 두께도 두꺼워 진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인 KALIMER는 냉각재인 

소듐의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일차 계통의 압력이 높을 필요가 없고, 따라

서 격납용기는 낮은 설계 압력과 두께를 갖는다. 설계 누설율은 거의 비슷

하다. 격납용기 성능분석을 위한 세부 설계 변수들은 표 3.1.4-1과 같다. 

KALIMER 격납용기는 원자로를 둘러싼 하부격납용기와 HCDA 발생

시 사고를 완화하기 위한 상부격납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부격납돔

은 하부돔과 상부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높이, 지름, 두께, 재질 등의 

설계 변수는 표 3.1.4-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4-1은 CONTAIN-LMR 

코드를 이용하여 소듐 풀 화재 분석을 하기 위한 격납돔 모델이며 격납돔

을 4 개의 셀로 구분하 다. 

그림 3.1.4-2은 소듐 스프레이 화재 분석을 하기 위한 격납돔 모델이

며 격납돔을 하나의 셀로 본다. 그 이유는 풀 화재의 경우, 소듐의 연소는 

소듐 풀의 표면에서만 발생하고, 자연 대류를 형성하게 된다. 즉 격납 돔내

의 열전달 메커니즘이 주로 대류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반 하여 격납 돔

의 노드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스프레이 화재에서는 소듐이 격납 돔 대

기로 직접 분사되어 연소되므로, 에너지가 격납 돔 대기로 직접적으로 전

달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반 하여 격납 돔을 하나의 셀로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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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  KALIMER 격납용기 성능분석을 위한 설계변수 및 초기조건

Design Parameter Description

 - General -

 Plant Power  162.6 MWe

 Reactor Thermal Power  391.6 MWt

 Coolant  Liquid Sodium

 Cover Gas  He

 Containment Vessel Gas  Ar

 - Containment -

 Design Pressure  0.24 MPa

 Design Temperature  450℃

 Initial Pressure  0.1013 MPa

 Initial Temperature  35℃

 Maximum Containment Leakage  1% /day

 Upper Dome Diameter  8 m

 Upper Dome Thickness  2.5 cm

 Lower Dome Diameter  14 m

 Lower Dome Thickness  2.5 cm

 Height  8.4 m

 Material  2.25Cr-1Mo Steel

 Volume  1036.5 m3

 Weight  105 ton

 - Core -

 Radial Equivalent Core Diameter  323.88 cm

 Core Outer Diameter  335.15 cm

 Nominal Thermal Core Power  392.2 MWth

 Core Inlet Temperature  386.2℃

 Core Outer Temperature  530.0℃

 Core Structural Material  HT9

 - Reactor Vessel and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

 RV Outer Diameter  702 cm

 RV Thickness  5 cm

 Total Sodium Volume of RV  497.42 cm3

 RV Design Temperatute  530℃

 RV Design Pressure  0.51 MPa

 Maximum Primary Soduim Temperature  530℃

 -  Outside Environment -

 Temperature  25℃



- 126 -

 

그림 3.1.4-1  소듐 풀 화재 분석을 위한 격납돔 모델

그림 3.1.4-2  소듐 스프레이 화재 분석을 위한 

격납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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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성능 분석 및 소외 피폭선량 평가

격납용기 성능분석을 위해 소듐 풀 화재와 소듐 스프레이 화재에 대해 

CONTAIN-LMR 코드를 이용하여 사고 결과를 해석한다.  그리고 HCDA 사

고시 격납용기 실패가 발생하지 않고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는 사고 발생 후 시간에 따른 격납용기 내 온도와 압력에 대한 코드 계산 결

과와 격납용기의 설계압력 및 온도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KALIMER 격납용

기의 설계압력 및 온도는 각각 0.24 MPa, 450℃ 이다. 격납용기 성능분석 및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전산코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정상상태에서의 노심 내 방사성핵종 재고량

을 계산한다.

  ◦노심내 방사성핵종 재고량과 KALIMER 방사선원항을 이용, 노심 내 방

사성핵종들의 격납용기 대기로의 방출량을 계산하여 CONTAIN-LMR 코

드의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CONTAIN-LMR 코드를 이용하여 HCDA 발생시 격납용기 내 압력 및 

온도, 열수력학적 거동 등을 평가한다. 

  ◦CONTAIN-LMR 코드 계산 결과 산출된 방사성핵종의 격납용기 외부로

의 방출량을 이용하여 방사성핵종 그룹별 방출분율을 계산하고, 이 값을 

MACCS 코드 입력으로 하여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1) 소듐 풀 화재

격납용기 내 압력 거동이 그림 3.1.4-3에 나타나 있다. 최대압력은 사

고 시작 약 4 분 후 0.188 MPa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ALIMER 격납용기 설계압력인 0.24 MPa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림

에서 보면 약 20 분 정도에 섭동이 보이는 데, 이 시간에 이르러 소듐-물 

반응이 끝나게 되어 압력 증가에 기인하는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그림 3.1.4-4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1.4-4를 보면 격납

용기 대기 내의 수증기 양은 꾸준히 감소하여 사고 발생 20 분 후가 되면 

다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5에는 격납용기 내 온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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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데, 최대온도는 368℃로 사고 시작 후 약 7 분 후에 도달한다. 

이는 격납용기 설계온도인 450℃ 이하이며, 압력 거동과 같은 시간 대에 

유사한 섭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산소몰분율이 그림 

3.1.4-6에 나타나 있다. 사고 후 약 250분 정도에서 산소몰 분율이 0 이 

되며, 이는 이 시간에 소듐 풀 화재가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고 진행 과정 중, 격납용기 내에는 대류가 형성되는 데, 소듐 풀 화

재로 인해 온도가 올라간 대기가 Cell 1에서 Cell 2로 상승한다. 이렇게 상

승한 대기 및 에어로졸은 Cell 2에서 Cell 3, 4로 벽을 통해 이동하여 Cell 

1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 그림 3.1.4-7에서 Cell 1에서 Cell 2로의 유량 변

화를 알 수 있다. 사고 후 약 200분 후 화재 강도가 약해지면서 유량이 일

정한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4-8부터 그림 3.1.4-10까지는 소듐 풀 화재로 인한 산소소모

율, 소듐연소율, 에너지 생성율이 나타나 있다. 모두 그림 3.1.4-6과 비슷

한 변화를 보여주며 그 의미 역시 같다. 그림 3.1.4-11은 격납용기 내의 

구조물 중, Cell 2 지붕의 온도 변화이다. 약 120분 정도까지는 상승하다

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1.4-12는 격납용기 외

부로의 누설율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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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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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내 수증기 질량 (Ce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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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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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내 산소몰분율 (Ce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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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내 유량 (Cell 1 → Ce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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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소듐 풀 화재 시 산소 소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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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소듐 풀 화재시 소듐 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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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0  소듐 풀 화재시 에너지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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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1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구조물 온도 

(Cell 2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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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외부 누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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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듐 스프레이 화재

소듐 스프레이 화재 분석에서 분사되는 소듐의 양은 45kg을 기본 

Case로 가정하 다. 먼저 커버가스 역과 격납용기 내 압력 변화는 그림 

3.1.4-13과 같다. 격납용기 내 압력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고 시작 약 12 

초 후 0.223MPa로 설계 압력인 0.24MPa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한다. 

커버가스 역의 압력은 12초까지는 감소율이 다소 크지만, 그 이후부터 약 

2분까지는 감소율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  이는 처음 12초까지는 커버가스

역에서 격납용기로 유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빨리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격납용기에서 커버가스 역으로 대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7분에서 9분 사이에 다시 커버가스 역의 압력이 증가하는 데, 

이는 유입된 대기에 의해 소듐 풀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0분 이후에는 두 역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감소하게 된다. 그림 

3.1.4-14에는 격납용기 내 수증기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풀 화재와

는 달리 수증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45kg의 소듐에 

의한 반응으로는 수증기가 모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1.4-15에

는 커버가스 역과 격납용기 내 온도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압력의 변화

와 그 거동이 유사하며 격납용기 내 최대온도는 사고 시작 약 12초 후 

422℃에 도달한다. 그림 3.1.4-16에는 산소몰분율이 나타나 있다. 역시 약 

12초 후부터 커버가스 내 산소가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격납용기 내 대

기가 유입된 향이며 소듐 풀 화재가 발생하여 산소가 점차로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17에는 커버가스 역에서 격납용기 대기로의 유량이 나타

나 있다. 초기에는 커버가스 역에서 격납용기 내로 유량이 형성되다가, 

스프레이 화재가 발생하여 격납용기 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량의 

방향이 역전되어 커버가스 역으로 공기가 유입된다. 격납용기 내 스프레

이 화재가 종료되면 압력이 감소되고 커버가스 역에서는 유입된 공기로 

소듐 풀 화재가 발생하여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커버가스 역으

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 후 다시 유량이 증가

(음의 방향으로)하게 되는데, 이는 소듐 풀 화재에 의한 에너지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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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그 후 다시 풀 화재에 의한 에너지가 증가

하여, 유량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4-18에서 3.1.4-20까지에는 커버가스 역의 산소소모율, 소듐

연소율, 에너지 생성율이 나타나 있다. 증가가 2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은 커버가스 역에서 소듐 풀 화재가 2차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3.1.4-21는 격납용기 지붕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변화는 격납 대기 온도나 압력의 거동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최대 온도도 소듐 풀 화재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격납용기 외부로의 누설율이 그림 3.1.4-22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4-23과 그림 3.1.4-24는 70kg의 소듐이 분사되었을 경우, 커

버가스 역과 격납용기 내의 압력 및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과 온도 

모두 사고 시작 약 12초 후 최대치에 도달하여 각각 280MPa과 615℃ 이

며, 이는 설계 압력 0.24MPa과 설계 온도 450℃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림 3.1.4-13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압력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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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4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격납용기 대기 내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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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5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온도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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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6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산소몰분율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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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7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유량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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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8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산소 소모율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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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9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소듐 연소율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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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0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에너지 생성율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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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1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격납용기 구조물 온도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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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2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격납용기 외부 누설율 

(45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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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3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압력 (70kg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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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4  소듐 스프레이 화재시 온도 (70kg 스프레이)

0.0 0.1 1.0 10.0 100.0 1000.0 10000.0
TIME (min)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TE
M

PE
R

AT
U

R
E 

('C
)

cover gas region
containment dome

(3) 소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KALIMER 방사성핵종의 노심재고량 및 중대사고 방사선원항, 그리고 

CONTAIN-LMR 계산 결과 산출된 방사성핵종이 격납용기 외부로 방출

되는 양을 이용하여 방사성핵종 그룹별 방출분율을 계산한 후, 이 값을 

MACCS 코드 입력으로 하여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CONTAIN-LMR 계산 결과 산출된 각 핵종별 방출량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 중 최대값을 해당 핵종의 방출량으로 결

정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핵종들의 방출분율 중에서 최대 방출분율을 각 

그룹의 방출분율로 결정하 다. 

MACCS 코드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시, 발전소 부지와 기상 데이

터는 광 3&4 호기 자료를 이용하 다. 평가 결과는 표 3.1.4-2에 제시되

어 있다. 평가 결과, 풀 화재에 의한 향이 스프레이 화재에 의한 향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AG (Protective Action Guideline) 기준치 및 

10 CRR 기준치를 여유있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된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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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화재 결과는 소듐 스프레이 양이 45kg일 경우의 결과이며, 70kg 

소듐 스프레이 경우에는 그 피폭량이 45kg 소듐 스프레이 경우보다 더 적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1.4-2  KALIMER 소듐 화재 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단위 : rem)

Pool Fire Spray Fire PAG limit 10CFR limit

전신 0.042 0.008 1.0 25

갑상선 0.512 0.288 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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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1.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가. 다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개선

(1) 고온 풀 수위변동 모사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HP2D Ver.1에서 구현하지 못하 던 고온 

풀 소듐 냉각재의 수위 변동을 HP2D Ver.2에 추가로 모사함으로써 고온 

풀 내에서 소듐 냉각재의 수위 변동뿐만 아니라 온도 및 유동 변화를 상

세히 예측 할 수 있게 되었다 (Lee et al, 2000a, 2000b). KALIMER 정상

상태시 고온 풀 수위는 노심 상단으로부터 9m이며 비보호 열침원 상실사

고와 (ULOHS) 같은 경우, 고온 풀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부피팽

창으로 인한 수위증가가 유발된다. 이렇게 상승되는 고온 풀 소듐의 수위

가 원자로 baffle 상단에 이르면 고온 풀의 소듐은 baffle을 흘러 넘쳐 직

접 저온 풀의 소듐과 섞이게 된다.

본 2차원 모델에서는 정상상태시 고온 풀 소듐의 수위를 기준으로 하

여 이의 변동에 따라 계산 경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고온 풀 소듐 수위 변동

을 모사 하 다. 정상상태 소듐 수위 이하에서는 계산 격자의 간격을 넓게, 

그리고 정상 수위 이상에서는 조 하게 하여 수위변동에 따른 수치 해석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다. 또한 고온 풀의 소듐이 원자로 baffle 수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유로를 노심출구 → 고온 풀 → IHX shell → 저온 풀로 하

고, 이를 넘을 경우에는 노심출구 → 고온 풀 → 원자로 baffle 상단 → 저

온 풀로 가정하 다. 고온 풀에서 저온 풀로 흘러 넘치는 경우에 있어서 압

력강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이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열침원 상실사고시 액위 변동에 따른 고온 풀의 열수력 분석

비보호 열침원 상실사고는 0초에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사고가 일

어나면 사고 초기에 강력한 부반응도 효과로 인하여 노심내 열 생성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부반응도 효과에 의해 노심 출력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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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어 약 500초 후에는 약 11.3MW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정격출

력의 약 2.9%에 해당된다. 일차 펌프의 가동은 지속되어 고온 풀과 저온 

풀 사이의 압력수두가 유지되어 유량은 정격유량의 약 92%로 안정화된다. 

중간 열교환기에서의 냉각기능 상실은 단시간 내에 고온 풀 및 저온 풀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어 약 500초 이후에는 고온 풀 및 저온 풀의 소듐 

온도가 거의 같게 된다. 그 후로는 고온 풀의 소듐온도는 고온 풀의 커다

란 열용량으로 인하여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1-1∼2에 고온 풀 

입구 및 출구온도를 도시하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2차원으로 계산된 결

과가 1차원으로 계산된 결과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게 된다. 1차원 계산

일 경우 완전혼합을 가정하 으므로 2차원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커지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2차원의 계산결과가 더 

많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고온 풀의 소듐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피팽창에 의하여 

고온 풀 소듐의 수위는 올라가게 되며 그림 3.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차원 계산결과에 의하면 약 1307초 후에 소듐수위는 원자로 baffle 턱을 

넘게되어 저온 풀로 직접 흐르게되는 overflow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나 1

차원 계산결과에 의하면 5000초 이후에도 overflow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4에 overflow 되는 소듐의 양을 도시하 다. 

Overflow가 시작되면 PSDRS에 의한 열제거량이 급격히 증가된다. 이는 

저온 풀 소듐 수위 증가로 인한 열전달 면적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

림 3.2.1-5에 PSDRS에 의한 열제거량을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원 계산의 경우 overflow가 생기지 않으

므로 열제거량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데 반하여 2차원 계산의 경우 약 

1307초 후부터 열제거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1-6과 3.2.1-7에 

고온 풀에서 소듐의 온도 및 유속 분포도를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모든 경

우에 있어서 도시화하 다. Overflow가 생기기 전에는 노심출구로부터 나

온 소듐은 중간 열교환기 shell측으로 흘러가지만, overflow가 생긴 이후

인 1800초 이후에는 분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온 풀로 직접 overflow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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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차원 모델과 개발된 2차원 모델을 KALIMER 설계에 적용하

여 ULOHS 사고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 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2

차원의 경우가 더욱 현실적으로 사고를 모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듐의 온도 등이 더욱 심각하게 계산되었다.

그림 3.2.1-1  고온 풀 입구 소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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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고온 풀 출구 소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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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고온 풀 소듐 수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9.0

9.1

9.2

9.3

9.4

9.5

9.6

9.7

ULOHS with PSDRS

Overflow at 1307sec

H
ot

 P
oo

l L
ev

el
, m

Time, sec

 Hot Pool Level (1D)
 Hot Pool Level (2D)

 



- 147 -

그림 3.2.1-4  Overflow 되는 소듐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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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PSDRS에 의해 제거되는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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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고온 풀에서의 온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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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P2D-CFX 코드간 비교계산

(가) HP2D 및 CFX 전산 프로그램 개요

HP2D

액체금속로에서의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된 계통코드인 SSC-K에 1차

원 풀 모델을 대신하여 2차원 고온 풀 모델인 HP2D를 개발하 다.  

HP2D 프로그램에서의 해석 역은 여러 개의 사각형 제어체적들로 나누어

져 있고,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하 다.  대류항들은 

고차유계 해법인 HLPA를 사용하여 근사화 하 고 비정상항은 후향차분

기법을 사용하여 처리하 다.  또한 압력과 속도의 연계방식으로 Van 

Doormal과 Raithby가 개발한 SIMPLEC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경계조

건 처리로 입구에서는 두 속도성분, 난류 운동에너지 및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을 입구조건으로 주었다.  출구에서는 구배가 없는 조건을 사용하

고, 속도성분들은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도록 각 계산 단계에서 보정하 다.  

대칭선에서는 대칭조건을 적용하 다.  벽면 계산점에서 두 속도를 0으로 

두었다.  벽면 근처의 제어체적면에서의 속도성분들은 벽면 전단응력을 벽

에 평행하는 속도성분의 함수로 표시하 으며 벽면에 인접한 계산 지점에

서는 벽함수법(wall function method)을 사용하 다.  좀더 상세한 HP2D 

개발 이론 및 적용은 참고문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Lee, et al. 2002).

CFX

국 AEA Technology에서 개발한 CFX 전산코드는 복잡한 형상 주

위의 층류 및 난류 유동과 열전달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범용 프

로그램이다.  비직교 물체 고정격자(Non orthogonal Body Fitted Grid)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압축성 층류 및 난류 유동장 해석이 가능하다.  유동장 

해석능력의 중요한 인자가 되는 난류 모델로는 κ-ε 모델을 비롯하여 

Algebraic Stress 모델과 미분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델 등을 사용자가 정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확산효과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차분기법이 제공

되며, 이차원 Adaptive Gridding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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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있다.  CFX는 공학문제 해석에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외형 모델 및 엔진 유동해석, 생체내 유동, 건물내부의 화염전파와 같은 

환경문제, 화학공정, 항공기 날개 주위의 유동장 해석, 원자력 발전소의 열

유체 해석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다.

코드가 다루는 기본유체는 뉴톤유체(Newton fluid)이며,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단순한 비 뉴톤유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력 및 누출-흡입

역, 다상유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화재해석을 위한 연소모델

을 정의할 수 있다.  고체면 근처 유동장 경계조건으로 로그법칙이 사용되

고, 복사열전달은 엔탈피 방정식의 생성항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Non staggered 격자상에서 속도-압력 관계식을 유한체적법으로 차분화하

여 SIMPLE, SIMPLEC, PISO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시간종속항은 내연

후방차분법(Fully Implicit Backward Differencing)과 시간중심 크랭크-니

콜슨법(Time centerd Crank Nicolson Method)으로 차분화 된다.  대류항 

차분은 혼합차분(Hybrid Differencing)이 표준이고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Upwind, Central, QUICK 차분을 들 수 있다.

(나) 계산격자 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

KALIMER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노심 지지 구조물, 입구 플레넘, 지

지 barrel, 원자로 baffle 판, 격리판, 유로 유도관, 전자펌프 노즐, 입구측 

파이프, 방사선 차폐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baffle annulus라 불리는 환형의 내부 구조물은 원자로 

baffle, 지지 barrel, 원자로 baffle 판, 격리판으로 구성되어지며 고온 및 

저온 풀 소듐 사이의 열차폐 역할을 한다.  원자로 baffle annulus 내의 

정지된 소듐온도는 정상운전시 안정적으로 성층화 되며 고온 및 저온 소

듐 경계에서의 열적 불균형에 의한 thermal stress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부 내부 구조물 (UIS: Upper Internal Structure)은 원자

로 헤드에 부착되어 있는 회전 플러그에 부착되어 있으며 원자로 고온 풀 

내에 잠겨지게 된다.  상부 내부 구조물의 하단부는 정상운전시 노심 핵연

료 집합체 상단 위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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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KALIMER 고온 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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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2D 계산 격자 수는 그림  3.2.1-9∼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28×9, 46×15, 101×34 등 3가지로 구성하 고, 이를 이용

하여 UTOP 사고를 비교․분석하 다.  고온 풀 소듐의 액위 변화를 고려

하여 노심 상단으로부터 9m 높이까지는 28×9 계산격자의 경우 계산격자

의 평균 크기를 50cm×50cm로, 46×15 계산격자의 경우는 25cm×25cm로, 

101×34 계산격자의 경우는 10cm×10cm으로 하 다.  고온 풀 소듐의 정

상상태 액위는 9.24m이므로 9m 이상의 계산격자는 액위변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좀더 상세히 나누었으며 축방향 계산격자 크기는 5cm로 하 다.

계산 격자 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비교 변수는 고온 풀 입

구 및 출구온도, 저온 풀 평균온도, 출력변화 등을 선정하 다.  노심에서

의 출력은 노심입구의 소듐 냉각재 온도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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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비교변수로 선정하 다.  그림  3.2.1-12에는 계산 격자 수에 따른 

고온 풀 입구온도 변화를, 그림  3.2.1-13에는 고온 풀 출구온도를, 그림  

3.2.1-14에는  저온 풀 평균온도를, 그림  3.2.1-15에는 출력변화를 도시하

으며 표 3.2.1-1에 이들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림 3.2.1-9  KALIMER 고온 풀 계산격자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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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KALIMER 고온 풀 계산격자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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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KALIMER 고온 풀 계산격자 (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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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계산격자 수에 따른 고온 풀 입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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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계산격자 수에 따른 고온 풀 출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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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  계산격자 수에 따른 저온 풀 온도 변화

0 100 200 300 400 500 600
655

660

665

670

675

680

 Cold Pool Temp (28X9)
 Cold Pool Temp (46X15) 
 Cold Pool Temp (101X34) 

Te
m

pe
ra

tu
re

, K

Time, sec

그림 3.2.1-15  계산격자 수에 따른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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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계산 격자 수에 따른 오차

28×9 46×15 101×34

고온 풀 

입구온도

평균오차 0.011℃ - 0.005℃ - 0.006℃

표준편차 0.003％ 0.002％ 0.001％

고온 풀 

출구온도

평균오차 0.047℃ - 0.014℃ - 0.033℃

표준편차 0.058％ 0.035％ 0.029％

저온 풀 

평균온도

평균오차 0.031℃ - 0.010℃ - 0.022℃

표준편차 0.022％ 0.017 0.006％

출력
평균오차 - 0.056MW 0.016MW 0.041MW

표준편차 0.047％ 0.037％ 0.014％

표 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및 저온 풀 온도의 경우 평균오

차는 0.1℃ 이내이며 표준편차 또한 0.1% 이내이며, 출력의 경우 평균오차

는 0.1MW 이내이며 표준편차 또한 0.1% 이내로서 계산격자 수에 따른 

오차는 무시할 만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정상상태 비교계산

정상상태 계산 시 HP2D에 사용된 계산격자 수는 101×34 이며 CFX

에 사용된 계산격자 수는 91×33 이다.  고온 풀 입구에서의 소듐 냉각재 

온도는 530℃이고 평균 유속은 2.146m/sec 이다.  그림 3.2.1-16에 정상상

태시 고온 풀 내의 유속 분포도를 각각 도시하 으며 CFX와 HP2D가 예

측하는 유속분포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유속인 1.789≤V

≤2.146m/sec의 유속을 갖는 곳은 두 코드의 경우 모두 노심 출구에서 

UIS 하단부 사이이며, 1.431≤V≤1.789m/sec의 유속을 갖는 곳은 주 유로

가 형성되는 UIS 하단부 주위에서이다.  그림 3.2.1-1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 유로는 노심 상단에서 시작하여 UIS 하단 우측, 그리고 저온 풀 경

계면을 따라 상승한 뒤 고온 풀 상단에서 소용돌이를 형성한 후 중간열교

환기로 유입된다.  유속은 주 유로를 따라 점차 감소되어 고온 풀 상단에

서의 유속은 0.3577m/sec 이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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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도상태 비교계산

UTOP 계산시 HP2D와 CFX에 사용된 계산격자 수는 정상상태 계산

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101×34와 91×33 이다. 그림 3.2.1-18에 HP2D와 

CFX가 예측한 소듐 냉각재의 고온 풀 출구 온도를 도시하 다.  CFX의 

경우 HP2D 보다 급격한 온도 증가 시각이 약 10여초 약간 뒤늦게 나타났

으며 이로 인하여 40초∼120초 사이에서는 CFX의 예측결과가 HP2D 보

다 약 1∼2℃ 낮게 예측되었다.  그러나 120초 이후는 두 코드의 계산 값 

차이는 0.5℃ 이내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CFX 전산코드의 입력으

로 사용되는 고온 풀 입구에서의 나트륨 냉각재 온도를 SSC-K에서의 계

산결과를 이용하여 curve fitting하여 사용할 때 발생한 오차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HP2D 예측값과 CFX의 예측값 비의 평균은 

1.0005이며 표준편차는 0.11% 이내로 일치함을 볼 수 있어 HP2D의 계산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 3.2.1-19에는 두 전산코드가 예측한 고온 풀 내에서의 나트륨 냉

각재 온도 분포를 시간에 따라 도시하 다.  그림 3.2.1-18을 통하여 알 

수 있었듯이 약 25초까지는 고온 풀 입구에서의 온도 증가가 고온 풀 출

구에서의 소듐 냉각재의 온도에 향을 주지 못한다.  이후 고온 풀 출구

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52초에서 최대치 552.5℃에 이

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550.5℃에서 안정화된다.  사고 초 고온 풀 내

의 소듐은 530℃로 균질화 되어 있으며 0∼20초 사이에 온도가 556℃ 까

지 급격히 상승한 소듐이 고온 풀 내로 유입되어 고온 풀 내의 평균 온도

는 급격히 상승함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 이후 유입되는 소듐의 온도

는 약 554℃ 정도로 일정하며, 유입되는 소듐에 의한 고온 풀 내에서의 온

도장 변화를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사고 후 200초 이후에는 고온 풀 내 

소듐의 온도는 또다시 균질화 되며 600초 후에는 약 550℃로 균질화 됨을 

알 수 있다.  가정한 UTOP시 유속의 변화는 0.4% 이내이므로 HP2D와 

CFX 간 고온 풀 내에서의 유속 분포 비교분석은 생략하 다.

그림 3.2.1-20에  HP2D로 계산한 고온 풀 상단 및 하단에서의 온도 

등고선을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 및 하단에 온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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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급격한 곳이 보이며, 하단부에서는 사고후 20초를 전후하여 발생되며 

상단부에서는 30∼100초 사이에 발생된다.  이는 하단부의 경우 급격한 온

도 상승이 있는 소듐의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며, 상단의 경우 0∼20초 사

이에 입구에서 유입된 소듐이 상단으로 흐르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구배는 그림 3.2.1-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단 및 하단에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발생되며 이는 구조재 

건전성과 관련하여 주요한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림 3.2.1-18  UTOP시 HP2D 및 CFX의 고온 풀 출구온도  계산결과

0 100 200 300 400 500 600
800

805

810

815

820

825

830

Te
m

pe
ra

tu
re

, K

Time, sec

 Hot Pool Outlet temp.(HP2D)
 Hot Pool Outlet temp.(CFX)



- 162 -

그림 3.2.1-19  UTOP시 고온 풀 내에서의 온도 분포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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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고 60초 후 고온 풀 상단       (b) 사고 20초 후 고온 풀 하단

그림 3.2.1-21  UTOP시 HP2D로 계산한 고온 풀 상단 및 하단에서의 

소용돌이

나. 장기 냉각 해석모델 개선

KALIMER의 상위설계 요건 (Top-Tier Requirement) 에서는 사고 

발생 후부터 72시간 동안 운전원 조치가 필요 없이 원자로가 안전한 상태

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ULOHS 사고시 PSDRS에 의해 72 

시간 동안 원자로 계통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시 장기냉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SSC-K 코드를 사용할 경

우 막대한 계산시간과 계산결과의 방대한 출력자료 때문에 다양한 해석수

행을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간단하며 장기냉

각 해석에 적합한 새로운 단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기냉각 해석모델은 일차계통의 냉각재 거동을 

한 개의 간단한 제어체적으로 모사하고, 노심 열 발생, 구조물과 냉각재 사

이의 열전달, 그리고 PSDRS에 의한 열제거량 사이의 에너지 균형으로부

터 풀 온도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구조물로서는 Baffle 



- 165 -

Plate, Thermal Linear, IVTM(In-Vessel Transfer Machine), 그리고 UIS 

(Upper Internal)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단순 모델의 개발배경에는 ULOHS

에 대한 SSC-K 해석결과, 사고시 단시간 내 고온 풀과 저온 풀의 온도/수

위가 거의 일치하며, 이후 일차계통은 한 개의 제어체적과 같이 거동하기 

때문이다. 

개발된 장기냉각 모델을 SSC-K로 계산한 1,000초에서의 노심 열발

생, PSDRS 열제거, 풀 온도와 수위 값들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장기냉각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1-22는 노심 열발생과 PSDRS 열제거량을 비

교한 결과이다. 노심 열 발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PSDRS의 열제거량보

다 작아지지만, 펌프 열 때문에 현재의 설계조건으로는 풀 소듐과 원자로 

벽면 사이의 열전달 계수값에 따라 72시간 내 허용 안전기준 만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림 3.2.1-23) 따라서 이 기준의 만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풀 소듐과 원자로 벽면 사이의 열전달 계수값에 대한 정확한 값의 사

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림 3.2.1-24는 일차계통내 풀내부의 소듐냉각재 수위의 변화를 보여

준다. 내부 소듐냉각재 수위는 노심열발생율이 PSDRS 열제거량 보다 클 

경우 팽창으로 인해 증가하지만, 수위증가의 결과로 PSDRS 열제거량 역

시 증가된다. 따라서 결국은 소듐냉각재 수위는 노심 열발생율과 PSDRS 

열제거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증가하다가 PSDRS 열제거량이 더 커지

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소듐냉각재의 온도변화

와 유사하다. PSDRS 열제거량의 증가는 PSDRS 공기유로내의 공기 입․

출구 온도차와 공기 유량증가에 의해 나타난다. 그림 3.2.1-25에서 보여지

듯이 공기유량 역시 노심 열발생율과 PSDRS 열제거량이 균형을 이룰 때

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순모델은 정성적으로 타당하게 장기냉각 거동을 예측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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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노심 열발생과 PSDRS 열제거량 비교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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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  장기 냉각시 열전달계수에 따른 노심 출구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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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풀내부 소듐수위 변화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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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5  PSDRS 공기유량 변화 (평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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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풀내부 비대칭 유동 해석모델 개발 및 코드간 비교계산

KAERI가 개발한 전산코드인 SSC-K Ver.1의 원자로 모델은 풀 내부

에서 단일유로를 가정하고 있다. 실제 원자로 내부는 4대의 IHX와 전자펌

프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의 각 채널을 통과하여 고온 풀에서 합류한 소듐

은 원자로 내에서 대칭으로 배열된 4 IHX를 통과하여 저온 풀에서 다시 

합류한 후 노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로 안내관을 따라 펌프에 흡입된

다. 가압된 소듐은 펌프 출구에서 노심 입구 플레넘까지 연결된 독립된 4

개의 배관을 따라 노심으로 유입한다. SSC-K Ver.1은 이들 4개의 유로를 

하나로 모델링하여 과도사고를 해석하 다. 그러나 4대의 펌프 중 하나에

서 펌프 유량상실이나 또는 펌프 토출관 파단과 같은 사고는 해석이 불가

능하 다. 비록 SSC-K코드가 일차원 해석코드이지만 배관을 통한 비대칭 

유동의 해석은 가능하므로 코드의 적용성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모델

을 개발하 다. 

미국의 BNL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성 평가에서 풀 내부 비대칭 

유동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MINET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노심의 유동분포

를 계산하고 이를 SSC-L에 연계시겨 노심출력을 계산하 다. 이런 계산

방법은 여러 번에 걸쳐 두 코드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반복 수작업이 필

요하다. 위와 같은 해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SSC-K 코드의 풀 내부 유

동을 그림 3.2.1-26과 같이 두 개의 유로로 모델링하여 펌프가 손상되는 

유로와 정상펌프 유로를 분리하 다. SSC-K는 일차원 해석코드이므로 두 

개 이상의 유로는 무의미하다. 풀 내부 비대칭 유동모델을 SSC-K에 도입

함으로써 단일펌프 유량상실사고 뿐만 아니라 SSC-L에서는 다룰 수 없었

던 펌프 토출관 파단사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차원 고온 풀 모델과 

연계하여 IHX를 통한 비대칭 열전달 현상을 제대로 모의할 수 있다. 

비대칭 유동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BNL의 단일펌프고장 해석

방법론 및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이런 유형의 안전해석에 요구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 으며 비대칭 유동모델의 적용 해석범위와 한계 등을 정

의하여 해석모델 개발의 기준을 설정하 다 (권 민, 2001). 비대칭 유동모

델을 포함한 SSC-K Ver.1.2를 사용하여 시험 계산한 단일펌프 고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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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 예측한대로 계산되었으나 펌프 토출관 파단사고

는 펌프배관과 원자로 풀간에 질량 및 에너지가 교환되므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통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논리적으로 검증된 비대칭 유동모델이 포

함된 SSC-K의 사고해석 눙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ASSYS-1/ 

SAS4A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SSC-K 코드를 재수정하

다. SASSYS-1/SAS4A코드가 미국의 Applied Technology (AT) 범주에 

속하는 코드이므로 코드 운용에 제한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KALIMER 전자식펌프는 관성력이 없으므로 펌프 정지시 coastdown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가 필요하다. 

유량상실사고를 대비해 피동적으로 작동하는 GEM이 설계되어 있지만 

coastdown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심각한 사고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림 3.2.1-27에서 3.2.1-29는 ULOF/LOHS 상태에서 4대의 펌프 중 1대가 

coastdown을 실패하는 경우의 해석 결과이며 평형노심의 설계자료를 사

용하 다. 전자펌프는 특성상 펌프 자체의 유동저항이 없으므로 고장난 펌

프 유로는 단순한 배관 역활을 하게되어 역류가 형성된다. 정상적인 3대의 

펌프 유량은 다소 증가하지만 노심을 통과하는 전체 유량은 감소하므로 

일반적인 ULOF에 비해 심각한 사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첩된 다중고장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안

전해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3.2.1-27에 단일펌프 사고시 노심의 

출력 및 유량이 4대의 펌프가 동시에 coastdown하는 경우와 비교하 다. 

펌프 1대가 고장난 상태이므로 노심을 통과하는 유량이 감소하여 조기에 

GEM의 향이 나타나 출력이 감소하고 있다. 반응도 변화 결과와 핵연료 

상부 노드의 온도 분포가 그림 3.2.1-28과 3.2.1-29에 각각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핵연료 및 노심출구 소듐의 최대 온도를 계산한 결과가 그림 

3.2.1-30에 나타나 있으며 모든 노심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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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SSC-K Ver.1.2의 풀 내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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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단일펌프 고장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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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8  단일펌프 고장시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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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9  단일펌프 고장시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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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  단일펌프 고장시 핵연료 및 노심 출구의 최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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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듐 비등모델의 gas plenum, upper/lower shield 적용모델 개발

(1) 소듐 이상유동 모델의 개발 필요성

KALIMER 설계는 노심의 소듐 냉각재 입구온도는 530oC 이고, 운전

압력에서 소듐 비등온도는 대략 930
o
C 이상이기 때문에 소듐비등에 대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KALIMER는 충분한 안전 여유도와 

함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

계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비등발생 범위까지의 냉각재 온도상승을 고려하

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KALIMER에서 소듐의 비등과 이상유동 분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

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냉각재의 상(Phase) 변화는 열전달 효과의 감소

를 가져와 피복재 및 핵연료의 급속한 온도상승을 유발하므로 핵연료 용

융과 피복재 파손 가능성도 존재하며, 둘째 기포의 발생과 요동

(Oscillation) 외에도 액체의 노심 재진입에 향을 미쳐 급속한 반응도 변

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등과 기포 응축에 따른 압력 

동요 (Surge) 혹은 액체 냉각재와 용융 핵연료 사이의 반응에 따라 노심 

구조물이 파손하거나, 핵연료의 급속한 이동 결과로 노심 반응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현상의 분석은 KALIMER의 안전성 분석에 필수적이

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액금로에서 소듐비등은 기존 경수로의 비등과 비교하여 저압 하에 운

전되며, 표면장력이 크고, Prandtl number가 작기 때문에 현상적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존 경수로에 사용하던 이상유동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unn, 1974; Waltar, 1980). 

그림 3.2.1-31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경수로의 경우는 고압 하에 bubbly 

flow가 일반적인 이상유동 형태인데 반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

금속로에서는 그림 3.2.1-31의 오른쪽과 같이 slug 혹은 annular 유동형태

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듐비등에 따른 노심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소듐 이상유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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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1  Flow Regime 비교

 

그림 3.2.1-32  SOBOIL 

수치해석을 위한 Nodalization

fsw
few

∆

ρ

∆

(2)  소듐 비등모델 개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듐비등 모델, ‘SOBOIL’은 액체 slug가 기포에 

의해 분리되는 multi-bubble slug ejection 모델이며, 그림 3.2.1-32와 같이 

한 개의 기포 내 공간적으로 한 개의 압력과 온도가 정의되는 

homogeneous equilibrium 모델이다. 1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은 핵연료 역 

(fuel slug region)에만 적용한 관계로 핵연료봉 외의 다른 역 (예, 

upper gas plenum region)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 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했었다(그림 3.2.1-33). 따라서 2 단계에서는 이 점에 대한 추

가 검증 및 모델 개선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기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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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유로에 기포가 9개까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그림 3.2.1-34). 그림 3.2.1-32에서 보듯이 수치해석에서 고정 축방향 노

드 외에도 액체 slug와 기포의 경계면 이동을 고려하여 액체 slug 유동량

을 계산한다. 이때 액체 slug 상하 양단 기포압력이 액체 slug 유동량 계

산의 경계조건이 된다. 

기포발생은 액체 냉각재 온도가 사용자가 정의한 과포화온도 보다 높

을 경우 시작하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이때 기포의 압력은 액체의 과포

화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압력을 가정하므로, 액체의 포화압력에서 과포화 

만큼의 압력증가(pressure jump)가 일어난다. 기포의 크기는 초기 

(zero)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2.1-35는 이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한

다. 따라서 기포의 초기성장은 이 압력증가와 액체와 기포 경계면에서의 

열전달에 의해 결정된다. 이 후 기포의 압력과 온도는 기포의 에너지보존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이 식은 기포와 벽면사이의 열전달, 액체 slug와 기

포사이 경계면에서의 열전달, 그리고 기포 내부의 에너지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균형를 나타낸다. 

새로운 기포의 생성은 그림 3.2.1-36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지듯이 기존 

기포의 최소 간격 Smin 이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모델하 다. 근

본적 이유는 새 기포 발생은 기존 기포의 경계면 근처에서 일어날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생과 동시에 기존 기포와 응결이 발생하여 새 기포의 독립

된 성장이 표현되지 못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성장된 기포는 열전달 및 에너지 변화에 따라 응축될 수도 있다. 본 

모델에서는 기포가 일정 이하의 크기로 줄어들고, 동시에 에너지가 감소할 

경우 기포가 응축되어 소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3.2.1-37).  또한 두 

기포사이의 액체 slug 크기가 일정 값 이하가 될 경우는 두 개의 기포가 

합쳐 한 개로 합쳐지는 응결 (coalescence)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한다

(그림 3.2.1-38). 그리고 기포확장 시에는 기포의 질량증감과 응결발생의 

경우 소량의 잔여 액체 slug는 질량 및 에너지 보존을 위해 기포 주위의 

액체막 두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모델fld하 다.

다음 그림들은 KALIMER의 설계자료와 ULOHS시 SSC-K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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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건을 이용하여 노심을 해석한 결과로서 그림 3.2.1-39에서 3.2.1-42

까지는 핵연료 역에 적용한 결과이고, 그림 3.2.1-43에서 3.2.1-46까지는 

전체 노심 핵연료봉에 적용한 경우이다. 그림 3.2.1-39는 시간에 따른 기

포압력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초기 기포압력은 기포 발생점의 기포압력이 

액체 냉각재 압력보다 비등발생 조건에 해당하는 과포화온도 만큼 높기 

때문에 압력 jump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이 후에는 기포의 확장과 열전달

에 의해 압력이 변함을 나타낸다. 그림 3.2.1-40은 기포 성장에 대한 결과

이고, 초기 기포는 초기 압력 jump와 기포-액체 slug 경계면의 열전달에 

의해 서서히 증가한다. 기포가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 기포와 벽

면 사이의 열전달에 의해 급격한 기포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현상은 두 

번째 기포의 발생에서 (그림 3.2.1-41과 3.2.1-42) 확연하게 구별되며, 이러

한 결과는 모델에서 사용한 물리적 가정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2.1-43은 전체 핵연료 역에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이

며 비등은 유로의 압력강하 때문에 유로 출구에서 발생하고, 그림 

3.2.1-44와 3.2.1-45의 기포 압력 및 성장과정도 그림 3.2.1-39 및 3.2.1-40

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1-39와 3.2.1-40에서는 벽면 열전달

이 항상 피복재에서 냉각재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그림 3.2.1-43과 

3.2.1-44에서는 Upper Gas Plenum 역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그러나 핵

연료봉 내 열발생이 없기 때문에, 비등 뿐 아니라 응축에 의한 기포의 소

멸(collapse) 혹은 응결 (coalescence)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 역에서

는 그림 3.2.1-45에 보여지듯이 기포가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 벽면 열전

달에서 심한 수치 불안정성을 야기 시켜 균질모델 (homogeneous model)

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개발된 소듐비등 모델은 일반적으로 개발시 의도한 대로 

물리적 타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포가 커지면 기포 내에 압력강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기포 크기에 따라 기포 내의 

동적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온풀

과 같이 유동면적이 노심 유로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경우의 기포거동

에 대한 고려가 없다. 따라서 노심 출구에 기포가 존재할 때, 경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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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가 모두 극복되고 실험결과 

및 유사 다른 코드계산 결과와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

어 졌을 때, 이 모델은 물리적 의미를 가지며 안전해석의 실제적 일부를 

담당하도록 현실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2.1-33  KALIMER 핵연료봉



- 178 -

L iqu id  
S lug

L iqu id  
F ilm

L iqu id  
S lug

L iqu id  
F ilm

      그림 3.2.1-34  Multi-slug Ejection 모델

그림 3.2.1-35  초기 기포발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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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6  새로운 기포발생 모델

그림 3.2.1-37  기포의 응축

그림 3.2.1-38  기포 응결(Coalescenc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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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9  첫 기포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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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0  첫 기포 하부경계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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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1  두 번째 기포 열전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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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2  두 번째 기포 경계면 변화

3.625 3.626 3.627 3.628 3.629 3.630

0.156

0.160

0.164

0.168

0.172

0.176

0.180

Lower Interface

Upper Interface

H
ei

gh
t (

m
)

Time (sec)



- 182 -

그림 3.2.1-43  Incipient Boiling시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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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4  기포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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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5  벽면 열전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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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6  기포 하부경계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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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개선

액체금속로 노심은 일반적으로 구동연료, 블랑켓, 반사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집합체 종류별 출력 분포가 균질하지 않으므로 고출력의 구동

연료 집합체와 인접한 집합체, 주로 블랑켓 집합체간의 열전달이 중요하

다. 그림 3.2.1-47는 노심을 모의하기 위한 SSC-K 코드의 모델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정상상태시 두 개의 집합체 channel K1과 K2 

간의 열전달 모델을 설명한다.

그림 3.2.1-47  노심 모의를 위한 SSC-K 모델링

그림 3.2.1-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annel K1의 냉각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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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고, 따라서 냉각재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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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시된다.  이와 비슷하게 Channel K2의 냉각재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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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또한 Channel K1의 구조재에 대해서는

s v

n q ds q dV⋅ =ñ ñ  (3.2.1-6)

( ) ( ) ( ) ( ) ñ=−−−
1

,

1
,

2
,

1
,

12
,

1
,

1
,

1
,

K
jstV

K
jst

K
jst

K
jst

K
jss

K
jst

K
jc

K
jcs dVqTTUATTUA

 (3.2.1-7)

이 성립하고, 따라서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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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Channel K2의 구조재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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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식 3.2.1-1∼4는 각 axial level에서 동시에 풀어야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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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3.2.1-48  집합체간 열전달 모의를 위한 Channel K1과 K2



- 187 -

바. 개념설계 보호계통 분석모델 개발

KALIMER의 보호계통의 기능은 모든 가상적인 운전과도 및 사고상

태에서 원자로계통이 규정안전한계(specified safety limit)를 벗어나지 않

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안전한계는 제어불능의 방사능 누출을 제한할 목적

으로 심층방어 설계에서 고려된 다중의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운전변수들에 부과된다. 보호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

키는 안전설정치의 최고값은 원자로 계통이 안전한계를 벗어나기 전에 예

상되는 가장 심각한 비정상 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자동 복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안전설정치는 운전변수와 관련된 측정 및 계기의 불확

실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KALIMER 보호계통은 원자로 비상정지계통과 공학

적안전계통으로 구성된다. 보호계통은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운전원의 운전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운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정지장치는 보호계

통의 일부로 간주한다. 

현재 SSC-K의 보호계통 분석모델은 그림 3.2.1-49에서 보듯이 자동

과 수동의 2개 모드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49  SSC-K 보호계통 작동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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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모드

수동모드의 보호계통 모델은 여러 가지 정지계통을 작동할 수 있는 

운전자의 조치를 모의한다. 이를 위해서 SSC-K 사용자는 보호계통 모드

를 수동으로 변환해야하며 정지계통의 작동 시점도 코드 입력으로 제공해

야 한다. 이때 수동작동은 정지계통의 모든 곳에서 과도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SSC-K에서 수동모드 운전은 2개로 짝지어진 입력 변수에 의해 운전

된다. 즉, 수동 변환신호 (switch flag)와 수동작동 시간이 항상 요구된다. 

보호계통 운전이 수동변환으로 설정되었을지라도 수동 정지시간 이전에 

자동조건이 만족되면 보호계통은 자동으로 작동된다. 만약 가능한 자동작

동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코드 입력으로 조절되는 자동 작동시간을 길게 

지연해 놓아야 한다.

자동모드

SSC-K 보호계통의 자동모드에서는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sensor)와 

신호를 전달하는 전송기(transmitter) 간의 관계는 일차 근사 형태를 이용

하여 모델링되었다. 즉, 

Tm
dXm
dt
  =  Xa - Xm                              

(3.2.1-12)

여기서, Tm = 측정장치의 시간상수, (s),

   Xm = 측정된 운전변수,

   Xa = 실제 운전변수 값을 나타낸다.

측정장비의 시간상수는 일반적으로 실험적으로 결정되며, 측정장치의 특

성에 매우 민감하다. 모든 주요 운전변수는 보호계통에 의해 감시되고, 식 

(3.2.1-12)에서 주어진 측정된 신호는 원자로정지 부계통 (shutdown 

subsystems)에 의해 처리된다.  다음은 SSC-K 코드에 사용된 원자로 보호

계통의 트립함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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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 중성자속 

부계통은 아주 큰 양(+)의 반응도가 주입될 때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

생한다. 즉,

φ(t) m  ≥  φ max                                        (3.2.1-13)

여기서, φm(t)  은 측정된 중성자속의 크기이고 φ max  은 사용자가 명시한 

트립 설정치이다. 

② 일차냉각재 저 유량

부계통은 노심의 저 유량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즉,

W(t) m  ≤  W min                                        (3.2.1-14)

여기서, W(t) m  은 일차계통 냉각재펌프 출구에서 측정된 유량이고 W min  

는 트립 설정치 이다.

③ 소듐 노심출구 고 온도

부계통은 노심의 출구 고 온도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즉,

T(t) out,m  ≥  T out,max                                 (3.2.1-15)

여기서, T(t) out,m  은 노심 출구에서 측정된 소듐 온도이고 T out,max  는 트

립 설정치이다. 

④ 소듐 노심입구 고 온도

부계통은 노심의 입구 고 온도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즉,

T(t) in,m  ≥  T in,max                                   (3.2.1-16)

여기서, T(t) in,m  은 노심 입구에서 측정된 소듐온도이고 T in,max  는 트립 

설정치이다. 

⑤ 원자로 고온풀 소듐 고/저 액위

부계통은 원자로 고온풀 고/저 액위에 대해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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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m  ≥  L max     혹은   L(t) m  ≤  L min            (3.2.1-17)

여기서, Lm(t)  는 측정된 고온풀 액위를 나타내고 L max와 L min은 보호계

통 작동을 위한 최소 및 최대 액위를 나타낸다.

⑥ IHTS 고 압력

부계통은 IHTS의 고 압력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즉,

P(t) m  ≥  P max                                        (3.2.1-18)

여기서, P(t) m  은 증기발생기 shell 측의 상단압력이고 P max는 트립 설정

치이다. 

⑦ 격납용기 방사능 고 준위

부계통은 격납용기내 방사능 고 준위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C(t) m  ≥  C max                                        (3.2.1-19)

여기서, C(t) m  은 원자로 격납용기내에서 측정된 방사능 준위이고 C max
는 트립 설정치이다. 

실제 발전소 운전과 유사하게 보호계통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계기 및 

기계적 시간지연의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 시간지연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동 정지신호의 발생부터 정지 제어봉이 동작을 

시작하기까지의 지연시간이며, 둘째는 제어봉 동작시간에서 실제 원자로가 

정지되기까지의 지연시간이다. 이들 시간지연은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으

므로 사용자가 입력으로 제공하도록 모델링 하 다.

사. 결과처리 모듈 개선

(1) 개요

안전해석용 계통분석 전산코드인 SSC-K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과도 안전해석 결과처리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기존의 NPA4K(Nuclear Plant Analyzer for KALIMER)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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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성능을 개선하 다. SSC-K를 이용한 실시간 과도 모의 상태, 주

요 변수의 변화를 그래프 등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하 고,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시간 절감을 위해 Multi-Thread 기능을 추가하 다. NPA4K는 

액체금속로 계통도와 함께 주요 변수를 숫자 및 계기의 형태로 볼 수 있

도록 구성함으로써 과도분석 도중 이들 숫자 및 계기에 나타난 상태를 분

석하여 과도현상을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2.1-50). 

(2) NPA4K 프로그램 구조 및 특징

NPA4K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indows 환경에서 개발하 다. 

NPA4K는 그림 3.2.1-51과 같이 각 Unit들로 구성되어 있다. NPA4K 프로

그램을 초기화하는 초기화모듈, SSC-K를 DLL(Dynamic Link Library)로 

연결하는 SSC모듈, Time Interval을 조정하는 타임모듈, 그래프 변수를 

정하는 그래프 변수모듈, 그래프 Display의 저장과 프린트 역할을 하는 트

랜잭션모듈, Hot Pool의 부 화면을 띄워 부분별 온도변화를 색으로 표현

하는 확장모듈, Color Index에 색으로 표현하여 온도범위를 변경할 수 있

는 색인덱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PA4K 프로그램은 실행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Once-Through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Plant Mimic 화면으로 초기를 구성하여 과도 현상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고, 변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선택

한 변수를 X-Y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래프는 20

개까지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볼 수 있으며, 한 개의 그래프에 10개 변수까

지 동시에 그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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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PA4K 프로그램 기능

NPA4K의 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하여 액체금속로 안전해석용 

전산코드인 SSC-K의 수행, 정지 및 재가동,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결과

파일을 이용한 모의도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3.2.1-52). NPA4K는 

액체금속로 계통도와 함께 주요 변수를 숫자 및 계기의 형태로 볼 수 있

도록 구성하 으며, 과도분석 도중 이들 숫자 및 계기에 나타난 상태를 분

석하여 과도현상을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화살표 

움직임의 속도와 크기로 액체금속로 내의 Sodium 유동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사용자가 선택한 변수를 그림 3.2.1-53처럼 X-Y 그래프

의 형태로 확인하도록 개발하 다. 고온 풀 온도 범위를 사용자 편의대로 

변경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고온 풀 화면 변화를 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온 풀 내의 온도 분포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

다 (그림 3.2.1-54).

그림 3.2.1-52  결과 파일 모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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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3  변수 선택 및 그래프 화면

 

그림 3.2.1-54  고온 풀 온도 선택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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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도안전해석 코드간 예비 비교계산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기술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검증된 안전성 분석 

전산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전산체제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설계개념이 개발되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경우는 이미 상용화된 경수

로나 중수로의 경우와 달리, 일반화된 안전해석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 고유의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전산체제 확보가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선진국은 안전성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의 구축과 전산코

드의 검증을 위하여 장기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왔다. 국내에서 

액체금속로 안전성 분석 전산체제의 구축 및 검증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연구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

어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의 과도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코드 

개발을 위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계산의 신뢰성이 입증된 SSC-L (Guppy, 

1983) 코드를 도입하 다. SSC-L 전산코드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 (CRBR)의 PSAR 작성에 활용된 바 있고 미국의 BNL 연구소는 

GE의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ALMR)의 안전성 평가에 동 코드

를 사용하 었다. 그러나 SSC-L 전산코드는 산화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

과 루프(loop)형 원자로를 위하여 개발된 코드이므로 이 코드를  금속핵연

료를 사용하고 풀형인 KALIMER의 과도해석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KAERI는 SSC-L코드의 기존 모델에 대한 수정 및 보완과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 고유의 전산코드인 SSC-K (Kwon et al., 2002a)

를 개발하고 있다. 

KAERI에서 개발한 과도 안전해석 코드 SSC-K의 모델 및 계산 결과

의 검토를 위하여 미국 Advanced Energy Technology Inc. (AET)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SASSYS-1/SAS4A는 미국 국립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이 개발하고 많은 실험 데이터와 비

교 검증하여 국제적으로 코드의 신뢰성이 확보된 코드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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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SYS-1/SAS4A 전산코드는 Applied Technology (AT) 제약을 받는 

자료이므로 미국 외부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코드와 관련 자

료를 취급하는 데에도 많은 제한이 따른다. 

SASSYS-1/SAS4A를 해석에 사용하기에 앞서 SASSYS-1/SAS4A 

version 3.0 코드의 특성 및 주요 모델과 관계식을 검토 (Kwon, 2000b) 

하 다. KALIMER 전 계통을 그림 3.2.1-55처럼 모델링하고 KALIMER 

설계자료를 사용하여 SASSYS-1/SAS4A가 요구하는 입력자료를 생산하

다. 그림 3.2.1-55에서 원자로는 고온 풀과 저온 풀로 구분하 으며 저

온 풀의 downcomer는 피동 안전열제거계통 (PSDRS)을 모의하기 위하여 

양쪽 벽면에서 열전달이 되도록 모델링 하 다.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격납용기 외부의 좁은 환형 공간을 따라 공기의 자연대류를 통해 

붕괴열을 제거하는 PSDRS 계통도 역시 모델링 하 다. 증기발생기와 중

간열전달계통은 SSC-K와 비슷하게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2.1-56은 두 코드의 핵연료 채널을 비교한 것으로 가능한 비슷

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도록 노력하 다. KALIMER 설계자료의 부족으

로 전자식 펌프나 중간열전달계통 (IHTS) 부분은 SASSYS-1/SAS4A 코

드의 상세모델 대신에 단순모델을 사용하 으므로 추후 설계자료가 확보

되면 이들 모델을 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향은 UTOP 

계산에서 무시할 수준이다.  또한 SASSYS-1/SAS4A는 노심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세한 노물리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노심 반경

방향 팽창 및 제어봉 집합체 팽창을 고려하기 위하여 복잡한 노심 내부 

구조물의 상세한 설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KALIMER의 설계자료가 부족하므로 차선책으로 단순모델을 채택하거나 

SASSYS-1/SAS4A의 sample problem에서 사용된 값들을 참조하 다. 

KALIMER의 정상상태를 계산하는 basedeck (Kwon, 2000c)을 작성하

으며 KALIMER의 중요한 설계변수에 대해서 SASSYS-1/SAS4A의 정상

상태 해석 결과를 SSC-K 결과와 비교하 다. 집합체 압력강하 계산은 집

합체의 기하학적인 설계에 향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코드 계산에서는 

설계를 반 한 실험에서 얻어진 상관식을 사용한다.  SASSYS-1/SAS4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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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압력 손실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험 상관식을 SSC-K와 

같아지도록 그림 3.2.1-57와 같이 조정하 다. 블랑켓 집합체에서의 마찰

계수는 두 코드가 같은 상관식을 사용하지만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는 레

이놀드수에 따라 두 가지의 마찰계수 상관식으로 SSC-K의 모델과 비슷

해지도록 하 다. 그림 3.2.1-58, 59, 60은 고온 핵연료 집합체, 나머지 핵

연료 집합체, 내부 블랭켓 집합체에서의 온도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집합체 덕트와 소듐 및 피복재의 온도는 두 코드가 매우 비슷하게 예

측하지만 핵연료 중심온도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도차

이는 핵연료 내부 열전달 모델에서 채택하는 계산 노드와 핵연료 물성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산된 온도차이는 그림에서 보

듯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림 3.2.1-61, 62, 63은 고온 핵연료 집합체, 나머

지 핵연료 집합체, 내부 블랭켓 집합체에서의 압력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데로 SASSYS-1/SAS4A의 마찰계수를 조절하 으므로 두 코

드간의 계산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설계 값과 비슷하게 예측하 다. 

정상상태 계산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과도사고의 하나인 UTOP 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1-64는 노심 출력변화를 계산 한 것으로서 출력 

첨두가 발생하는 시점은 두 코드가 동일하게 16초로 예측하지만 첨두값은 

SASYS-1/SAS4A가 정상출력의 1.56배, SSC-K가 1.48배로 계산하고 있

다. 첨두 출력 이후 감소하는 모양의 차이는 두 코드간의 반응도 모델의 

차이에 기인한다. 출력변화의 차이로 인하여 계통의 열수력 거동 역시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65는 SASSYS-1/SAS4A의 반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

며 동일한 경우의 SSC-K 계산결과는 그림 3.2.1-66에 해당한다. 두 코드

가 서로 다른 반응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산한 각 반응도 성분의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SASSYS-1/SAS4A는 소듐 반응도를 

첨두출력 이후에 SSC-K 보다 다소 높게 계산하는 반면, 축방향 팽창 반

응도는 오히려 SSC-K보다 낮게 계산하 다. SASSYS-1/SAS4A의 반응

도 모델은 SSC-K 보다 상세한 입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계

자료 부족으로 공학적 판단이나 단순 가정을 사용하여 코드 입력들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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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으므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2.1-67는 고온 핵연료집합체에서 출력이 최대인 지점, 즉 핵연

료 하단에서 축방향 위로 6번째의 노드에서 계산된 핵연료 온도분포이다. 

SSC-K가 예측한 최고 온도는 1126 K이며 SASSYS-1/SAS4A는 이보다 

약 130 K 높은 1257 K로 계산하 다. 정상상태시 두 코드가 예측한 최고 

핵연료 온도는 그림 3.2.1-58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UTOP시 핵

연료와 피복재 및 소듐냉각재의 최고온도의 차이는 과도상태의 출력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온도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은 거의 비슷하다. 

그림 3.2.1-68과 그림 3.2.1-69는 고온 풀과 저온 풀의 온도 및 소듐액

위 변화이다. KALIMER의 두 풀은 열용량이 매우 크므로 두 코드간의 출

력 차이로 인한 풀의 온도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SSC-K 검증을 위

한 코드간 비교계산은 국제공동연구과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단계의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 단계에 계속적으로 깊이 있는 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3.2.1-55  SASSYS-1/SAS4A 해석을 위한 

KALIMER Nodaliz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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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56  SASSYS-1/SAS4A와 SSC-K의 노심채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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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7  집합체 마찰계수 상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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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8  정상상태시 hot assembly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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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9  정상상태시 driver assembly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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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0  정상상태시 inner blanket assembly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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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1  정상상태시 hot assembly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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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2  정상상태시 driver assembly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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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3  정상상태시 inner blanket assembly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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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4  UTOP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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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5  UTOP시 반응도 (SASSYS-1/SAS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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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6  UTOP시 반응도 (SS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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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7  UTOP시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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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8  UTOP시 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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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9  UTOP시 풀 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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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도안전해석 코드 사용자 지침서 작성

풀형 액체금속로인 KALIMER의 다양한 비정상 조건 및 사고를 분석

하기 위하여 최적열수력 전산코드인 SSC-K (Supper System Code of 

KAERI)를 개발하고 있다. SSC-K는 미국 BNL에서 루프형 액체금속로의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된 SSC-L을 기반으로 하여 KALIMER와 같은 풀형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재 SSC-K Vev.1.2 코드는 루

프형과 풀형의 액체금속로를 모두 모의할 수 있다. SSC-K는 과도상태의 

열수력, 핵 및 기계적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 시 노심과 냉각재, 

핵연료의 거동 및 구조물의 온도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 

SSC-K 사용자 지침서는 SSC-K를 위하여 새로이 개발된 여러 현상

학적인 모델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코드입력에 대한 설명과 변수

사전, SSC-K에 사용되는 서브루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

고 있다. 초기의 코드 사용자 지침서 Rev.0 (Kwon, 2000a)에 이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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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Rev.1 (Kwon, 2002a)은 초기 내용을 확대 보완하 고 Rev.0 이후 추가

로 개발된 모델들을 기술하고 있다. 풀형 원자로 열수력 계산을 위해 개발

된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모델을 2장과 3장에 설명하 으며 4장에는 중

간열전달교환기 모델에 대해서 기술하 다. 전자펌프 모델과 피동 붕괴열 

제거계통인 PSDRS 모델은 5장과 6장에 각각 기술하 다. SSC-K는 기존

의 기계식 원심펌프 외에 KALIMER 설계에 도입된 전자펌프 모델을 선

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7장에는 각종 반응도 궤환모델에 대하여 기술하

으며 8장에는 SSC-K에 사용되는 상관식 및 물성치에 대하여 기술하

다. 9장의 이차원 고온풀 모델과 10장의 장기냉각모델은 Rev.1에 추가된 

새로운 모델이다. BOP 모델을 위해 도입된 MINET 코드에 대한 설명은 

11장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SSC-K 코드의 예측능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계산 

결과에 의하면 개발된 SSC-K코드는 KALIMER 안전해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AET사와 국제협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코드

간 비교 계산을 통해서 SSC-K 코드의 종합적인 계산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족한 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수정 보완할 예정이므로 사

용자 지침서 역시 앞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차. Flow Blockage 분석 방법론 보완

Flow blockage는 액체금속로 집합체 내에서 생성된 debris나 핵연료

봉의 swelling 또는 bowing 등에 의해 일부 부수로의 유로가 막히는 현상

이며 이로 인하여 핵연료봉간 손상전파 (pin-to-pin failure propagation)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flow blockage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설계 및 안

전해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액체금속로 집합체에서 flow blockage 현

상이 발생하면 그 부근에서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듐 

비등이 일어나거나 피복재 건전성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부적이지

만 일단 flow blockage가 발생하면 사고 향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집합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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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주변 핵연료봉으로 사고가 확산되고 결국은 집합체간-손상전파사고

의 원인이 된다. 집합체간-손상전파는 다시 전 노심이 용융되는 심각한 

중대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단계 연구기간 동안에는 안전성 관점에서 flow blockage 현상 

및 최근의 액체금속로 설계에 있어서 flow blockage와 관련된 안전현안 

및 대책을 파악하 다. 이와 더불어서 flow blockage의 해석방법론 및 

sample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flow blockag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체계를 

수립하 다. 2단계 연구기간 동안은 flow blockage 분석기준을 구체화하여 

KALIMER 설계기준사고와 안전평가기준을 설정하 으며, flow blockage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코드체계를 검토함과 더불어 KALIMER 핵연

료 집합체에 대하여 flow blockage 결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변수

에 대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Kwon, 2001d). 

(1) COMMIX 코드 사용 방법론 개발

Flow blockage와 관련하여 많은 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여러 나라에

서 진행되어 왔으며 해석적 방법에 있어서 부수로 해석 (subchannel 

analysis)과 porous medium 모델을 이용한 해석으로 크게 구분한다. 부수

로 해석 코드로는 COBRA, THI3D, SABRE, ASFRE등이 있으며, porous 

medium 모델의 대표적인 코드로는 COMMIX-1AR/P가 있다. 이들 코드

는 단일 핵연료집합체 내부의 blockage 사고를 단상의 3차원 유동현상으

로 모의할 수 있다. 현재 KAERI에서 COBRA-IV-i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

하고 있는 부수로 해석용 MATRA-LMR 코드는 부분적인 flow blockage 

해석은 가능하지만, 수치 해석적인 문제로 단일 부수로 전체가 막히는 사

고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부수로 해석은 현재 핵연료 집합체 열수력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설계계산을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안전해석용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flow blockage 현상 해석에도 사용

되고 있다.

COMMIX는 다공성 (porous medium) 모형을 기본 수학적 모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복잡한 기하형태에서의 열유동장을 해석하는 전산코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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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MMIX 계열 코드 중의 하나인 COMMIX-1AR/P는 미국 DOE의 재

정지원하에 ANL에서 개발한 코드로서 자연대류의 수치적 안전성과 pool형 

원자로 해석을 위한 기기모델들이 확장되어 있다. KAERI의 액체금속로 유

체계통설계분야에서는 KALIMER 원자로의 pool 및 PSDRS 설계를 위하

여 국제협력을 통하여 COMMIX-1AR/P 코드를 ANL으로부터 도입하여 

설계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도입된 COMMIX-1AR/P코

드를 KALIMER 핵연료집합체의 flow blockage 해석에 사용하기 위한 가

능성을 검토하고 동 코드의 분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공성 모형 해석방법은 부수로 해석에서 가정하는 반경방향 운동량

의 근사적 처리와 반경방향 정보량의 단순화와 같은 제한조건이 불필요하

므로 계산이 보다 정확하고 코드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해

석 역이 커지면 계산시간이 길어지고 컴퓨터의 부하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COMMIX-1AR/P 코드는 이론적으로는 flow blockage 해석에 적용 

가능하지만 KALIMER 핵연료 집합체 해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약 10만개

의 계산 셀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까지 문헌조사 결과, COMMIX-1AR/P 코드는 소규모의 핵연료

봉을 갖는 실험장치에서의 flow blockage 해석에는 사용된 예가 있으나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계산에 응용된 예는 발견하지 못하 다. 더

욱이 부수로 해석코드에서 정의하는 하나의 부수로 (subchannel)를 여러 

개의 작은 셀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porous medium 방법을 사용

하는 COMMIX-1AR/P의 코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

산 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만약에 하나의 부수로를 하나의 계산 셀

로 대응하여 계산한다면 porous medium 보다는 부수로 해석코드를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인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Ninokata 교수는 COMMIX 계열의 코드는 실제 원자로의 flow blockage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문하 다 (권 민, 

2001b). 따라서 COMMIX-1AR/P를 271-pin으로 구성된 KALIMER 핵연

료집합체의 flow blockage 해석에 적용하려는 초기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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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COMMIX-1AR/P 코드의 이론 분석

과 코드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험은 장차 flow blockage 해석 전산코드

의 자체 개발 시 도움이 될 것이다. 

(2) KALIMER 해석기준

KALIMER의 안전허용기준은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의 방사선 피폭량

으로 정의되며 이는 flow blockage의 안전기준에도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는 모든 가능한 flow blockage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초기사고에 

대한 사고발생 확률을 PSA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모든 flow 

blockage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KALIMER 사고범주에 포함되는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를 선택하여 각 사고범주의 대표사고로 선정한다. 

KALIMER 개념설계에서는 PSA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PRISM과 다

른 원자로의 사례를 참조하여 각 사고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flow 

blockage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a) Infrequent Event (IE): 핵연료봉 

손상, (b) Unlikely Event (UE): 핵연료봉 번들간의 blockage, (c) Extremely 

Unlikely Event (XU): 대규모 외부 blockage.

설계기준사고 범주 내에서는 국부적인 내부 blockage만을 다루며 그 

크기는 인접한 6개의 부수로가 평판모양으로 막히는 사고로 정의하 다. 

이러한 설정은 KALIMER와 같은 형태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는 EFR

의 경우와 동일하다. 외국의 flow blockage에 대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wire-wrap을 spacer로 사용하는 핵연료봉 집합체 내에서는 6개 이상의 

부수로가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논리적으로 과도한 피복재 손상만 피할 수 있다면 집합체의 냉각성은 유

지된다고 볼 수 있다. 허용안전기준의 정의는 flow blockage를 조기 감지

하여 원자로를 긴급 정지시키고 이때 집합체는 냉각 가능한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용안전기준은 피복재 용융의 금지이며 이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집합체의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운전절차를 개발

하여야 한다. 

대규모 외부 blockage에 의한 flow blockage는 KALIMER 사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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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희박사고 (Extremely Unlikely Event; XU) 범주에 포함되며 한계

사고 (Bounding Event; BE)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허용안전기준은 국부

적인 집합체 손상이 전체 노심 용융사고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다. 

KALIMER에서는 잠정적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단

일 집합체의 용융이 주변의 6개의 집합체로 전파되지 않는 가상사고로 설

정하 다. 또한 BE로서 집합체 입구의 순간집합체입구 완전폐쇄사고 

(Total Instantaneous Subassembly Inlet Blockage: TISIB)를 채택하고 있

다. ISIB는 설계특성을 고려할 때 그 발생률이 매우 낮지만 flow blockage

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사고이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고

려되어야 한다. 사고 집합체에서의 용융물질이 집합체 외벽을 파손시켜 그 

향이 주변 집합체로 전파되면 피복재와 핵연료의 용융이 노심에서 대규

모적으로 발생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민감도 계산

본 해석을 위해 사용한 SABRE 코드는 국의 AEAT가 소유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KAERI는 SABRE의 실행파일과 제한된 코드입력 설명서

만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flow blockage 해석은 

계산 가능하 지만 blockage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이 수렴되지 않는 어려

움을 겪었다. 유로가 막히게되면 blockage 하류에 재순환 역이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역류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법이 요구되며 사고 경우마다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치해법 및 관

련입력을 조절 선택해 주어야 한다. SABRE 코드 자체가 경험입력을 많

이 요구하므로 계산이 복잡한 flow blockage 해석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 다.

코드 운용에 제한이 많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집합체의 설계변수

에 대한 flow blockage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 다. Flow blockage는 일반

적으로 blockage의 크기와 재질, 집합체 내의 blockage 위치, 핵연료봉 출

력, 그리고 냉각재 유속 등에 의해 좌우된다. 그림 3.2.1-70은 6 부수로가 

폐쇄되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blockage의 위치와 깊이에 따른 소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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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온도를 계산한 결과이며 이때 porosity는 0으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는 blockage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여도 소듐 비

등온도까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Blockage가 집합체 벽면에 

존재하여 저온의 벽면 향을 크게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lockage 위

치가 외곽 쪽으로 옮겨질수록 높은 첨두온도를 예측하 다. 

그림 3.2.1-70은 집합체 중앙과 최 외곽에서의 blockage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Blockage 두께에 따른 첨두온도의 향은 두께가 일정 값 이

상이 되면 그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보 다. 설계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blockage 크기에 대한 민감도 해석 결과 24-중앙 부수로 

blockage 경우에서는 그림 3.2.1-71에서 나타나듯이 소듐 비등이 발생하여 

핵연료가 손상되었다. Blockage 두께에 대한 첨두온도의 향은 6-부수로

의 경우와 비슷하 다. 그림 3.2.1-72와 3.2.1-73은 54-중앙 부수로가 폐쇄

되는 경우의 노심 출구 및 blockage 주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이 경우 

집합체 출구온도는 584℃로 계산되었으며 소듐의 최고 온도는 blockage 하

류의 재순환 역에서 발생하 다.

그림 3.2.1-70  6-부수로 blockage시 첨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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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1  24-부수로 blockage시 첨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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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2  KALIMER 54 subchannel central 

blockage시 집합체 출구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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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3  KALIMER 54 subchannel central blockage시 

blockage 주변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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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

가.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델 개발

(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HCDA 시 핵연료 및 소듐의 증기화(vaporization)로 

인한 일 에너지(work energy potential) 발생량을 계산하기 위해 해석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해단계 연구 내용은 다양한 일 에너지 해석모델을  

검토하고 금속 핵연료에 적합한 열역학적인 scoping 모델을 개발하여 

KALIMER 에 대한 예비 계산을 수행하는 한편, 핵연료/소듐의 반응으로 

인한 상세해석 코드인 SOCOOL-II (Paddila, 1971)를 설치․정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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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에너지 scoping 분석모델은 3단계 연구내용에서 노심용융 에너지방

출 분석용 전산코드인 SCHAMBETA (Suk, 2000)에 접합될 것이다. 그림 

3.2.2-1은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델 개발 연구의 흐름도를 보여 준다. 

(SCHAMBETA)

W ORK & ENERGY

SCAHMBETA-II

VENUS-II

SOCOOL-II

MELT-III

그림 3.2.2-1  소듐증기화 모델개발 연구흐름도

(2) Scoping 해석모델 

가상사고 중에 원자로 노심의 disassembly 중 혹은 후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계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 에너

지로 변환될 수 있는 열 에너지의 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에너지는 용융된 노심 물질 자체의 팽창, 또는 이들 물질과 냉각재 소듐의 

반응에 의한 소듐의 기화와 팽창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노심붕괴사고에 의한 손상에 대해 초기 연구들은 원자로 구조물에 

향을 미치는 일 에너지는 핵연료 물질 자체의 팽창에 의해 생긴다고 가정

하 다. 그러나, 대형 산화물 핵연료 노심이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고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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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로부터 소듐으로의 열전달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 에너지의 

가능성을 훨씬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Disassembly 후에, 핵연료는 계속적

으로 팽창하게 되고 결국 소듐 냉각재와 접촉하게 된다. 만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용융 및 기화된 핵연료로부터 소듐으로 급격히 전달된다면, 소듐

이 핵연료보다 훨씬 팽창계수가 큰 물질이므로 훨씬 많은 기계적 일 에너

지가 방출될 수 있다. 

소듐 팽창 모델링은 임의적으로 열역학적 모델과 유한 열전달율 모델

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의 열역학적 scoping 모델에서는 소듐 팽창 

중에 열전달율이 무한대 또는 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압력-부피 관계

식에만 따르는 소듐 팽창은 시스템의 지형에 무관하고, 열역학 방정식에 

의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유한 열전달율 모델에서는 열전달율이 핵연료

와 소듐내의 열전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형 제한이 열전달에 유효한 시

간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열역학 모델은 Hicks 와 Menzies 에 의해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핵

연료와 소듐의 순간적인 혼합과 무한대의 열전달율을 가정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Hicks, 1965). 그러므로, 핵연료와 소듐은 서로 혼합 후 순

간적으로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이 혼합체가 어떤 최종 압력으로 팽

창할 때 이 열적 평형상태는 지속된다. 팽창 중에 핵연료와 소듐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일 에너지는 간단한 수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때, 소듐과 핵연료 질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 에너지는 최대치를 

갖고, 이 최대치는 액체 소듐 전체가 기화했을 때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일정 값의 소듐 기화열 가정으로 임계점 이상의 소듐 가열 현상 기

술 불가,

    - 일정 값의 핵연료 비열 가정으로 핵연료 용융열 고려 불가,

    - 소듐이 핵연료와 열적 평형 상태까지 등-부피 과정으로 가열된다고 

가정했지만, 열적 평형 점은 기화 압력 곡선 위에 존재하므로 아냉 

액체 구간 처리 불가,

    - 소듐이 초기에 핵연료와 열적 평형상태까지 가열될 수 있지만,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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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소듐과 핵연료의 계속적인 열적 평형상태의 가정은 불합리 

(소듐의 부피는 핵연료 부피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

Hicks 와 Menzies 모델은 그것의 단순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어 왔지

만, 무한대의 열전달율 가정은 소듐 팽창의 후기 단계에서 매우 불합리하

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듐증기의 생성은 열전달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둘째로 핵연료의 부피는 소듐의 부피와 비교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모델을 개량한 “수정 Hicks-Menzies 모델” 이 개발되었는데, 이 

수정된 모델에서는 핵연료와 소듐이 초기 열적 평형에 도달한 후에는 서

로간의 열전달율이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Hicks & Menzies 해석모델은 핵연료와 소듐의 순간적인 혼합과 무한

대의 열전달율을 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절대온도가 Tf인 단

위질량의 용융연료와 온도가  Ts이며 질량이 m인 소듐냉각재가 혼합될 

때 혼합물의 평형 온도 T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m = (mcp,sTs + cp,fTf ) / (mcp,s + cp,f )                  (3.2.1-20)

여기서 cp,s , cp,f는 각각 소듐과 용융연료의 비열상수를 나타낸다.

핵연료와 소듐은 서로 혼합 후 순간적으로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

고, 이 혼합체가 어떤 최종 압력으로 팽창할 때 이 열적 평형상태는 지속

된다. 소듐 증기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소듐 팽창 중에 핵연료와 소듐

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듐의 단열 팽창에 의한 일 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W = (mcp,sTs + cp,fTf )( Tm - T ) - x( hfg - RT )       (3.2.1-21)

여기서 T 는 소듐증기 팽창 시의 온도이다. x, hfg는 소듐 증기의 질

량분율(quality) 및 증기화 열(heat of vaporization)이며 R은 소듐의 기체

상수이다. 

상기 식에서 일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소듐 증기의 질량분율(x)

을 알아야 하며, 이는 용융연료 - 소듐 냉각재 혼합물에 대한 다음의 관

계식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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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22)

이를 적분하면 

                                 (3.2.1-23)

이 된다.

상기 관계식들은 일단 모든 소듐 냉각재가 증기화 되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 즉 x가 소듐 질량 분율인 m에 도달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소

듐 냉각재가 모두 증기화된 이 후의 용융연료 - 소듐 혼합물의 단열 팽창

에 관한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2.1-24)

여기서 Cp,g 는 소듐 증기의 비열(constant-pressure specific heat)이

며, Tv는 x가 소듐 질량 분율인 m에 도달하 을 때의 소듐 증기 온도이

다. 소듐 냉각재가 모두 증기화 된 이 후에 발생하는 추가 일에너지는 윗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2.1-25)

여기서 Cv,g는 소듐 증기의 비열(constant-volume specific heat)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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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OOL-II

열역학 모델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SOCOOL-II 모델이 개발되었다 

(Padilla, 1971). 그림 3.2.2-2가 보여 주듯이, 이 모델에서는 가열되지 않은 

액체에 의해 둘러싸인 혼합 역에 핵연료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균

일하게 분산되고, 이 두 역간의 열전달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림 3.2.2-2  소듐 증기팽창에 대한 SOCOOL-I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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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위한 시간이 압력파가 가장 가까운 자유면까지 갔다가 돌아

오는 시간인 음향 주기 (acoustic period) 보다 더 짧으면, 가열된 액체의 

팽창은 정상적인 비등을 억제하며 고압을 발생하는 가열되지 않은 액체에 

의해 제한된다. 가열되지 않은 액체는 압축성 (compressible)으로 가정할 수 

있고, 가열된 역은 음향제한 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의 

팽창은 1 차원 음향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기화는 급격한 가열에 의

해 발생하는 압력이 충분한 팽창으로 경감되거나 희박파 (rarefraction 

wave)가 가열된 액체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압력 이하로 혼합 역내의 

압력을 급격히 감소시킬 때 생길 수 있다. 열전달을 위한 시간이 가열된 

역의 음향주기보다 길 때, 혼합 역은 관성 제한 하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

다. 가열되지 않은 액체는 비압축성 (incompressible) 이라고 가정할 수 있

고 시스템의 팽창은 뉴튼의 운동 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SOCOOL-II 모델에서의 열전달율은 소듐에 의해 동심원상으로 둘러

싸인 단일 원형 핵연료 입자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핵연료와 소듐사이

에서는 열전도 (heat conduction) 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내부 열 

발생이 존재하는 원형좌표에서의 포물선 열전도 방정식 (parabolic heat 

conduction equation) 을 핵연료와 소듐 접촉면에서의 열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푼다. 핵연료의 용융열을 포

함하여, 핵연료와 소듐의 시간에 따른 가변적인 특성들은 모두 고려된다.

압력증가율은 다음의 열역학 공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dP=( δPδT )VdT+(
δP
δV )TdV                                (3.2.1-26a)

또는,

dP
dt
=γV

dT
dt
-

1
βTV

dV
dt ,                           (3.2.1-26b)

여기서

γV=( δPδT )  = 열적 압력 계수                          (3.2.1-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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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T=-
1
V (

δV
δP )T  = 등온 압축성                      (3.2.1-27b)

이때 온도 증가율 (dT/dt)는 열전도 방정식으로, 압력 증가율 (dV/dt)는  

1차원 음향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SOCOOL-II 모델에 의해 계산된 열전달율과 팽창 일은 핵연료 입자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Hicks-Menzies 의 열적 평형 모델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를 으로 놓은 것이다. 소듐내의 UO2 입자 크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약 100 - 1000 μm 의 평균 지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된 일 에너지는 열적 평형 모델에 의한 값에 비해 훨

씬 감소된다. 그러나 만일 폭발파 (detonation wave) 가 생긴다면 위의 실

험결과에서 보다 더 작은 입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SOCOOL-II 전산코드는 산화물 핵연료 원자로에서의 중대사고시 용

융 핵연료와 소듐의 반응에서 기인한 일 에너지를 계산하도록 개발된 것

이다. 따라서, 금속 핵연료를 이용하는 KALIMER의 분석을 위해서는, 금

속 핵연료의 물리적 특성과 용융 금속 핵연료의 열적 특성 및 거동에 관

한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속 핵연료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요구되는 입력자료 :

    - 금속 핵연료의 고체상태의 열전도도, 도, C-P 열용량, 열 발생률

    - 금속 핵연료의 용융온도, 용융 금속 핵연료의 열전도도, 도, C-P 

열용량, 열 발생률, Heat of Fusion 

  ◦금속 핵연료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수정 

(Subroutine "PROP") :

    - 금속 핵연료의 열전도도 표현식

    - 용융 범위 내에서의 효과 열용량 (effective heat capacity)

    - 고체 금속 핵연료의 열용량 표현식



- 222 -

나. 천이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1) 개요  

액체금속로(LMFBR)의 가상 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s; HCDA)에 대한 노물리 및 열수력특성에 대해 2차원 해석이 가

능한 VENUS-II 전산 코드 (Jackson, 1972)는 Bethe-Tait 모델을 바탕으

로 도플러 궤환효과(Doppler Feedback)가 고려된 노심 팽창․붕괴(Core 

Disassembly) 단계에서의 온도, 압력 및 반응도를 계산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1972년 미국의 ANL에서 FORTRAN-IV를 이용해 개발된 

이 코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CDC7600 및 IBM3033에 사용할 수 있도

록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MS-Windows 운 체계의 DIGITAL Fortran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보완하 다. 특히 그래프 출력 및 입출력문

의 운용 방식을 MS-Windows 운 체계에 맞도록 개선하 으며, 그 결과 

Excel 및 Origin6.0 등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를 도식화 할 수 있었다. 

Sample Problem을 통한 보완 내용 시험 결과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여 충

분히 신뢰할 수 있었으며, DIGITAL Fortran을 이용한 VENUS-II 전산 

모사 코드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 다.

(2)  VENUS-II 코드 주요 보완사항

VENUS-II 전산 코드는 출력 및 중성자 에너지 분포 계산에 Doppler 

Broadening과 Material Motion이 복합된 동특성방정식(Point-Kinetic 

Equation)를 이용하며 그림 3.2.2-3과 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갖는다.

현재 NEA Database에서 상용화되어 1983년 5월 공개된 VENUS-II 

전산 코드는 IBM3033과 CDC7600 시스템에 맞도록 검증된 버전으로서 본 

검증에서 사용한 Source Code NESC0511_04는 CDC7600 시스템 버전이

며 각 파일의 설명은 표 3.2.2-1과 같다.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ource Code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NESC0511_04.001은 VENUS-2D DISASSEMBLY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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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COMPUTER PROGRAM” 이고, 파일 NESC0511_04.004가 

VENUS-II A TWO-DIMENSIONAL LMFBR DISASSEMBLY 

PROGRAM”의 제목으로 되어있다. 상기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한 결과 

VENUS-II의 경우가 VENUS-2D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VENUS-II

를 Source code로 선정하 다. 또한 파일 NESC0511_04.005은 "Drawme"

라는 이름으로서 FORTRAN 자체적인 그래프 출력을 위한 subroutine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 NESC0511_04.007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못

한 1980년대 초에 컴퓨터의 계산 용량을 늘리기 위한 부가적 파일로서 상

기 두 파일은 현재 Windows 운 체계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3  VENUS-II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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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소스 프로그램

파일명 내 용 비 고

NESC0511_04.001 Source 3011 records

NESC0511_04.002 Sample Input 291 records

NESC0511_04.003 Sample Output 5161 records

NESC0511_04.004 Source 3340 records

NESC0511_04.005 Plotting Routine 296 records

NESC0511_04.006 Sample Input 291 records

NESC0511_04.007 Overlay Cards 6 records

NESC0511_04.008 Sample Output 5161 records

(3) Sample Problem의 설명

VENUS-II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는 FFTF 모델의 원자로에서 가상의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 가정

    - 사고(Excursion) 동안에 소듐은 존재한다.

    - 핵연료 사이의 모든 공극(Void Space)은 노심용융이 끝나면 사라진다.

    - 소듐은 핵연료 외부의 모든 공간에 차있으며, 그 역의 초기온도는 

용융점 이상이다.

    - 소듐은 용융된 핵연료의 공간에 압축되지 않으며(Without being 

compressed) 치환된다.

    - 반사체(Reflector) 역은 최초 3.0%의 공극(void space)을 포함한다.

  ② 초기 조건

    - Power : 7.806×1011Watt

    - Reactivity : 1.09$

    - Reactivity Insertion Rate : 100$/sec

    - Point-Kinetics Parameters : β=0.00301, Λ=5.0×10-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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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자로심 도 및 체적 분율

     

Material Fuel S-S Na

Core
Volume fraction 0.333 0.252 0.39

Density(g/㎤) 10.0 7.92 0.85

Radial 

Reflector

Volume fraction 0.0 0.702 0.275

Density(g/㎤) 0.0 8.35 0.85

Axial Reflector
Volume fraction 0.0 0.582 0.39

Density(g/㎤) 0.0 8.25 0.85

Sample의 경우 그 계산 결과는 VENUS-II 전산 코드 지침서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FORTRAN-IV와 FORTRAN90과의 언어 차

이와 검증에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

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숫자 표현 방식에서 기존 예제의 경우, 예를 들어 5D3 이라고 사용

하나, 본 검증 결과 5E3으로 출력되었다. 이는 FORTRAN 언어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 기존의 CDC나 IBM 계열의 컴퓨터는 그 성능과 계산 용량의 한계

로 인해 Low-accuracy data는 정수로만 출력되고, High-accuracy 

data의 경우도 소수점 자릿수가 제한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Windows 운  체계에서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수점 8

자리 이하에서 매뉴얼의 output과 비교해 오차가 발생한다. 이 또한 

컴퓨터 성능의 차이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계산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필요하다.

    - Output 내용 중 그림 3.2.2-4와 같이 "Region specified in 

geometrical mock-up"의 역 번호가 출력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단지 모사 노심의 역 번호만 나타내는 부분으로 계산 결과의 오

차 여부와는 무관하나, Plotting 관련 서브루틴에 의한 Error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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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매뉴얼과 Sample 실행 후 Output의 차이

19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 

191.4  *************************************
!            !      !               !
!            !      !               !
!            !      !               !
!            !      !               !
!      3    !  6  !       9      !
!            !      !               !
!            !      !               !
!            !      !               !

14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5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1    !  4  !       7      !
!            !      !               !
!            !      !               !
!            !      !               !
!            !      !               !

0.0  *************************************

다. 초기단계 분석코드 설치 및 시험계산

(1) MELT-III 설치 및 시험 계산

(가) 개요

HCDA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 체계는 초기 단계(initiation phase), 천

이 단계(transition phase), 손상 평가 단계(damage evaluation), 및 사고후 

열제거 단계(post-accident heat removal phase)의 4단계로 분류될 수 있

다(그림 3.2.2-5 참조). 초기 단계 분석은 반응도 주입 혹은 냉각재 유량 

감소에 따른 핵연료 과열, 피복재 dryout, 핵연료 용융.재배치 등, 핵연료 

집합체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의 HCDA 초기 현상을 분석한

다. 대표적인 초기 단계 분석 코드로서는 ANL에 의해 개발된 SAS4A 코

드와  HEDL에 의해 개발되었던 MELT-III 코드 (Water, 197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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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HCDA 분석 단계

ACCIDENT  INITIATION
Intact  Sub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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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  FUEL  REMOVAL
Melt-out / Boil-out

DAMAGE  EVALUATION
Work Energy  /  System Response

POST-ACCIDENT  HEAT  REMOVAL

RADIOLOGICAL
CONSEQUENCES

당해 연구단계의 연구 목적은 OECD/NEA로부터 도입한 MELT-III 

전산코드를  pc platform에 설치하고 시험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MELT-III 계산은 정상 상태, 과도 상태, 핵연료 용융․재배치등의 독자적

인 3단계 계산이 순차적으로 행해진다. 

(나) 해석 모델 및 코드 구성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 시, 원자로 물리 및 열수

력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비보호과출력 사고(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심 붕괴(core disassembly)

가 시작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 

까지의 현상이 다루어진다. MELT-III 코드는 원자로 해석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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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노심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며 주냉각계통은 3개까지의 폐쇄 회로

(loop)에 의해 모사 된다. 주냉각계통은 시간에 따른 펌프 수두, 마찰 인

자, 관성 질량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원자로의 냉각유량은 펌프수두에 

의해 결정된다. 원자로심에서는 20 채널까지의 열전달 및 열수력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핵연료 역에서 축방향으로 20개의 노드 분할이 가능

하다. 핵연료봉 내에서의 열전달 계산을 위하여 12개의 연료 노드와 3개의 

피복재 노드 분할이 가능하다.

MELT-III 코드는 FORTRAN-IV로 작성되었으며 원래 UNIVAC 

1108 전산기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후에 CDC-6600 (CYBER-74)와 

CDC-7600 용으로 전환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OECD/NEA로부터 도

입한 코드는 CDC-7600 기종에서 SCOPE 2.1의 운 체계로 확인 및 시험

된 것이다. MELT-III 코드는 정상 상태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도 

상태 해석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2-6은 정상상

태 해석을 위한 주 프로그램 STEADY와 그와 관련된 부 프로그램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 프로그램 STEADY 는 정상상태시 온도 분포, 핵연료 

구조변화(restructiring)등을 계산하고 과도해석을 위한 자료를 통합한다. 

SIEX는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원래 독립적인 핵연

료 성능분석 코드로서 개발되었던 것이며,  핵연료-피복재 gap 

coefficient, 핵연료 기공도(porosity), 핵분열 기체 retention등의 핵연료 성

능 특성을 STEADY에 제공한다.   

그림 3.2.2-7은 과도상태 해석을 위한 주 프로그램 MELT와 그와 관

련된 부 프로그램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 프로그램 MELT는 word 

addressible file을 설정하고  부 프로그램 RUN 이 과도시 계산 시간 간격

을 조정하고 원자로 동특성을 점검하여 전체적인 계산 흐름을 주관한다. 

ORBIT는 과도시 노심 온도분포(ENERGY), 냉각재 유동율 및 압력

(MOMENT), 노심반응도 변화(REACT)등의 주요 계산 프로그램을 총괄

하고 핵연료 파손 시점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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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정상상태 해석 프로그램

STEADY

SIEXII

INPUT SPAGE

AFP

SINPUT

FSINTR

DELD

FISGAS

PPRES

CONMIX

S

T

RFIND

FSWEL

SPAGE

TERP

CON

CSINTR

HGAP

FSINTR

FISGAS

PPRES

DELD

STRESS

OUTPUT

CURVE

TPUT

DRAW
LINE

C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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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과도상태 해석 프로그램

MELT
RUN

FIRST

FINT

INTERF

ENERGY

MOMENT

ONDISK

CHAR

REACT

STEP

CENTER

TPUT

IWASH

PRESS

ORBIT

WRAPUP

XPLOTX

READ

(다) 주요 보완 사항

정상상태 해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정.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OMMON block(COM, COM1)  각 부프로그램에 삽입

    - Plotting 부프로그램 DRAW 삭제 및 관련 하부 프로그램 또는 

Function 삭제(SYMBOL, NUMBER, PLOT30, PLOT, CSCALE, 

AXIX, LINE)

    - STEADY 프로그램 수정 사항

      ∙CALL PLOTS, CALL PLOT 삭제, 161 -16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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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12) → WRITE(12,*) , 1076 -1077 행

      ∙IF(IPLOT.NE.0) CALL DRAW 삭제, 1153 -1154 행

      ∙IF(IPLOT.NE.0) CALL PLOT 삭제, 1156 행

      ∙READ(120) → READ(12,*), 1161 -1162 행

      ∙WRITE(14) → WRITE(14,*) , 1166 -1167 행

      ∙FORMAT 6060 삭제, 1406 행

    - SIEX : RETURN 삭제, 87 행

    - TPUT : dimension 변경

      ∙CORE(8230) → CORE(8437)

      ∙NTOP(2) → NTOP(100)

    - CURVE : dimension 변경, X(2),Y(2)  → X(100),Y(100)

    - LINE,CSALE 삭제

 

 (2) SAS4A 코드를 이용한 CABRI LTX 실험 분석

(가) 개요

LTX 실험은 액체금속로에서 저냉각 과출력(Transient Under- 

Cooling Overpower Accident, TUCOP) 사고 시 SCARABIX 핵연료의 손

상 메커니즘, 연료 핀 내에서의 용융연료 이동 및 손상 후의 용융연료 재

배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CABRI RA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0년 

3월 수행되었다 (Suk, 2001). LTX 실험에서의 과도상태는 냉각재 유동률

을 감소시켜 냉각채널 출구 온도가 과냉각 상태인 893℃에 도달할 때, 원

자로 출력을 급상승함으로써 촉발되었다. 핵연료 용융 전에 피복재의 파손

이 발생하 으며, 이러한 핵연료 피복재의 조기 파손은 핵연료봉의 과도한 

bending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복재 파손과 함께 방출된 핵분

열 기체로 인해 냉각채널은 증기화되고, 이어서 용융연료가 냉각 채널에 

분출되어 재배치되는 거동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SAS4A 코드를 활용하여 LTX 실험 결과를 해석하

다. SAS4A 코드는 핵연료 용융 전에 피복재가 파손되는 조기파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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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활용에는 그다지 적절치 못한 전산코드이나 피복재 파손 시간과 

위치가 입력자료로 주어질 경우 그 이 후의 용융연료의 거동은 잘 모사되

었다. 본 연구 결과 피복재의  조기파손 시의 상세한 메커니즘은  파손 후

의 전반적인 용융연료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CABRI 실험프로그램

CABRI 실험 프로그램은 현재 불란서의 CEA, 독일의 KfK, 일본의 

JN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로서, 1978년부터 다음과 같이 4개

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수행되어 왔다.

    - CABRI-1 (1978 - 1987) : 32종의 초기단계 출력폭주 실험 수행

    - CABRI-2 (1987 - 1992) : 12종의 초기단계 출력폭주 실험 수행

    - CABRI-FAST(1992-1996): 8종의 fast transient test수행(high 

margin to failure of the annular fuel)

    - CABRI-RAFT(1996-    ): 11종의 천이단계 시험 수행(노심 용융물

질내에 열전달 및 momentum coupling)

 CABRI 원자로 및 실험설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정상 출력 20 Mw/Fast transient (up to 200 MJ)

    - Driver Core : 40 UO2  집합체, 6개의 Hf 제어봉, 4개의 transient 

rods

    - In-pile test loop/ Instrumentation

 

(다) SAS4A 전산코드

70년대 ANL이 집중 개발한 LMFR HCDA 초기단계 해석용 코드체

제로서 SAS, SAS2A,-3A, -3D, SAS4A등으로 확장 개발되었으며, 80년대 

이후, CABRI 프로그램 일환으로 불,독,일에 의해 개선 및 검증 작업이 진

행중에 있다. 주요 모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SHTR : 정상상태 시 열전달 및 냉각재 유동

    - DEFORM-III : 정상상태 및 과도시 핵연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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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CLO : coolant dynamics

    - PRIMAR-4 : primary loop

    - TSPK : flux amplitude

    - TSBOIL : coolant boiling dynamics

    - PLUTO2 : nonvoided pin disruption

    - LEVITATE : voided pin disruption

(라) LTX 실험 특성 및 결과

CABRI LTX 실험은 CABRI-RA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0년 3월

16일 불란서 CEA Cadrache에서 수행되었다.  시험 핵연료(test pin)는  

단일 SCRABIX 연료핀으로서  21.4% Pu/U+Pu 의 조성비를 가지는 

Annular MOX 이며 원형로 Phenix에서 최대연소도 6.4 at.% 까지 조사되

었다. CABRI LTX 실험특성 및 결과는 다음의 표에 기술된 것과 같다.

표 3.2.2-2  LTX 실험특성 및 결과

Test Series  LTX

Fuel Type Scarabix-CABRI

Fissile length (mm) 750

Pin diameter (mm) 8.5

Po (W/cm) 507

Na Temp. at BFC (℃) 400

Na Temp. at TFC (℃) 580

Energy at end of pre-pulse(480ms) (J/g) 499

Energy at 720ms (kJ/g) 1.10

Energy at 1.2s (kJ/g) 1.22

TOP Trigger (s after LOF onset) 18.457

TFC Na Temp. at TOP onset (℃) 893

Boiling onset (ms after TOP onset) 407

Pin failure (ms after TOP onset)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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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3.2.2-8은 LTX 실험의 과도출력 변화와 관련하여 실험 

자료와 SAS4A 코드의 입력자료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유량 상실

(LOF) 사고 모의 후, 핵연료 상단부에서 소듐 냉각재 온도가 893℃ 에 도

달하 을 때 원자로 출력을 급격히 증가시켜 543ms 에 최대 출력에 도달

하도록 과출력 상태를 모의하 으며 1.2 초 후에 과도상태는 종결되었다.

그림 3.2.2-8  LTX 과도출력(TOP) 출력변화

(마) SAS4A 해석기준/Pin Failure Criteria

     - Cladding Failure & Gas Blowout

　 . Axial Location : 60 cm BFC(Bottom of Fissile Column)

　 . Time : 460 ms/ TOP

　 . Basis : Sodium Flow Rate/ TC Measurements

     - Molten Fuel Ejection

　 . Areal Melt Fraction at Failure Nod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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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pret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DT Event at 526 ms

    TC Rupture

    PTE Results

     - Fuel Disruption

　. Areal Melt Fraction : 20%

　. Cladding Temperature : 1,250℃

 

(바) 해석결과

SAS4A 코드는 LTX 실험에서 피복재의 기계적 파손 후의 현상을 잘 

모의하 다. 특히 소듐 채널의 voiding 과 이로 인한 연료봉의 가열, 용융

연료의 분출 및 재배치 현상을 잘 모의하 다.

LTX 실험 해석을 통하여 용융연료의 거동은 피복재 조기 파손의 상

세한 메카니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용융연료의 mobility는 핵연

료 엔탈피에 비례한다는 SAS4A 코드에서의 가정이 합리적임을 보 다.

그림 3.2.2-9  소듐 void fron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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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Void front/melt front 비교

라.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 방법론 분석

(1) 개요

원자로 안전의 주요 관점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노심용융을 미연

에 방지하느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개의 핵연

료가 용융되는 사고들이 있기는 하 지만 노심 붕괴, 원자로 용기 용융, 

격납용기 파손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환경 유출 사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용융된 노심의 

제어 및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Core Catching Device에 대한 많은 

개념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Core Catching Device는 원자로 내의 설

치되는 위치와 노심용융 물질의 냉각 및 제어에 사용되는 메카니즘에 따

라 그 구조와 재질이 달라질 수 있다(Kazimi, 1978, Lewis, 1977). 본 보고

서에서는 이러한 Core Catching Device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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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서 이를 적용한 액체금속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KAERI에

서 개발 중인 액체금속로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Core Catching Device의 종류와 특성

표 3.2.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Core Catching Device의 설치 위치는 

크게 나누어 원자로 용기 내부, 원자로 용기 외측 하단부, 원자로 용기 아

래로 나뉘어지며, 설치 위치에 따라 Core Catching Device의 구조 및 역

할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표 3.2.2-3에 각각의 개념 설명과 장단점 

그리고 적용된 원자로를 나타내었다.

Catcher tray

Catcher tray는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Core Catching Device

이며, 핵연료 및 노심이 용융되면 그 용융된 물질을 포획하여 주위의 냉각

재에 의해 냉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tray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tray는 용융물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포획된 

용융물의 두께가 커짐으로 인하여 tray나 기타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열적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또한 용융된 핵연료가 재임계 되는 가

능성도 배제하기 위함이다.

Catcher tray 개념은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는 풀형 액체금속

로에 대해 적용성이 가장 크며, 그 이유는 원자로 용기 내에 남아있는 냉

각재의 양이 루프형보다 많기 때문에 냉각재 자연대류에 의한 용융물로부

터의 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Fontana, 1971). 이러한 개념도를 그림 

3.2.2-11에 도시하 다. 또한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가스 냉각 원자로

에서는 잔열제거 능력 측면으로 볼 때 이의 사용이 부적절하며, 특히 경수

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와 같은 design 

basis accident를 가정하기 때문에, 용융 물질을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재

가 손실된 상태이므로 이의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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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d crucible

표 3.2.2-3와 같이 cooled crucible은 원자로 용기 외측 하단부에 설치

하는 Core Catching Device를 지칭하며 원자로 용기의 일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cooled crucible은 원자로 용기 외측 하단부에 착시켜 또 다

른 능동적 냉각 시스템에 의해 냉각이 되는 Core Catching Device로 열전

도도가 매우 낮으며, 고온에서 내구성이 강한 ThO2, depleted UO2, MgO, 

Graphite와 같은 재질로 구성되어진다. 이 crucible은 고온의 노심용융 물

질이 원자로 용기를 뚫고 나오는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노심

용융 물질로부터 아래쪽으로는 열전도에 의해 crucible로 열전달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로부터는 crucible을 냉각시키는 강제 냉각 계통에 의해 열 

제거가 이루어진다. 또한 용융 물질로부터의 열은 복사에 의해 원자로 용

기 상부 steel liner로도 전달되어져 liner 냉각 계통에 의해 열이 제거된

다. 이러한 cooled crucible 개념은 액체금속로 뿐만 아니라 가스 냉각 원

자로와 경수로 모두에서 적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용 예로서는 NaK로 

냉각이 되는 crucible이 원자로 용기 하단부에 장착된 SNR-300을 들 수 

있다.

그림 3.2.2-11  소듐 풀에서의 Catcher t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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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Core catcher 종류에 따른 특성

Catcher Trays Cooled Crucibles Sacrificial Beds

Features

-Spread out and cool 
the core debris by 
the surrounding fluid
-Preferable in-vessel 
system

-Contain and cool the 
core debris 
indefinitely 
-In-or ex-vessel 
system

-Contain and cool the 
core debris 
indefinitely 
-Ex-vessel system

Location
-Within the reactor 
vessel

-As an integral part 
of the reactor vessel

-In a sump below the 
reactor vessel

Typical 
configuration

Advantages

-Low-temperature 
system 
-Dispersal of 
fragmented core 
debris

-Defined containment 
of molten core debris
-Limited upward heat 
flux

-Potentially passive 
system

Disadvantages

-Active cooling 
system required for 
sodium pool
-Uncertain core 
debris dispersal

-Active cooling 
system required

-High cost if UO2 or 
ThO2 are used
-Large cavity size 
required

Uncertainties

-Distribution of 
fragmented particles 
in trays
-Structural feasibility

-Effect of initial 
transient conditions 
on structural stability
-Dispersion of debris 
and debris size

-Mixing
-Distribution of heat 
fluxes
-End of melting 
process

Applicability -LMR -LMR, LWR, HTGR -LMR, LWR, HTGR

Equipped 
LMR

-FERMI, PFR, 
SNR-300, 
Super-Phenix, 
CDFR, FFTF*, 
CRBRP**

-FERMI, SNR-300
-SEFOR, FFTF, 
CRBRP

* Debris cooling in core support structure dome and above thermal baffle, but no
  special provisions
** Some small amount of debris cooling on reactor internal structures, but no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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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ificial bed

표 3.2.2-3과 같이 sacrificial bed는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된 sump 

내에 장착되어지며, 능동적 냉각 계통이 없는 completely passive 

sacrificial bed와 bed의 외측이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는 passively 

cooled sacrificial bed, bed의 외측이 강제 순환에 의해 냉각되어지는 

actively cooled sacrificial bed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Sump 내에 설

치된 sacrificial bed 위로 고온의 노심용융 물질이 떨어지면, 이 용융 물질

은 bed 사이로 분산되어 일차적으로 bed가 가지고 있는 열용량에 의해 열 

제거가 이루어지며, 그 구성에 따라 자연대류 혹은 강제 순환에 의해 여분

의 열이 제거된다. 따라서 sacrificial bed는 bed 안으로 노심용융 물질이 

잘 분산될 수 있는 물질과 구조로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개념의 대표적인 

예는 SEFOR로서 원자로 용기 45ft 아래 소듐 캐치 탱크가 설치되고 이 

내부에 용융 물질 분산 고깔(dispersion cone)이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개념도를 그림 3.2.2-12에 도시하 다.

그림 3.2.2-12  Sacrificial bed형 노외 설치 Core C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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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e Catching Device의 적용 현황

노심용융 물질의 제어와 냉각에 사용되는 Core Catching Device 중 

tray 형태의 개념은 주로 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졌다. 

Sacrificial bed로 사용되는 물질과 이의 냉각 계통에 대한 연구 또한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독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다

중 개념을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Core Catching 

Device를 설치하기도 한다.

표 3.2.2-4에서 액체금속로에서 채용되고 있는 Core Catching Device

의 현황을 소개하 다. Core Catching Device의 장착 현황을 살펴보면 

EBR-I,II, Rapsodie와 같이 Core Catching Device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원자로와 DFR, PFR, CDFR, Super-phenix와 같이 원자로 용기 내 Core 

Catching Device를 갖춘 원자로, SEFOR, Phenix와 같이 원자로 용기 외

에 Core Catching Device를 갖춘 원자로, 또한 원자로 용기 내외에 모두 

Core Catching Device를 갖춘 FERMI-I, FFTF, CRBRP, SNR-300과 같

은 원자로로 구별할 수 있다.

3. PSA 방법론 및 전산체제 개발

가. 초기사건 빈도계산방법 연구

(1) 개요 

당해 연구기간 동안 액체금속로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초기 사건의 도출 및 빈도 계산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 다. 초기 사건이란 원전에 과도 현상을 유발하여 

발전소 정지를 초래하는 모든 비정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PSA에서 

사건 수목을 구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액체금속로는 기존의 경

수로 및 중수로와는 전혀 다른 설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초기 사

건의 종류도 기존의 PSA에서 고려되었던 것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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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바, 액체금속로 특유의 초기 사건을 도출하는 방법 및 이들 

초기 사건의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액체금속로 초기 사건의 도출 방법 

초기 사건이란 PSA에서 분석되는 사고의 시작점을 말하며 사고는 원

전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상 신호등으로 제어

봉이 삽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PSA의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가장 중

표 3.2.2-4  액금로에서의 core catcher 채용 현황

Reactor Provisions

EBR-Ⅰ None

EBR-Ⅱ None

FERMI-Ⅰ
In-vessel Zirconium meltdown pan

Ex-vessel Graphite crucible below vessel with primary shield tank

SEFOR Ex-vessel
Sodium catch tank 45ft below vessel. Fuel dispersion cones 
below vessel and in catch tank

FFTF
In-vessel

Debris cooling in core support structure dome and above 
thermal baffle, but no special provision

Ex-vessel Steel lined cavity

CRBRP

In-vessel
Some small amount of debris cooling on reactor internal 
structures, but not special design provisions

Ex-vessel
Lined and insulated reactor cavity, vented pipe chase and 
ex-containment cooling-venting purge system

PRISM

DFR Fuel dispersion cone and melt tubes to bedrock

PFR Single layer of trays within tank: capable of retaining seven assemblies

CDFR Three layers of trays within tank: retention capacity for entire core

Rapsodie None

Phenix External cooled outer vessel

Super-Phenix In-vessel catch trays, external cooling of safety vessel

SNR-300
In-vessel Catch trays in lower plenum

Ex-vessel High-temperature crucible with NaK cooling

USSR Reactor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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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점은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발전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 하여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분석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초기

사건의 정의 및 식별 과정을 통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한다.

기존의 가압 경수로 및 중수로 PSA에 있어서는 앞서 수행된 많은 

PSA를 통하여 초기 사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 PSA는 

세계적으로 수행된 예가 극히 적으며, 또한 기존 가압 경수로 및 중수로와 

많은 설계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PSA에서 나타나는 초기 사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PSA를 위한 초기사건 도출 및 정

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초기사건의 식별을 위하여 보통 다음 3가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

으로 사용하여 초기사건 선정에 완벽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경험적 평가 (Comprehensive Engineering Evaluation)

② 논리적 평가 (Logical Evaluation)

③ 고장모드 효과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경험적 평가 방법은 과거에 검토대상 발전소나 타 발전소에서 발생하

던 사고 또는 타 발전소 PSA 보고서에 나타난 사고들을 평가하여, 검

토대상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논리적 평가 

방법은 사건수목 분석 시에 사용하는 고장수목의 논리적 모델을 다량의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발전소 안전성 관점에서의 정점 사건 등에 적용하

여 논리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PSA 

Procedure Guide (NUREG/CR-2300) 에서는 정점사건을 "Excessive 

Offsite Release"로 하여 모델을 세웠으며 이를 "주 논리도 (Master Logic 

Diagram)" 라 명명하 다. 

초기사건의 도출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고장모드 효과분석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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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건 도출방법은 발전소 사고의 정점사건인 안전기능, 1차안전계통 

(Front-Line System) 등에 관심을 두고 경험 혹은 논리적 모델을 통하여 

정점하향식 (Top-Down)으로 초기사건을 도출한다. 그러나 FMEA는 상기

방법과는 반대로 발전소 사고의 하부구조 즉 전기공급 계통, 계측설비 등

과 같은 보조계통 (Support System)등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고장으로 인

한 향을 정성적으로 (필요시 정량적) 분석하여 기점상향식 (Bottom-Up)

으로 초기사건을 도출한다.  FMEA는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것 이외에도 

주요 계통이나 안전기능간의 상호작용, 쉽게 알기가 어려운 보조계통 

(Support System) 들 사이 혹은 보조계통과 1차 안전계통 사이의 상호작

용 등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액체금속로 PSA는 세계적으로 수행된 예가 극히 적으므로 액체

금속로 PSA를 위한 초기 사건을 도출함에 있어 경험적 평가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은 제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MEA 방법은 발전소의 

상세한 설계 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액체금속로의 설계 수준에서는 사용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초기 사건의 도출을 위하여 

가장 사용이 용이한 방법은 MLD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액체금속로 초기 사건 빈도의 정량화 방법 

초기사건이 선정되면 각 초기 사건의 발생 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초기 사건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사

용된다. 

① 경험 자료 사용 방법 

② 카이스퀘어 평가 방법 

③ 고장 수목 분석 방법 

경험 자료 사용 방법은 과거의 운전 경험으로부터 유사한 사건이 많

이 발생한 경우, 이들 사건의 발생 빈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해당 

초기 사건의 발생 빈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카이스퀘어 평가 방법은 과

거에 발생 빈도가 많지 않았던 사건의 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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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즉, T는 총 관측시간, n은 발생한 사건 수를 의미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초기 사건의 빈도를 계산하게 된다. 

사건 발생간격이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

평균 발생간격의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θ = T/n

따라서 발생률의 MLE는

λ = 1/ θ = n/T

이 된다. n=0인 경우에는 MLE 대신에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치

를 이용하게 된다.

λ =
χ20.5(2n+1)

2T

예를 들면

λ =
χ20.5(1)

2T
=
0.454936
200

= 2.275E-3  ; T= 100인 경우

λ =
χ20.5(1)

2T
=
0.454936
34

= 1.338E-2  ; T= 17인 경우

이다.

사건 발생간격이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

평균 발생간격의 90%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T

χ
2
0.95(2n+1)

,
2T

χ
2
0.05(2n+1)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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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2T

χ20.95(2n+1)
≤θ≤

2T

χ20.05(2n+1) ] = 0.9

이 되며 발생률은 λ = 1/θ이므로, 사건 발생률의 90% 신뢰구간은

[ χ
2
0.05(2n+1)

2T
,
χ
2
0.95(2n+1)

2T ]
이 된다.

고장 수목 분석 방법은 경험 자료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계산하기 위한 고장 수목을 수

정하여 이용불능도 대신 해당 계통의 고장 빈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액체금속로의 운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위의 3가지 방법 

중 액체금속로의 초기 사건 빈도 평가에 사용 가능한 방법은 고장 수목을 

사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배관 손상 빈도 평가 방법

기존의 원자로 PSA에서는 배관과 같은 피동 SSC (System, 

Structure & Component)의 손상 빈도가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나, 액체금속로 PSA를 위해서는 이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피동 SSC로 배관을 선정하여 이의 손상 빈도 평가 방법

을 연구하 다.

피동 계통에 의한 초기사건을 PSA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피동 SSC 선정

원전의 운전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에 향을 미치는 

피동 SSC의 파손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피동 SSC

에 의한 초기 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이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피동 SSC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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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장률의 함수화

피동 SSC의 고장은 주로 노화에 따라 발생하므로 피동 SSC의 고장에 

따른 초기 사건의 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동 기기 SSC의 고장률을 

시간의 함수로 설정하여 노화에 의한 고장률의 변화를 반 을 해야 한다.

(다) 기기간의 상호 의존성 고려

동일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간에도 같은 종류의 노화 기제

(Mechanism)에 의한 기기 손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라) 시험 및 정비효과 반

시험이나 정비로 인한 효과는 기기의 노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반

면 너무 빈번한 시험 등은 도리어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선형함수의 고장률 (Linearly Increasing Failure Rate Model)

선형 고장률 모델은 기존 PSA에서 상수로 처리한 기기 고장률에 노

화를 고려한 고장률 인자를 첨부한 모델로 Vesely는 다음과 같이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선형 고장률 모델을 제안하 다.

λ ( t ) = λ 0 + α× t

여기서,

λ(t): 기기 고장률

λ0: 노화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 (random) 고장률

α: 노화 요소 

 t: 기기운전년수

이다.

이 모델은 방법이 단순하여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세계

에서 실제로 선형 고장률 모델을 적용할만한 환경이 많지 않다. 또한 노화

로 인하여 기기에 누적되는 손상률은 선형이라 할지라도 노화로 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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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체의 고장률은 선형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실세계의 적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에 대한 고장률의 함수를 선형모델 대신 지수분포 모델이나 Weible 

분포 모델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잡한 모델

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선형모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고장 자료가 요구

되나 실제 노화로 인한 고장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

신뢰도 물리 모델

신뢰도 물리 모델은 피동 계통의 고장을 별도의 기본 사건으로 모델

하여 고장 및 사건 수목에 반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신뢰도 물리 모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기기별 노

화로 인한 기능 저하 기제의 파악이 단순하지 않다. 기능  저하 기제를 효

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기 고장이나 기능 저하의 현상과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기의 재료 특성 및 관련 변수의 

운전 조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도 물리에 의한 고장확률 계

산 시 Load (Stressor)와 Capacity (Strength)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액체금속로에 특유한 배관 파손에 따른 초기 사건

의 빈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서 채택한 신뢰도 물리 방법은 현재까지 냉각

수가 경수나 중수인 경우에 FAC에 의한 배관 손상 현상만을 다루고 있으

므로, 신뢰도 물리 방법을 액체금속로 PSA에 적용하여 피동 SSC에 의한 

초기 사건의 빈도를 정량화 하기 위하여서는, 나트륨에 의한 배관 손상 기

제의 파악, 관련 자료의 생성 및 노화 현상의 물리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액체금속로의 주요 기기에 대한 노화의 향을 PSA에 반 하

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액체금속로 PSA를 위한 초기 사건 빈도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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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분석 (Root-Cause Analysis)

액체금속로에서 노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해서 근본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근본 원인 분석이란 예를 들어 배관의 기능 저하

의 원인을 누수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배관의 침식부식 

(Erosion-corrosion)에 의한 기능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출하는 분

석으로 효율적인 기능 저하 기제의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노화 데이터베이스 및 물리 모델 구축

또한, 파악된 기능 저하 기제에 따른 배관의 노화 실험을 수행하여 

관련 자료를 생성하고 KWU-KR 모델 같은 노화 현상의 결정론적 물리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계통 신뢰도 예비평가

KALIMER는 피동 잔열 제거 계통과 같이 주요 안전 계통으로 피동 

계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KALIMER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동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

와 있는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 KALIMER에의 적용

성을 연구하 다.

(1) 피동 계통 신뢰도 평가의 기술 현황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정

립된 방법이 없으며, 현재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Hill,1992, IAEA,1996). 이는 

세계적으로 피동 계통을 갖는 원전의 설계 혹은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KALIMER는 PSDRS와 같이 주요 안전 계통은 피동 계통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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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따라서, KALIMER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동계통

의 신뢰도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0년도에 발간된 

KALIMER 보고서에서 Sandia National Lab.(SNL)에서 개발한 ALWR의 

피동 계통 평가를 위한 방법의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을을 검토한 바 있

다(Darby,1992, Hake,1991, Hake,1995). 그러나 이 방법은 개념 개발 수준

이었으며 실제 원전에 적용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 중 가장 공식적인 검증을 거친 AP600의 

피동 계통 신뢰도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 KALIMER에의 적용성을 살펴보

았다.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사에서 개발한 AP600 원전은 안전 계통

의 안전 기능이 저장된 에너지나 자연적인 힘에 대부분 의존하는 피동형 

안전 계통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피동형 가압 경수로 원전이다.

1998년 미국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NRC)는 웨스팅하우스사의 AP600 

설계를 검토하여 AP600 표준 설계 검정과 관련한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

(Final Safety Evaluation Report Related to Certification of the AP600 

Standard Design, NUREG-1512)를 발간하 으며(NUREG,1998), 동 보고서

를 바탕으로 1998년 9월 웨스팅하우스의 AP600 피동형 가압경수로에 대한 

최종설계승인(Final Design Approval, FDA)을 부여하 다.

이 과정에서 USNRC는 피동형 안전 계통에 대하여 피동계통의 고유

한 특성과 이용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다. USNRC가 피동형 안전 계통에 대한 주목한 이유는 피동형 안전 계통

이 기존의 능동형 안전 계통보다 높은 신뢰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동계통의 고유한 특성과 이용 경험의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NRC는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AP600의 안전성 입증

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병행

하여 안전성을 입증토록 웨스팅하우스에 요구하 다.

Levin, Saltos, Tzanos 등이 1999년 PSA `99학회에서 발표한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for Passive Plants: 

Application to the AP600 논문은 USNRC가 규제자의 입장에서 웨스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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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AP600 설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한 설계 

승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피동형 안전 

계통의 설계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피동형 안전 계통의 불확실성에 주목

하고 AP600 설계검토를 위해서 결정론적 요소와 확률론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승인 과정인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RTNSS)을 개발하 다.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피동계통의 열수력적 비신뢰도 분석방법은 기

본적으로 Tzanos와 Saltos가 1995년 작성한 ANL/ET/CP-86703 보고서 

Thermal-Hydraulic Unreliability of Passive Systems에 기술되어 있다

(Tzanos,1995). 또한 웨스팅하우스사가 USNRC에 제시한 열수력적 불확실

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접근방법도 위의 논문에 잘 기술되어 있다. 위의 

논문과 보고서들을 기초로 AP600에 대한 피동 계통의 열수력적 신뢰도 

평가 접근방법을 다음에 요약하 다.

(2) 피동 계통 도입에 따른 USNRC의 기본 입장

USNRC는 기본적으로 피동 계통이 상당한 고유 불확실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설계 승인 과정에서 확률론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이와 같은 고유 불확실성은 피동 계통 

운전 경험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작은 추진력(driving forces)에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심층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능동 계통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USNRC는 결정론적 요소인 DBA 해석만으로 이 원전을 승

인할 수 없으며, 결정론적 요소와 함께 확률론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USNRC가 설계 승인 과정에서 이용하 던 확률론적 요소인 신뢰도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허가용 설계기준사고 해석(licensing design 

basis accident, DBA, analyses)에 대한 접근 방법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즉, 인허가용 DBA 해석에는 비안전 관련 계통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비안전 관련 계통의 운전이 사고 경위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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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원전의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와 같이 비안전 계통의 신뢰도나 이용도에 대한 

규제 요건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USNRC는 불확실

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론적 신뢰도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즉, DBA 해석과 유사하게 비안전 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

률론적 위험도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SA)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으며 이를 '강제(forced) PSA' 라 명명하 다. 이러한 강제 

PSA 상태에서 USNRC의 안전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향을 미

치는 주요 비안전 계통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요건을 마련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제 PSA의 개발은 기본(baseline) PSA에서 시작한다. 기본 PSA란 

사고의 방지나 완화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피동 및 능동 계통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PSA를 말한다. 기본 PSA에서 초기사건의 범위 및 발생빈도

는 유지하고 비안전관련계통은 이용불능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을 강제 

PSA로 규정하 다. 

USNRC는 피동 안전 계통 신뢰도 분석과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사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요구하 다. 하나는 포괄적인 강제 PSA에는 

열수력 불확실성과 이 불확실성이 피동계통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 PSA 성공기준을 결정

하는데 사용하는 MAAP4 컴퓨터 코드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3) 열수력적 비신뢰도 (Thermal-Hydraulic Unreliability)

USNRC는 피동 안전 계통의 불확실성 문제는 전반적인 열수력적 거

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안전 계통에 신뢰도를 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피동 안전 계통의 작동에 따른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

다. 그리고 이 평가에 열수력적 불확실성은 각 성공경위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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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수력적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성공경위가 실패경위로 전위될 가능성

에 대한 평가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사고경위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

간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접근방법으로서 바운

딩 접근법(Bounding Approach)을 제안하 다. 이 접근법은 신뢰도에 큰 

향을 주는 성공경위에 대해서만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열수력 평

가를 수행하던가,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수성을 가미한 간단한 통계

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열수력적 불확실성이 신뢰도에 향이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열수력적 불확실성 평가에 이용할 열수력 코드의 선정 및 이에 

대한 검증방법으로서 보수성에 기초한 분석코드와의 벤치마킹, 주요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을 제시하 다. 이렇게 선정된 열수력 분석 코드를 기

초로 주요 성공경위에 대한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여 성공조건의 적절성을 

평가하 다.

현재 AP600 설계는 사고 방비 및 완화를 위해서 피동 안전 계통을 

이용한다. 피동 안전 계통은 이들을 운전하는 데 자연적 추진력에 의존한

다. 하드웨어적 실패와 인간오류에 기인한 이들의 이용불능도는 능동형 안

전 계통에 비해 현저히 작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에 의해 유도되는 냉각재 

흐름은 커다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들은 초기 및 경계 조건, 

입력 변수, 코드 모델들, 계통 모델들 등의 불확실성이다. 이것은 순차적으

로 사고조건 하에서의 원전의 열수력 성능을 예측하는데 심각한 불확실성

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적 열수력 해석에서 노심 

손상이 없다고 예측된 사고 경위-성공 경위가 실제적으로는 노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을 갖게 된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 확률을 '열수력적 

비신뢰도'라 부른다.

모든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이러한 비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값

비싼 계산을 요구한다. 더욱이 계산비용은 요구되는 열수력적 신뢰도가 증

가할수록 막대하게 증가한다. 요구되는 계산 노력은 바운딩 접근법을 이용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 바운딩 접근법이란 열수력적 비신뢰도를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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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요구된 열수력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몇 가지 

바운딩 경위들(sequences) 만을 계산하도록 유도한다. 이 바운딩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최적 성공 경위의 열수력적 비신뢰도에 기인한 노심 손상 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초기 사건 빈도, 는 고려하는 사고 경위에서 모든 실패

한 계통들-하드웨어 및 인간 실패 등의 이용불능도의 곱, 는 사고 경위 

열수력적 비신뢰도이다. 를 노심 손상 절삭 빈도(cutoff frequency)라 하

면 즉, 노심 손상 빈도가 보다 작은 경우를 무시할 수 있다면, 의 절삭

치 는 다음과 같다.

 

보다 작은 열수력적 비신뢰도를 갖는 최적 성공 경위들에 대해서 

이들이 노심 손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윗식에서 기인사고

(accident initiator) 빈도와 높은 실패한 계통 이용불능도를 갖는 성공 경

위는 보다 높은 열수력적 신뢰도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경위의 열

수력적 비신뢰도는 노심 손상기준-예를 들어, 최대 피복재 온도(peak clad 

temperature, PCT)으로서 사용되는 변수의 제한 값과 이것의 최적 예측 

값간의 여유도 함수이며,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도의 함수이다. 예를 들어, 

최대 피복재 온도 1204℃를 노심 손상기준으로 사용했다면, 열수력적 비신

뢰도는 예측된 최대 피복재 온도가 1204℃ 보다 더욱 더 낮아야 하고 이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다 작게 함으로써만 낮아진다.

USNRC은 기본적으로 열수력적 불확실성 및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AP600의 피동 안전 계통에 대한 USNRC의 접근방법

이 충분한 유효성이 있으며, 열수력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신뢰도의 향은 

기기신뢰도 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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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LIMER 시범 적용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 방법 중 공인 과정을 

거친 AP600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KALIMER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위에서 기술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관

련 사건 수목의 구성 등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현재

의 피동 잔열 제거 계통에 대한 열수력적 분석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참고 문헌 (과학기술부, 1996)에서 공기 유로의 폐쇄에 대한 몇몇 제

한된 경우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열수력적 비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계 조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KALIMER를 위한 피동 계통의 신뢰도 분석은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피동 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추후 KALIMER의 공학

적 설계가 진행되어 실제적인 안전성 분석이 요구될 때 수행되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5) 중간 열전달계통 신뢰도 예비 안정성평가

중간열전달계통(IHTS)은 일차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중간열교환기를 통

하여 증기발생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다. KALIMER 

PSA 기초작업으로 중간 열전달 계통을 시범 계통으로 선정하여 신뢰도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중간열전달계통에 대해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에

서 계통 분석기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고장수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고장사

건들을 조합하여 도식화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PSA 

KIRAP(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기기에 대한 고장원인과 고장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가) 고장수목 분석 기법

고장 수목(Fault Tree)이란 분석대상계통이 이용불능상태가 되는 모

든 경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고장사건들의 조합을 도식화한 모

델이다. 정의된 정점사건(Top Event:계통이 특정 운전 조건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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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추적하여 

모델링하여 정량화 하는 연역적인 분석 방법이다(KEPRI, 1997).

그림 3.2.3-1  고장수목 절차

(나) 표준고장수목 모델 구성

고장수목 구성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수목 구성 시 많이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표준화된 고장수목을 구성하 다. 표준고장수목 

모델의 구성 시 기기경계(Component Boundary), 보조계통, 계통고장형태 

등을 파악하여 분석수준을 정하 다.

(다) 이차 열전달계통 고장수목 구성

고장수목은 정점사상을 유발시키는 기본사건들의 논리적 관계를 도식

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기본사건은 기계적 고장에 향을 주는 인자로 

구성하 다. 고장수목 자체는 정성적인 모델이지만, 부울린 논리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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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최소단절집합에 의해 정량화할 수 있는 편리한 모델이다.

중간 열전달계통 모델링 및 구성을 명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통에 

대한 단순계통도를 도식화하 다.

표 3.2.3-1  고장수목에 사용된 기호

기 호 명 명 설 명

기본사건

(Basic Event)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기초사건

미개발 사건

(Undeveloped Event)

사고결과나 관련정보가 미비하여 

계속 개발될 수 없는 특정 초기사건

OR 게이트
한 개 이상의 입력사건이 발생하면 

출력사건이 발생하는 논리 게이트

AND 게이트
입력사건이 전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출력사건이 발생하는 논리 게이트

전이기호

(Transfer Symbol)

다른 부분에 있는(페이지) 게이트와의 

연결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그림 3.2.3-2  이차 열전달 계통 Piping & Instrument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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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이차 열전달계통 단순계통도

그림 3.2.3-4  KIRAP을 이용한 FT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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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중간열전달계통 고장수목 Events 현황

Event Name Event Description

TOP-IHTS  Failure of IHTS- Active System

GPHTSFF  Failure of Primary Side

GSG--FF  Failure of SG Side

GEMP-FF  Failure of EM Pump

IHX----FF  All Mode Failure of IHX

PSVV1001FC  Primary Side Valve 1001 Fails Closed

GSGINFF  Failure of SG Inlet Line

GSGOUFF  Failure of SG Outlet Line

EMP---FR  EMP Fails to Run due to Mechanical Failure

GEMPSP  Supporting System Failure of EMP

PSVV1002FC  Primary Side Valve 1002 Fails Closed

GFWP-FF  Failure of Feedwater Pumps

GFWV-FF  Failure of Feedwater Valves

EMP---EP  Failure of Eeletrical Power to EMP

EMP---SW  Failure of Cooling Water System to EMP

GMFP-FF  Failure of Main Feedwater Pump

GAFP-FF  Faiure of Aux Feedwater Pump

FWVV1011FC  FW Line Valve 1011 Fails Closed

FWVV1012FC  FW Line Valve 1012 Fails Closed

MFP1002FR  MFP1002 Fails to Run die to Mechanical Failure

GMFPSP  Supporting System Failure of MFWP

MFVV1013FC  MF Line Valve 1013 Fails Closed

MFP1002EP  Failure of Eletrical Power to MFP 1002

MFP1002SW  Failure of Cooling Water SYstem to MFP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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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기 신뢰도 자료 입력

고장수목에 나타난 모든 기본사건의 발생확률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KALIMER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야하는데, 아직 KALIMER 운전 경

험이 없기 때문에, 각 기기에 대한 고장확률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정하

여 기존 운전경험의 자료가 종합화되어 있는 기기 종류별 고장모드별 신

뢰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 다.

그림 3.2.3-5  기기 신뢰도 데이터 입력

이차 열전달계통 내의 모든 기기는 다음 중 하나의 고장모드에 속한

다고 가정하 다.

요구 시 고장 (Demand Failure)

- 특정 기기의 작동 요구, 운전형태의 변화에 따른 작동 요구, 특정시

간에서 기능의 작동 요구 시 해당 기기가 고장나는 경우



- 261 -

- 다중성을 지니 기기들 중 일부분은 계통의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대

기상태에 있게 되는데, 대기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작동 요구 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고장모드

운전 중 고장 (Running Failure)

- 정상운전 또는 성공적 작동을 하는 계통이나 기기가 운전요구 기간

동안 고장이 진행되는 경우

(마) 이차 열전달계통 신뢰도 안전성 예비 평가 분석

고장수목을 평가하면서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결과는 해당 고장수목의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 Set)이다. 최소단절집합이란 그 집합을 구성하

는 모든 기본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점사상이 유발되는 최소한의 집합

을 의미한다.

표 3.2.3-4는 Fussell-Vesely 중요도(f-v) 수치가 큰 순서대로 정렬되

어 있다. Fussell-Vesely 중요도는 중간열전달계통이 현재의 위험도에 기

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도로서 현재의 위험도에 대한 중요도 측정대

상 사건이나 계통을 포함하고 있는 최소단절집합에 의한 위험도의 비율이

다. value는 각 Events 기기의 고장확률이고, acc는 f-v의 누적수치이고, 

cut sets는 최소단절집합을 의미한다.

위 계산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차 열전달계통의 주요 사

고추이, 계통고장, 기기고장에 대하여 Fussell-Vesely 중요도가 큰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계 개선을 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이차 열전달계통에 대한 확률론적 신뢰도 안전성 예비 평가

를 수행하 다. 현재 KALIMER는 개념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각 기기 및 

계통에 대한 고장확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각 

계통에 대한 고장확률에 대한 명확한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범 계통 신뢰도 예비 평가처럼, 중요도 우선순위



- 262 -

를 정하여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KALIMER 전체 계통에 대한 공학적 설계가 구체화되고 신뢰도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면 보다 실제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3  고장확률 및 최소단절집합 계산 결과

KCUT Version 4.8b  1999.12.24 + Uncertainty

Boolean Equation Reduction Program + Uncertainty

          Thu Apr 23 10:39:01 2002

LEVEL ( 0.000e+000 ).

 Reporting for TOP-IHTS  value = 2.528e-002  <- 이용불능도(전체 고장확률의 합)

Final Cut Sets 

   no value     f-v  acc   cut sets <- 최소단절집합

     1 4.600e-003 0.1820 0.1820 EMP---SW

     2 4.600e-003 0.1820 0.3640 AFP1003SW

     3 4.600e-003 0.1820 0.5460 MFP1002SW

     4 3.600e-003 0.1424 0.6884 AFP1003FR

     5 3.600e-003 0.1424 0.8308 MFP1002FR

     6 3.000e-003 0.1187 0.9495 AFP1003FS

     7 7.680e-004 0.0304 0.9799 EMP---FR

     8 1.000e-004 0.0040 0.9838 MFP1002EP

     9 1.000e-004 0.0040 0.9878 AFP1003EP

    10 1.000e-004 0.0040 0.9918 EMP----EP

    11 6.000e-005 0.0024 0.9941 PSVV1001FC

    12 6.000e-005 0.0024 0.9965 PSVV1002FC

    13 6.000e-005 0.0024 0.9989 AFVV1014FO

    14 2.400e-005 0.0009 0.9998 IHX----FF

    15 8.880e-007 0.0000 0.9999 AFVV1014FC

    16 8.880e-007 0.0000 0.9999 MFVV1013FC

    17 8.880e-007 0.0000 0.9999 FWVV1011FC

    18 8.880e-007 0.0000 1.0000 FWVV1012FC

    19 8.880e-007 0.0000 1.0000 SLVV1003FC

    20 5.328e-011 0.0000 1.0000 SL1006FC SLV1008FO

Execution time 0 seconds (gen:0, exp:0, abs:0), Return Code = 1

End of CU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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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상위 설계요건 설정

1단계의 개념설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과제간의 협의를 거쳐 

개념설계 개발에 활용한 상위 설계요건을 보완하 다. 보완된 주요내용은, 

지나치게 구체화되어 있던 핵연료 및 노심정지계통의 다양성 관련 내용의 

단순화, 설계기준사고시 핵연료-피복재의 액상 전파방지 요건 채택, 노심 

손상 방지를 위한 출력 부반응도 계수 요건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설계요건 설정의 배경에 대해 검토도 수행하 으며, 보완된 설계요건은 아

래 표와 같다.

2. 설계 및 연구개발 공정계획서 개발

시스템형 과제인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설계 및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상세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목표의 효율

적 달성을 도모하 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공정계획은 RFP와 과제계획서의 연

구내용 항목을 근간으로 작성하여 설계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

는 통합공정 계획이다. 즉, 기반기술 및 개념설계 개발 연구내용에 대한 상

세 업무 및 일정을 각 세부과제별로 작성하여 Work Breakdown Structure

를 구축하고, 세부과제간 또는 동일 과제 내 세부 분야간 연계 등을 고려

하여 Logic Network를 구성하 다. 이와 같은 Work Breakdown Structure

상의 개념설계 정립 관련 업무 수는 1,925개이고, 기반기술 확보 관련 업무 

수는 904개로 총 2,829 개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 264 -

표 3.3.2-1  설계요건

일반 

설계 

요건

 원자로형  - 풀형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전기출력  - 150MWe

 원자로 수명  - 30년

 안정성 설계개념  - 고유안정성 강조

 지진설계
 - 안전정지 지진하중 0.3g

 - 면진설계

 핵연료  - 금속연료

안전성 

관련 

설계 

요건

 사고 저항성

 - 설계 단순화

 - 1차계통 열용량 최대 확보

 - 노심정지계통의 다양성

 - 노심출력 부반응도 계수

 노심 손상 방지  - 노심손상빈도 10-6/원자로․년 미만

 사고완화

 - 부지경계 전신피폭 방사선량 25 rem

   이하 중대사고 빈도가 10-7/원자로․년

   미만

 - 격납설계 여유도 확보

 - 사고시 3일 이상의 운전원 대처 

허용시간

성능 

관련 

설계 

요건

 열효율  - 38% 이상

 재장전주기  - 1년 이상

 원자로용기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
 - 1주기 배출량 이상

 터빈부하변동 수용능력
 - 원자로/터빈 정지 없이 소외부하 상실 

   대처

 운전, 유지 및 보수

 - 운전원의 최소화

 - 주요기기의 교체 가능성

 - 최적 자동화

 - 검사 및 진단의 자동화

 - 인간중심의 설계

 안전등급 비상발전기의 

의존도

 -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등급 비상발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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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QA 절차서 개발

개념설계를 정립중인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과제수행

의 결과로서 생산되는 설계문서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체계적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요건 및 지침을 제시하고자 문서관리지침서를 개발하여 적용

하고 있다.

적용문서범위

  ①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설계 결과물

  ②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 전산코드, 설계방법론, Database 개발 및 검증 결과

          - 소듐실험 등의 제반 실험결과

          - 설계결과물 기초자료, 계산결과 등의 세부과제별 내부문서

          - 기술보고서, 특허등록 등

나. 공정/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Server 개선

공정/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각 

세부과제별로 생산되는 각종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여 

Internet Web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하

고, MS SQL-Server 7.0인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체계화하 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Monitoring 및 분산자료를 통합하여 공유 및 집중화를 위한 업무처리시스

템(IOC: Inter-Office Communication), 개략적인 설계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3D CAD Database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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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lient Environments

       ∙Client System : Windows Operating System

       ∙Network Architecture : TCP/IP

       ∙User Interface : MS Internet Explorer4.0

(1) 예비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예비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는 과제계획서를 근간으로 세부 공정별로 

breakdown하여 각 세부과제별, 담당자 별로 과제 공정계획을 수립하 다. 

이를 통해 세부과제별 상호연계자료 뿐만 아니라, 세부과제내 연구분야간

에서의 연계 및 연구수행결과 예상되는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결과물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발생예상시기 등 관리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연계결과물 생산 및 제공계획을 확정, 정기적

인 Monitoring을 통하여, 연구결과물을 문서관리 지침서에 맞게 작성하여 

File로 취합하도록 하 다. 이 자료를 Web 개념의 설계 Database를 구축, 

필요시 Download할 수 있게 개발하 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과제간 연계 데이터베이스: 세부과제간 결과물 연계를 위하여 과

제별로 생산결과물, 예정일 생산결과물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②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세부과제간 연계결과물 생산 및 제공 모델

을 구축, 생산 및 제공 계획을 확정하여 연구결과물을 Monitoring, File로 

취합하고, Web Database에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Down 받아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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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당해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목표인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달성하 다. 

과도 안전해석, HCDA 분석 및 격납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는 당초 목

표대로 개선하 다. 또한 개발된 코드와 사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도

안전해석, HCDA 분석, 격납성능 분석 등 KALIMER 개념설계 안전성 분

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며, 이와 같은 연구개발 업무는 타 설계분야와

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수행하 다.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개념설계 안전성 분석

1. 안전해석 기준설정

KALIMER 과도 안전해석 수행을 위한 기본 지침 개발의 일환으로 

KALIMER 사고분류 체계 결정 및 설계기준사고 선정, 사고별 해석 방법

론 설정,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 설정 등으로 과도 안전해석 기준

을 설정하 으며, KALIMER HCDA 해석에 대비한 기본 안전 목표를 설

정하 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안전기준 및 안전해석 기본 방법론의 

기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HCDA 분석기준을 설정하 다.

2. 과도 안전해석

과도 안전해석 분야에서는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 입력과 관

련 설계자료의 갱신 및 평가로써 안전해석용 설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설계의 구체화 및 개선에 따른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을 생산하

다.  KALIMER 100% 출력 정상상태 계산이 수행되었으며 설계의 구체화 

및 개선 시 Basedeck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과도사고 모의 출발점을 제공

하 다.  또한 보호사고 해석을 위한 KALIMER 보호계통 트립 설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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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비보호 사고해석으로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KALIMER 개념

설계 고유안전성 확인을 위한 UTOP, 유량상실 사고시 노심반응도 궤환효

과와 GEM에 의한 KALIMER 개념설계의 고유안전성 확인을 위한 

ULOF, 열제거원 상실사고시 단기 및 장기냉각 효과 분석을 위한 ULOHS 

사고를 분석하 다. 보호 사고해석으로는 설계기준사고시 KALIMER 보호

계통의 작동 설정치 및 성능 확인과 SSC-K 보호계통 모델 분석능력 확

인을 위한 TOP 및 LOF 사고해석 그리고 자연순환에 따른 유동 불안정과 

관련하여 SSC-K 모델 계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연순환 현상을 분석

하 다.

SABRE 코드 (AEAT)를 사용하여  Flow Blockage 사고해석을 수행

하 으며 핵연료 국부손상 감시를 위한 집합체 출구 열수력 현상을 해석

하 다.

3. HCDA 분석

초즉발임계 사고시 에너지 방출량에 대한 scoping 분석과 천이단계 분

석코드 VENUS-II로 에너지 방출량 상세분석을 수행하 으며 Isentropic 

Fuel Expansion에 의한 일․에너지 계산을 수행하여 노심용융 에너지 방

출량을 분석하 다.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으로써 무한 열전

달 모델인 Hicks and Menzies 모델과 유한 열전달 모델에 의한 계산 결

과를 비교․분석하 고, 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으로써 핵연료/소듐 반

응 분석코드 SOCOOL-II 설치 및 시험계산 수행과 이의 해석모델 수정․

보완 및 금속노심 물성자료 작성, 그리고 HCDA 일․에너지 Scoping 계

산 결과와 SOCOOL-II 상세 해석 결과의 비교․검증을 수행하 다.

Core catcher 설치 타당성 평가로　액체금속로 Core Catcher 설비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을 수행하 으며 설비 설치에 대한 주요 결정인자 및 

해석기술 분석, 설비 설치의 주요절차 분석, KALIMER Core Catcher 설

치 타당성 평가 및 이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항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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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성능 분석

격납성능 분석을 위하여 가상사고 시나리오 및 방사선원항을 결정하

으며 CONTAIN-LMR 분석결과 구해지는 핵종별 누설양을 입력으로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발전소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계산을 통하

여 격납 성능분석 및 소외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하 다. 

제 2 절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1.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선

과도 안전해석 전산체제의 개선으로는 2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개선 및 다차원 상용 전산코드인 CFX와의 코드간 비교 계산이 수행되었으

며 ULOHS 사고 시 장기냉각 능력 평가를 위한 장기 냉각 해석모델 개선, 

단일 펌프 고장 사고 및 배관 파단 사고 해석을 위한 풀 내부 비대칭 유동 

해석모델 개발 및 코드간 비교계산, 소듐비등 모델 개선 및 gas plenum, 

upper/lower shield 적용모델 개발, 집합체간 열전달모델 개선, 보호사고 모

의를 위한 개념설계 보호계통 분석모델 개발, 결과처리 모듈 개선, SSC-K 

코드 검증을 위한 SASSYS-1/SAS4A와 SSC-K 코드간 비교계산, 과도 안

전해석 코드 사용자 지침서 작성, Flow Blockage 안전현안 파악 및 해석

기준 설정과 Flow Blockage 해석 방법론 개발, KALIMER 핵연료집합체 

민감도 해석을 통한 Flow Blockage 분석 방법론 보완이 수행되었다.

2.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

HCDA 분석 기본 전산체제 확보를 위하여 노심용융/소듐 증기화 모

델을 개발하 으며 천이단계 분석코드인 VENUS-II 설치 및 시험계산, 초

기단계 분석코드인 MELT-III의 설치 및 시험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노심용융/소듐증기 일․에너지 분석모델 개발과 Core catcher 설치 타당

성 평가 방법론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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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A 방법론 및 전산체제 개발

기존 PSA의 초기 사건 빈도 도출 방법 검토 및 액체금속로 PSA를 

위한 초기 사건 도출 방안과 구축 초기 사건 빈도의 정량화 방안 도출로 

초기사건 빈도계산방법 연구를 수행하 으며 PSA의 기초 작업으로 주요

계통의 신뢰성 예비 평가를 수행하 다.

제 3 절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념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에서는 시스템형 대과제의 총괄 세

부과제로서 세부과제간의 연계를 고려한 공정개발, 기술개발 총괄 조정,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대과제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연

구개발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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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단계에서 개발된 안전해석 전산체제 및 방법론은 검증 및 개선과정

을 통하여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개발, 과도 안전해석 코드의 검

증, HCDA 초기 및 천이단계 분석 전산코드 개발과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

념 안전성 예비평가 등 3단계 안전성 평가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

이다.

향후의 액체금속로 혹은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사고

에 대한 분석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

당해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단계에 공정계획서 개발과 기술개발 

총괄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체계적 연구수행을 도모하고, 개발된 Server

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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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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