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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액체금속로 기술현황 분석을 위하여 액체금속로의 기본특성과 역할 및 기술개

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속연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술 개발 현황

과 설계 방법론 및 도출된 설계 개념에 대하여 기술하 다. 일반적인 설계 개요

와 설계 방법론 및 현재까지 수행된 KALIMER의 개발 현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국가별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핵설계는 중성자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계산 체제를 활용하여 주어진 출력 

및 주기길이를 만족하는 노심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내에 핵연료 물질, 핵원

료성 물질, 핵연료 집합체 구성, 반사체 및 차폐체 배치 등을 반 하여 중성자의 

분포를 평가하고, 노심 임계도를 분석한다. 운전기간중 노심 임계도를 만족하기 

위하여 핵연료성 물질과 핵원료성 물질의 혼합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일단, 임계

도를 구성하는 노심이 구성되면 노심의 성립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

상되는 다양한 원자로 운전 조건하에서 출력 분포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을 둔 

열수력, 핵연료봉, 안전성 분석 등을 위한 핵적 설계를 평가하여 관련 분야에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한 핵설계의 기능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중성자 수송이론 또는 이를 근사한 확산이론 방정식에 

기반을 둔 핵계산을 수행한다. 중성자 거동 방정식을 풀면 원자로내에 중성자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이 분포에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당 생성

되는 에너지를 곱하면 열출력분포를 구할 수 있다. 핵설계 계산체제는 반응단면

적 평가, 정상 및 천이 상태 중성자 거동 평가 계산 체제가 근간을 이룬다.

KALIMER 금속연료의 기술 현황, 설계 방법론을 기술하고 KALIMER 기술

개발현황에 따라 연료봉 설계개념을 도출하 다. KALIMER 연료봉 설계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정상상태 성능평가를 위한 MACSIS 코드, 과도상태 

예비평가 프로그램 및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평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들 전산체제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시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금속연료의 

주요 현안인 공융현상 방지를 위하여 Zr liner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고온크리프 특성을 강화시킨 Mod.HT9과 같은 피복재의 제반특성 및 노내특성 

검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심열유체의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설계 및 해석 체계를 정립하여, 소형 및 

중형 노심의 열유체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계산체제로 노심 유량분배 

및 온도계산 모듈, 노심 압력강하 계산 모듈,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분포 

계산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개발하 으며, 집합체간 유동흐름을 해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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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수로해석 코드와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노심해석 체제를 개

발하고 있다.

원자로 계통에서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 상위 설계요건에 

따라 원자로의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관련된 각종 설계 및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설계코드와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계통 개념을 설정하는 일이다. 액체금속로에서 

유체계통은 PHTS, IHTS, RHRS 및 증기계통 등으로 구성되고, 각 계통은 노심

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계측 및 제어 계통은 액체금속로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원자로 계통과 다

른 부분을 제외하면 많은 부분에서 경수로에서 개발된 설계개념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은 기존 경수로 노형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측 및 제어계통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설계개념을 개발하는 일이 계측제어 계통의 주요한 업무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유체 및 계측제어 설계측면에서는 지난 1∼2단계의 업무

를 통해서 액체금속로 계통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

로 기존 경수로에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선정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액체금속로는 사용되는 냉각재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수로 기

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액체금속로에서의 전산해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 중장

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

동안 수행된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0∼2001)를 통하여 계통의 

설계 개발 및 해석에 필요한 전산체제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산체제는 계통 설계개념 설정과 개략적인 과도 특성에 초

점이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계통 제어 및 미세 변화에 대한 분석에는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었다. 연구 개발 3단계에 들어선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전산해석체제

를 바탕으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및 과도특성 해석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구조물의 설계기술 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고온/박막

구조물 설계해석기술, 지진하중 저감기술, 가동중검사 기술 및 경제성 확보를 위

한 설계 등이다. 고온구조 설계를 위해 미국은 ASME-NH, 프랑스는 RCC-MR, 

일본은 BDS-DDS-FDS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은 고온건전성

평가지침인 R5를 개발한 바 있고 각국은 설계지침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도한 보

수성을 줄이는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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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지진해석은 프랑스, 일본, 인도 등에서 해석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 국내에서는 이들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SAC-CORE 코드를 만들었

고 현재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 건물과 구조물에 지진하중의 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면진설계를 위해 일본과 이탈리아는 면진설계지침서를 

개발하고 일반건물에도 광범위한 적용을 하고 있고 3차원 면진기술개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액체금속로 LBB 설계는 SPX 이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개념이 정립되었고 

프랑스, 국, 일본은 평가 지침을 개발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가 2002년

RCC-MR코드의 부록 A-16으로 발간하여 가장 앞서 있지만 고온 크립의 향과 

Mod.9Cr-1Mo강과 같은 FMS 재료에 대해서는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한 필수적인 핵심기술이지만 고온의 소듐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

에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부터 액체금속로 개발을 개시하여 풍부한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95년 ALMR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는 금속핵연료 관

련 연구개발과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 으며, 특히 ’86

년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하여 액체금속로의 고유 안전성을 실험적

으로 입증하 다.  현재 핵연료 이용률 향상과 핵변환을 포함한 신형 핵연료관리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핵연료주기 개발을 목표로 AFCI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일본은 원형로 Monju에서 ‘95년 12월 2차계통 소듐 냉각재 누출사고가 발생

한 후 운전을 중지하 으나, 포괄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96년 12월부터 ‘98년 5월

까지 수행하 고, ‘05년 2월 Monju 개선작업 착수허가를 획득하여 ‘08년 운전재

개가 예상되며, 현재 Gen IV SFR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국내에서는 ‘95년부터 액체금속로 안전해석과 관련한 해외 기술현황 파악, 국

내 안전해석 기술개발 방안 작성,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 코드 

및 과도 안전해석용 SSC-L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안전해석 기술개발 과제의 1단계 기간 중에는 1

차 및 2차계통 개념설계 분석용 과도 안전해석 코드 SSC-K, 출력폭주시 일 에

너지 발생량 계산모델 및 소듐 풀화재 분석모델이 개선된 격납 개념설계 성능분

석용 코드 CONTAIN-LMR-K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150 예비 개념설계의 핵심개념에 대한 예비 안전해석 결과를 생산한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고, 평형노심에 대한 과도 안전해석, 

HCDA 분석, 격납성능 분석을 수행하 으며, 초기/천이노심에 대한 분석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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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또한 개념설계의 구체화에 따른 분석능력의 향상과 분석 가능 사고범위

의 확장을 위하여 다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장기냉각 해석모델, 소듐 비

등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과도 안전해석 코드 SSC-K를 개선하 다.

3단계에서는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

보하 다. 또한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한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드의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 고, 계산 정확도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하 다. 산

화핵연료 HCDA 분석용 전산코드의 금속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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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the state-of-the-art of the LMR technology 

development with its principal characteristics and its role as well as its 

development history. The current status of the metal fueled sodium cooled 

FBR technology and its design methodology were described and several 

design concepts for KALIMER were developed and explained with its further 

development plan.

The major role of nuclear design is to estimate the neutron behavior with 

the reactor. In order to perform this task, nuclear designer uses computer 

programs to solve a neutron transport equation or diffusion equation based on 

the approximation of neutron transport equation. Once neutron distribution 

within the core is known by solving neutron balance equation, this 

distribution is multiplied by energy release per fission times macroscopic 

fission cross section to result in the power distribution. Nuclear code system 

consists of cross section evaluation sub-system and steady state/transient 

neutron distribution calculation sub-system.

Using the nuclear code system, nuclear designer determines core 

eigenvalue and neutron distribution for the predetermined core geometry by 

varying core composition. With core power level and cycle length fixed, core 

enrichment is adjusted until the criticality during the given cycle is always 

satisfied. Once the core design is determined, nuclear design aims at proving 

the core performance and assuring core safety by evaluating neutron 

distribution at the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Based on the obtained neutron 

distribution, nuclear design provides physics data to thermal-hydraulic 

analysis, fuel performance analysis and safety analysis parts.

The status of the metal fuel technology and the design methodology were 

described. The preliminary design concepts of the metal fuel were established 

for KALIMER. The MACSIS code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fuel pin 

under steady-state conditions, the program for preliminary evaluation of fuel 

pin under transient conditions have been developed. The program evaluating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s for the assembly ducts has been established. 

The preliminary design concept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bove results, 

but the irradiation tes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etal fuel desig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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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tools of the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and analysis were set 

up for the conceptual design development, and they have been used for the 

conceptual design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 LMR cores. The core flow 

grouping and the temperature calculation modules, the core pressure drop 

calculation module and the subchannel analysis code were developed in this 

context. The temperature and velocity calculation tools for the inter-assembly 

flow are being developed, which links the subchannel analysis code and 

porous media approach code. These tools will be served for the basic and 

detailed design tools after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works with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operations.

The major work of fluid and IC system design is to develop a basic 

design concept of reactor system based on the top tier design requirements 

and to establish the detailed design concepts of every systems based on the 

design code and guide line. The fluid system of liquid metal system is 

consisted of PHTS, IHTS, RHRS and steam and feed water system and 

every systems have the functions that generates electricity by use of reactor 

core heat and maintains the reactor in safe conditions.

Instrument and control system of liquid metal systems have similar design 

features except for the parts which are specific to liquid metal reactor. From 

the reasons, lots of IC design of the light water reactor system could be 

applied to liquid metal reactor system. Therefore, the major works of IC 

system in the LMR system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from the light water 

reactor system and to develop the design concept specific to liquid metal 

reactor system.

From the reasons above mentioned, the R&D for the design of fluid and 

IC system had been done to establish the basic design concept of liquid metal 

reactor system through the past 1~2 phase mid and long term R&D project. 

Based on these frame of design concepts the use of the LWR related 

technology is evaluated, and the additional R&D items are established and 

R&D are carried out for the chosen items.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oolant, the LMR 

technology is much different from the LWR technology.  Thus, additional 

efforts are needed to provide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ology for 

LMR. According to these R&D needs a systemat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of LMR has been carried out several years through 1s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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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999) and 2nd phase (2000-2001) of a mid and long term R&D project, 

and the basic frame of the developments of system design and computational 

flid dynamics technology has been established.

The focus of the basic computational technology was plac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design concept and an outline of the transient 

characteristics, however, these technologies lack for the system control and  

analysis of the detailed variation.  From the 3rd phase (2002-) of the R&D 

project the efforts are now being done to apply these computational 

technology to the design of system and components and the analysis of 

transient characteristics.

The important technological areas for mechanical structure design of FBR 

are high temperature thin structure design, seismic isolation design, 

In-Service-Inspection technology, and the economic design. For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the ASME-NH, RCC-MR, and DDS-FDS were 

developed by USA, France, and Japan, respectively and the UK developed R5 

guideline for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While the France, Japan, and India developed for the core seismic analysis, 

the Korea developed SAC-CORE code which shows the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foreign codes and the validation tests have been under 

progress. The seismic isolation design is the one of the key technology to 

reduce the effect of the seismic event and the Japan and Italia issued the 

seismic isolation design guidelin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3-dimensional 

seismic isolator has been carried out rigorously.

The concept of high temperature Leak Before Break (LBB) design has 

been proposed recently since the experience of the SPX in France. Among 

the France, Japan, and UK holding its own LBB guideline for FBR, the 

France is the leading country since they published A-16 procedure as 

appendix of the RCC-MR. Unfortunately, this guideline is insufficient for the 

application to the FMS structure such as Mod.9Cr-1Mo.

The In-Service-Inspection (ISI) technology for FBR is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but it is not yet commercialized 

worldwide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high temperature sodium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e earlier development of a liquid metal reactor (LMR) in 

the US, it could build up most of the technical data necessary for the 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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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researches. The development of a metallic fuel and both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afety investigations for a small reactor, had 

been the primary subjects until the ALMR program was ended. As one of  

the achievements in these researches, the inherent safety of LMR was 

experimentally proved with the EBR-II demonstration reactor in 1986. The US 

is now working on fuel economy improvement, and carrying out the AFCI 

program whose objective is the development of a fuel cycle needed to set up 

a strategy for the advanced fuel maintenance including the fuel conversion. 

In Japan, the operation of the Monju demonstration reactor was suspended 

as the result of the secondary sodium coolant leakage accident being occurred 

in Dec. 1995. Since then, its comprehensive safety review had been completed 

during the period from Dec. 1996 to May 1998, and it also gained its repair 

permission in Feb. 2005. If all the necessary things are to go smoothly as 

scheduled, the resumption of its operation is anticipated in 2008. Japan 

actively participates the GEN-IV SFR development at the present time.

KAERI began the LMR research with a state-of-the-art study and with a 

description of the methodology development for LMR safety analysis in 1995. 

In addition, it had access to a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code, 

CONTAIN-LMR and a transient analysis code, SSC-L for the LMR safety 

studies.

The highlighted performances at KAERI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safety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ere the developments of the 

containment analysis code CONTAIN-LMR-K as well as the safety analysis 

code SSC-K. The SSC-K is being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first and 

secondary system transients in the KALIMER conceptual design. In the 

CONTAIN-LMR-K development, the model of energy generation under a 

power excursion and the pool sodium model were updated from its former 

version. The aforementioned codes had already been used for producing some 

useful analysis results concerned with the KALIMER safety on the key 

concepts in the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of the KALIMER-150. 

The major achievements in the second phase of project were setting up 

the safety criteria, the safety analysis for the equilibrium core, the HCDA 

analysis, and the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including the analyses of 

the initial/transition cores. As the design goes forward, the SSC-K gets 

further elaborated by installing a multi-dimensional pool model, a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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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odel, and a sodium boiling model. In this way, its application range 

could be extended largely along with its capability enhancement.

In the third phase, a advanced code, MATRA-LMR-FB had been 

developed internally for the assessments of both the fuel damage prevention 

and the fuel safety. This development could allow Korea to reach the access 

of the code on the same level with advanced countries. The reactivity models 

in the SSC-K also have been refined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adapted 

in SASSYS-1. Finally, the recent SSC-K 1.3 version turns out to be reliable 

for use after it has been verified indirectly throughout qualitative/quantitative 

assessments for its higher accuracy. The KALIMER HCDA analysis has 

become possible basically by replacing its oxide fuel model with the metal 

fuel model for the HCDA analysi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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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개요

액체금속로는 냉각재로 소듐, 납, 납-비스무스와 같은 액체금속을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된 중성자는 경수로에서와 비교

해 감속이 덜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핵분열에 사용되게 된다. 높은 에

너지 역에서는 중성자의 핵분열반응단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므로 고농축

의 핵연료가 사용된다. 표 1.1-1은 액체금속로와 기타 다른 원자로의 특징을 비

교한 것이다[Duderstadt, 1976]. 표에서 보듯이 액체금속로는 경수로에서와 같이 

가압이 요구되지 않으며 열효율이 경수로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냉각재

로 사용되는 소듐, 납과 같은 액체금속들은 열전도가 우수하므로 출력 도 또한 

경수로에 비해 높아서 원자로를 집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표 1.1-1 원자로 노형의 설계특성 비교

항목 경수로 중수로
가스냉각로

액체금속로
열중성자로 고속로

중성자 열중성자 열중성자 열중성자 고속중성자 고속중성자

냉각재 물 (H2O) 중수 (D2O) He He Na, Pb 등

감속재 물 (H2O) 중수 (D2O) 흑연 He 없음

핵연료
저농축

산화연료
천연우라늄

고농축산화

연료

고농축산화 

연료

고농축

산화/금속

연료

출력 도 104kW/l 12.4kW/l 8.4kW/l 297kW/l 280kW/l

1차측 압력 155bar 89bar 50bar 86bar 14bar

열효율 33.7% 31% 39 39.5 40%

핵분열에서 발생한 고속의 중성자를 사용하는 고속로는 경수로와는 다른 특

징들을 가진다. 원자로의 핵적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원자로내에 존재하

는 중성자의 에너지분포이며 원자로 내에 중성자의 에너지는 실제로 10MeV에서 

0.001eV 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에 분포하게 되며 중성자의 핵반응단면적은 중

성자의 에너지에 민감하게 의존한다. 표 1.1-2는 열중성자로와 고속로에서 평균 

핵분열단면적, 핵분열당 방출되는 중성자 수 (ν), 핵연료에 흡수된 중성자 당 핵

분열에 의해서 방출되는 중성자 수 (η)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반응단면

적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로 인해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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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중성자흡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액체금속로의 중성자에너지에서 핵분열

단면적이 열중성자로의 중성자에너지에서 값보다 수백분의 일에 불과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고농축연료가 고속로에서는 요구된다. 그러나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

는 경우 핵연료에 흡수된 중성자당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중성자 수 (η)가 

많아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표 1.1-2 에너지 평균 중성자물리인자 비교

열중성자로 고속로

U
235

Pu
239

U
235

Pu
239

U
238

ν
η

σf (barn)

2.4
2.0
280

2.9
1.9
790

2.6
2.1
1.9

3.1
2.6
1.8

2.6
0.3
0.06

이는 임계유지에 필요한 중성자를 제외한 여분의 중성자를 핵연료의 증식 및 

장반감기 핵종의 소멸처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식이란 그림 1.1-1에서 

보듯이 임계유지에 필요한 중성자를 제외한 여분의 중성자가 U-238핵에 포획되

어 U-238을 핵연료물질인 Pu-239로 변환시키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장반감기 핵종의 소멸처리는 여분의 중성자를 이용하여 Pu, Am, Np, Cm과 같

은 핵종의 핵분열에 의해 안정된 핵종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2는 이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고속에너지에서 주요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중성자의 흡수단면적 대비 핵분열단면적의 비가 경수로에 비해 커서 악티나이드

의 핵변환에 효과적이다[Rommano, 2003].

그림 1.1-1 고속로에서 핵연료 증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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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고속로에서 장수명핵종의 핵변환원리

 표 1.1-3은 경수로와 고속로의 평균 핵분열, 포획단면적 및 이들의 상대비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핵단면적의 절대치는 경수로의 경우가 월등히 크지만 

흡수단면적 대비 핵분열단면적의 비는 고속로의 경우가 월등히 큼을 보여준다. 

이는 고속로에서 악티나이드의 핵변환이 경제적 (중성자 측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3 악티나이드 핵종의 핵분열, 포획단면적 비교

핵종
경수로 고속로

sf(barn) sc(barn) sc/sf sf(barn) sc(barn) sc/sf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Np-237
Am-241
Am-242
Am-242m
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0.103
2.4
102
0.53
102
0.44
0.52
1.1
159
595
0.44
1.14
88
1.0
116

0.86
27.7
58.7
210
40.9
28.8
33
110
301
137
49
4.5
14
16
 17

8.349
11.54
0.575
396.2
0.401
65.45
63
100
1.9
0.23
111
3.9
0.16
16
0.15

0.044
1.15
1.74
0.404
2.42
0.295
0.32
0.27
3.2
3.3
0.21
0.58
7.2
0.42
5.1

0.340
0.671
0.449
0.494
0.434
0.409
1.7
2.0
0.6
0.6
1.8
1.0
1.0
0.6
 0.9

7.727
0.583
0.258
1.223
0.179
1.386
5.3
7.4
0.19
0.18
8.57
1.7
0.14
1.4
0.18

즉 고속로의 경우에는 핵연료가 증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증식비 (Breeding 

Ratio)를 적절히 선택하여 설계함으로써 연료를 증식시키거나 경수로에서 방출되

는 사용후 핵연료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속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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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특성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우라늄자원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우라늄의 이용율은 원자로의 증식비, 연소도, 사용후 재처리과

정에서의 회수율 등에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이용효율이 경수로 

once-through 전략대비 수십배 이상되기 위해서는 증식비가 1.0이상이 되어야 

함이 알려져 있다. 경수로의 경우 전환비가 0.95정도의 토륨핵연료를 사용할지라

도 우라늄이용율은 5%에 불과하다. 고속로의 경우 높은 증식비 및 고연소도의 

달성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하는 완전히 닫힌 연료주기를 선택할 경우 

경수로 대비 우라늄 이용율을 60%∼70%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

다[Lamarsh, 1983].

1.2 액체금속로의 역할

석유자원의 고갈과 환경에 대한 화석연료의 연소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향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의 미래 수요증가를 충족하

는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 의한 핵분열에너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개발초기에는 주요 목적이 우라

늄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었으나 이제는 효율적인 이용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라늄을 이용한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환경보존을 위한 

기술, 즉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감축에도 액체금속로

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2.1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개요

가압경수로의 경우, 4w/o의 핵연료 장전을 위해 필요한 천연우라늄 약 7.5배

이다. 경수로에서 연소는 장전된 중금속 중 5%를 연소시키고, 이들 전체를 고준

위폐기물로 간주하므로 채굴된 천연우라늄의 사용효율은 0.05/7.5=0.67%에 불과

하다. 고속로에서는 채굴된 천연 우라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우라늄 및 초우라늄원소의 재사용을 통해 전량을 에너지화 할 수 있다. 재사용을 

위한 처리 과정에서 2%의 손실율을 가정하고 전환비가 1.0인 KALIMER-600 원

자로의 경우에 천연우라늄 이용율은 60%에 이른다. 따라서, 가압경수로에서 사

용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에 비해 고속로에서 핵연료의 무한 재순환을 하게 되면 

자원의효율성은 60/0.67=90배에 이르게 된다. 무한정의 핵연료재순환은 가정으로

서 통상적으로 60배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005년말 현재 국내에 7940 ton[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5]이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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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을 활용하더라도 20기의 1000 MWe급 가압경수로가 260년간 생산하는 전

력을 생산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핵연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각 발전소에 저

장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만 사용해도 고속로에서는 20 GWe급의 전기를 260년

간 생산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가압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측면에서 고속로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는 심지층처분을 해야하는 고준위폐기물이 아니라 고속로

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의 보고로 정의된다.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원자력 발전량 / 우라늄 소요량 예측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원전확

대가 최근 경향이다. 현재 10기의 가동중 원전과 2기의 건설중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 까지 원자력 발전을 4천만 kW로 증가시킨다는 원자력발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2020년까지 24~28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일본전

기신문, 2005].

15기의 원전을 보유중인 인도는 현재 9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24기의 원전을 

향후 20년 이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55기의 원전을 보유한 일본은 1기가 건설중

이며 향후 12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터키, 베트남 등 기존 원전 미보유국들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

정이다[http://www.uic.com.au/reactors.html, 2006].

지난 15년간 신규 원전 도입이 전무했던 기존 원전 보유국들 또한 최근에 들

어서는 핀란드, 국 등에서 이미 건설 단계에 진입하 으며[서울경제신문, 2006] 

미국도 신규원전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한 에너지법안의 통과로 조

만간에 신규 원전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 올 전망이다.

전세계 우라늄 가격 추이 / 부존량 추정

2006년 전세계 441개의 가동중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 총량은 66,000 톤이, 전

기시설용량은 368 GWe이다. 각국이 의욕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섬에 따라 과거

에 작성된 원전의 에너지 비중 예상은 모두 빗나가고 있다. 2000년에 예상하기를 

2020년에 이르면 전세계 원전 시설용량은 300 GWe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으나, 

2006년 전망으로는 세계적으로 60기의 추가 원전이 2020년까지 건설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2020년의 원전 시설 용량은 430 GWe로 확충될 것

으로 보인다[http://www.uic.com.au/nip19.ht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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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데로 2006년 예상 필요 우라늄은 66,000 톤이지만 채굴된 우라늄

이 2003년 공급분은 36,000 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30,000 톤은 회수된 플루토늄, 

핵무기급 우라늄, 핵무기급 플루토늄, 전력회사 기존 보유분 등으로 충당되었다. 

최근 3년간 천연우라늄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전력회사 기존 보유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1997년 1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핵무기 해체 우라늄 및 플루

토늄은 2014년경이면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http://www.uic.com.au/ 

nip36.html, 2004].

싼 가격에 공급되던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끝이 보이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

로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입안됨에 따라, 전력 회사들은 장기적, 안정적 우라

늄 공급을 보장 받고자 하 으므로 경쟁적으로 우라늄 확보에 뛰어 들어 그림 

1.2-1에서 보듯이 2003년 1월 U3O8의 파운드당 가격이 10$이었으나 2006년 1월

에는 39$에 이르게 되었다[http://216.94.150.122/investor_relations/ux_ history, 

2006]. 2003년에 비하여 2006년에 전세계 원전 시설용량은 불과 5 GWe 증가에 

그쳤지만, 우라늄 가격은 4배나 증가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라늄 시장은 2차 

오일 쇼크이후 2002년 까지 유지되어 온 소비자 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석유 자원 뿐만 아니라 

우라늄 자원도 자원 무기화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인도의 경우, 

이를 알기에 서방 세계의 우라늄-플루토늄 핵주기가 아닌, 자국내에 충분한 부존

자원량이 확인된 우라늄-토륨 핵주기 상용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1.2-1 현물시장 우라늄 가격 변동 추이 (1988~2006)

순수한 채굴 비용과 적정한 이윤 정도만을 지키는 경우, 68,800 톤의 U3O8 생

산비는 파운드당 20$ 정도이다[http://www.uic.com.au/nip36.htm, 2006]. 

45,000 톤을 연간 생산하는 경우는 대략 15$ 정도로 예상된다. 이렇든 향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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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우라늄자원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적정한 가격의 우라늄을 확보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천연우라늄을 10$ 정도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2000년 

경까지는 2050년에 이르면 상용 고속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

었다. 하지만, 지난 5, 6년 사이 원전 건설의 제2의 부흥기를 맞아 예상치 못하게 

우라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 사용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고속로가 강한 개

발 동기를 갖게 되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속로가 기술 개발 선진국을 중심으

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2.2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개요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은 에너지 자원의 획기적 확충 방안으로 액체금속로 개

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각광 받았으며, 우라늄 자원 빈국인 인도나 일본에서

는 오늘날에도 연구가 한창이며, 고속로 연구의 주된 기능 모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여 어떻게 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심지층 처분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프랑스는 

1992년부터 SPIN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감축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고속로 

또는 가속기구동 미임계 고속로에서 안전하게 고준위 폐기물을 연소시킬 수 있

음을 고속로 및 임계실험시설을 활용하여 입증하 다[OECD/NEA, 1999]. 

미국의 경우는 오늘날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에너지자원 확충보다는 우선 고속

로를 이용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건설중인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201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폐기물 감축

없이 가압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그냥 저장하게 되면 2015년에 이르면 이미 저

장용량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UREX+ 재처리 공법에 대한 대대

적인 투자를 2007년 예산에 반 하 으며 동시에 GNEP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의 연소를 꾀하여 고속로 개발에 대한 의욕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 다. 즉, 

100 MWe급 실험용 고속로를 2014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2023년 경에는 

1000 MWe급 상용고속로를 건설 완료하기로 하 다[http://www.gnep.energy 

.gov, 2006] 기술적 성숙도 측면에서 소듐냉각고속로가 고속로 개념중에 가장 앞

서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201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소듐냉각고속로 이외

에는 대안이 없다.

국내 scenario study 결과

국내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2000년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13.72 GWe이고, 2004년에는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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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이고, 2015년에는 25.24GWe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로운 경수로의 지속적인 건설이 예상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 및 중간 저

장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5년경부터 재처리를 시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2030년경에는 액체금속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경수로와 함

께 원자로공원 내에서 액티나이드 연소와 핵변환을 꾀하며, 연소로와 경수로의 

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연소로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정아래 국내의 PWR 와 CANDU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을 토대로 KALIMER 연소로와 HYPER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양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KALIMER 600 MWe TRU연소로가 2100년까지 

21기가 도입되면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을 만족한다[김 일 외, 2005].

1.3 기술개발 역사

증식의 원리는 원자로 개발 초기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1940년대 초 미국에

서는 U
238
이 고속중성자에 의해 핵분열이 가능하며, Pu

239
는 열중성자 보다 고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과정에서 더 많은 중성자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

었다. 이처럼 핵분열 시 방출하는 많은 중성자는 더 많은 U
238
을 핵분열성 Pu으

로 변환할 수 있다.

1944년 초 Fermi와 Zinn이 증식로로 소위 소모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증식로 개념의 고속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

여 토의하 다. 그해 여름 Fermi는 증식로 개념에 대한 열정으로 고속로 

CLEMENTINE을 개발하게 하 다. 이에 고무한 Zinn은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

하여 초기에는 CP-4로 나중에는 실험로 EBR-I(Experimental Breeder Reactor 

I)으로 알려진 고속로 건설에 성공하 다. 이것이 고속증식로 개발의 초기 단계

이다. CLEMENTINE과 EBR-1은 합금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의 제 1세

대 고속증식로이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40년대 후반 Lejpunskij에 의해 고속증식로에 대한 아이

디가 제안되었다. 여러 냉각재(Na, Na-K, Pb-Bi, He 등)를 사용하는 다양한 고

속로가 제안되고 그 가능성이 조사되어져, BR-1(1955)과 BR-2(1956)를 각각 건

설하 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은 1954년 출력 원자로인 ZEPHYR(1954)와 1955년 

ZEUS(1955)에 이어 1959년에 국 최초의 고속증식로인 DFR(Dounreay Fast 

Reactor)을 가동하 다. 이러한 제 1세대 실험고속로는 미국에서 EFFB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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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II의 가동으로 완성되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서, 경우에 따라서 몰리브덴과 

합금한 농축 우라늄이나 농축 플루토늄을 사용하 다. 고속중성자 노심에서의 높

은 출력 도는 액체금속 냉각재를 요구하 고, 이들 냉각재 중에서 소듐이 최적

의 냉각재로 채택되었다. 러시아(구소련) 최초의 소듐냉각 고속로 BR 5은 1958

년에 가동을 시작하 다.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증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높은 증식비가 주된 관심이었다. 예를 들면, EBR-II는 통

합핵연료주기시설을 구비한 원자로 플랜트로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증식을 실증

하도록 설계되었다.

1960년대에는 경수로 기술이 성숙된 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고속로 개발의 

주된 목표가 증식에서 경제성으로 바뀌었다. 특히,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고연소도화가 필요하 으며, 이에 따라 100,000MWd/t를 목표치로 설정

하 다. 이러한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는 농축도 증가로 핵연료 장전량의 증가 및 

핵연료 성형 및 재처리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 당시 금속핵연료가  그러한 

높은 연소도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은 연소도에 의한 핵연료의 체적변화

를 수용할 수 있는 세라믹 연료, 주로 산화물 핵연료가 대체연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 다. 이것이 1960대 초 이래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는 제 2

세대 고속증식로이다.

1958년 이래로 프랑스에서는 기술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67년 초

에 정상운전을 시작한 Rapsodie는 거의 15년 동안 설계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

당한 경험을 제공하 다. 더욱이 Rapsodie는 높은 연소도 하에서 30,000개 이상

의 핵연료봉에 대한 조사시험을 실시하 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폐쇄핵연료주기

를 달성함으로써 혼합산화물(MOX)핵연료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러시아

에서는 BOR 60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 다.

MOX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제 1세대 금속핵연료 사용 고속증식로와 비교하

여 MOX핵연료 내의 산소원자에 의한 중성자 감속으로 인한 스펙트럼의 연화

(softening)로 이전과는 다른 원자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이전보다 작은 증식

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심 크기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중성자 스

펙트럼을 경화(hardening)하기 위하여 소듐과는 다른 종류의 냉각재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실제로 원자로에는 적용시키지 못하 다.

1960년대 고속로 연구개발에서의 주요 과제는 MOX핵연료 사용 고속로의 고

유 안전성과 관련된 의문점이었다. 특히 음의 도플러 계수를 실증하는 문제와 양

의 소듐기화 반응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또, 다른 관심 분야는 MOX핵연료

및 구조재의 개발, 고속중성자 조사 하에서의 핵연료 및 구조재의 거동 해석, 소

듐기술 및 소듐 대형부품의 개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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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고속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열중성자로와 비교하여 목표 상용 

고속증식로의 출력 크기는 1,000MWe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작은 출력의 실험고속증식로에서 1,000MWe 출력의 상용

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00 MWe 정도의 중간 출력 규모의 원형로 또는 실증

로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약 300MWe 규모의 원자로 설계는 당시 1960년대 말의 

기술적인 이슈 다.

1970년대에는 3기의 원형로 운전을 통하여 많은 운전경험이 축적되었다. 러시

아의 BN 350이 1972년에 임계에 도달했고 프랑스의 Phenix가 1973년에 전력을 

생산했다. 국의 PFR은 1974년 임계에 도달하고 1975년에 전력을 생산하 다. 

이 3기의 원형로의 경우, 원자로 노물리학, 제어, 안전성 파라메터, 1차 냉각계통

의 운용 면에서 모두 만족할 수준이었다. 일본은 실험로 JOYO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전 후, 원형로 MONJU(280MWe)를 건설하 고 인도는 소규모의 실험로 

FBTR 건설을 시작으로 국제 고속증식로 그룹에 참여하 다. 

상업 규모의 실증로로의 이행은 1977년 Superphenix(1,200MWe) 건설을 시작

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Superphenix는 1986년 정격출력으로 운전예정이었

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가 결정되어 현재 해체 중에 있다. 

고속로 기술의 총체적인 요소는 폐쇄핵연료주기 구축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핵

연료 재처리기술과 성형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 

고속로 개발 선진국들에서는 액체금속로 핵연료 재처리와 MOX핵연료 가공을 

위해 실험 및 시험 공장이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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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금속로 노심 설계

2.1 노심 설계 개요

2.1.1 노심 핵설계 개요

액체금속로의 노심설계는 핵설계, 연료봉 및 집합체 설계, 열유체 설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각각의 분야에 대한 계산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거대한 원자력발전 시스템에서 최종적인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최초의 기구

로서 원자로가 사용된다. 원자로내에서는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붕괴가 이루

어지며 이때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의 분포를 분석하는 역할이 노심 핵설계의 주

요 기능이다. 핵분열 에너지의 분포는 핵분열성 물질의 분포와 이에 따른 중성자

속의 거동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노심핵설계에서는 중성자속의 거동을 분석하

기 위하여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근사한 확산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풀어

서 중성자와 노심내 물질의 반응률을 비롯한 각종 응답함수를 규명하여 안전성 

분석, 열유체 분석, 핵연료 봉 및 집합체 열기계적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액체금속로에서는 중성자 평균에너지가 200 KeV정도인 고속 중성자를 주로 

이용하므로 핵연분열성 물질과 핵원료성 물질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게 되면 

증식로, 임계 증식비 노심, 연소로 등을 구성할 수 있다. ‘60-‘70년대에는 U-238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여 증식로를 구성하여 왔으나,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충분

한 양의 초우라늄원소의 축적이 가압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형태로 이루어졌으므

로 액체금속로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임

계증식비 원자로 또는 초우라늄원소 원소 연소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산화물 연료 사용 액체금속로 설계 및 운전 기술은 유럽의 개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입증된 기술로 간주하며 다만, 액체금속로의 경제성이 주된 노형으로서의 

채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추구하는 금속연료사용 액체금속로는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지속적 개발 가능성, 고준위폐기물 처리 기능성 

측면에서 산화물 연료에 비하여 우월성이 실험실 수준에서는 입증되었으나, 대단

위 발전원으로 건설, 운전된 경험이 없으므로 향후 30년 후를 대비한 GEN-IV원

자로 개념에서는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2.1.2 노심 연료계통 설계 개요

액체금속로 핵연료설계는 연료의 노내 손상확률이 낮으면서 고연소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연료에 대한 출력이력조건등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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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조사실험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노내 검증시험 및 전산코드에 의한 해석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연료의 성능은 연료심의 물성특성, 연료심/피복재/냉

각재의 양립성, 연료봉 제원 및 제조성 등에 큰 향을 받으며, 또한 핵설계 및 

열유체 조건도 유기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수불가결하다. 

액체금속로용 금속핵연료는 미국 ANL에서의 IFR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성, 

노내 성능, 핵적특성,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기술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국은 EBR-II 실험로를 이용하여 충분한 실험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LIFE-M, FPIN2 등의 노내거동 코드를 개발하여 실용화를 위한 대부분의 기술

을 축적하고있다.

국내에서는 금속핵연료의 노내성능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및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 분석체계를 수립하여 핵연료계통설계를 위한 기본 체계를 정립하 으며, 핵

확산저항성노심용 U-TRU-Zr 금속연료를 위한 전산코드 개선 및 노내거동 분석

이 수행중이다. 

또한 GEN-IV 원자로 개념에서 금속연료의 조성이 3원합금에서 MA (Minor 

Actinide)가 포함된 U-TRU-Zr 연료로 채택됨에 따라, U-TRU-Zr 연료의 물성, 

제조성 및 노내성능을 분석하고 이에따른 전산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물성연구에서는 연료의 열기계적 특성, 상 변

화 및 확산, 그리고 노내성능연구에서는 정상/과도상태시 조사실험 및 피복재개

념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며, 이들 연구결과 및 원소이동 등의 모델을 결합하여 성

능해석코드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GEN-IV 원자로 개념에 따른 금속연료 연구활성화 및 기존에 수립

되어 있는 금속연료 기술을 통하여 우수한 노내성능 및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금속연료설계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3 노심 열유체 설계 개요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는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는 일반적

으로 삼각형 격자 형태로 장전되어 있는 핵연료봉 다발을 육각형 형태의 덕트로 

감싸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덕트와 덕트 간에 열교환은 발생하

지만 유량은 교환되지 않는 폐쇄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집합체에 흐르는 냉각재 유량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에 따른 온도분포를 적절

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핵연료 집합체에서 생성되는 열량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열유체 설계의 기본 목표가 된다. 각 집합체에 필요한 유량은, 정상상태

는 물론 과도상태에서도 핵연료, 피복관 및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 냉각재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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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개

념 설계 및 분석 작업은 노심구성과 그에 따른 핵설계 데이터를 연계자료로 하

여 유량분배, 온도분포계산, 정상상태 열유체 해석, 과도상태 열유체 해석, 안전

해석 연계자료 제공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노심열유체 

설계 및 해석 기본 체계를 정립하여, 소형 및 중형 노심의 열유체 설계에 활용하

고 있다. 이를 위한 계산체제로 노심 유량분배 및 온도계산 모듈, 노심 압력강하 

계산 모듈,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분포 계산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개

발하 으며, 집합체간 유동흐름을 해석하기 위하여 부수로해석 코드와 다공성 매

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노심해석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선진국과의 기

술교류를 통하여 계산 체제의 정도 향상과 검증 계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본설계를 위한 계산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열유체 설계 및 해

석 방법론을 구축하거나 노심 설계에 직접 활용한 바가 있으나, 90년대 원자력 

침체기와 맞물려 더 이상의 기술개발이 진행되지 못하 거나 또는 기존의 개발

인력이 현장을 떠남으로서 액체금속로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인

력이 투입되어 기존의 기술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2.2 노심 설계 방법론

2.2.1 노심 핵설계 방법론

2.2.1.1 평형주기 핵설계

2.2.1.1.1 반응단면적 생산기법

반응단면적 생산은 자기차폐의 f-factor 접근법에 기초한 역별 미시단면적 

생산에서부터 시작한다. 80군 중성자 단면적 라이브러리 버전인 KAFAX(KAERI 

FAst XS)/F22[Kim, 1997]는 NJOY 자료 처리 모듈을 사용하는 JEF-2.2 평가핵

자료 파일에 근거한다. 이 버전은 여러 가지 온도와 Bondarenko 자기차폐 

f-factor에 대한 무한 dilute 단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물질별, 역별 미시단면적은 미리 처리된 KAFAX 라이브러리와 

K-CORE SYSTEM[Park, 1997] 중에서 TRANSX[MacFarlane, 1993]와 

TWODANT[Alcouffe, 1990] 코드로 구성된 유효 단면적 생산 모듈로 만들어진

다. 이 과정을 위해서 미리 결정된 노심 배치 및 구성품에 근거한 각 역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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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수 도, 물질 구성비, 그리고 기하학 구조에 대한 정보가 스프레드 쉬트

[Kim, 1998d]에 의해 계산된다. 유효 단면적 생산 모듈은 discrete ordinate(SN) 

근사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과 중성자속 계산 모듈의 확산 계산에 적용할 수 있

는 형식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듈에서 자료 처리는 

공명 역 및 공간 자기차폐 보정, 노심 및 셀 중성자속 계산 그리고 단면적 군축

약을 포함한다. 각 역에서 공명 자기차폐 계산은 NR(Narrow Resonance) 근사

를 사용한 Bondarenko f-factor 방법에 근거한다. 단면적을 소수군으로 축약에 

필요한 중성자 스펙트럼은 TWODANT 코드에 의해서 r, z 방향의 2차원 노심 

모델을 사용한 SN 근사 중성자속 계산에 의해서 구해진다.

K-CORE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핵설계 및 평가에는 9군 단면적이 사용되는데, 

TWODANT 코드에 의해 구해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KAFAX 라이브러리를 

축약하여 죄종적인 유효 단면적이 생산된다. 단면적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역별 온도는 정상 상태 전출력 운전에서의 열유체 분석에 의해 구해진 값을 사

용한다. 도플러 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핵연료 단면적 생산에는 증가된 온도의 셀 

계산이 수행된다. 또한 소듐 기화 반응도 계산을 위한 단면적은 구동 핵연료 및 

블랭킷 집합체의 덕트 내부의 모든 유동이 있는 소듐이 제거된 상태로 계산이 

수행된다.

핵분열 생성물의 단면적은 172개 핵분열 생성물의 단면적 라이브러리, 

KAFAX-E6FP[Kim, 1999a], 핵분열 yield와 KALIMER 증식 노심의 구동 핵연

료의 스펙트럼을 가중하여 9군으로 축약된 13개의 lumped 단면적을 생산한다. 

lumped fission product 단면적은 U-235, U-238, Pu-239, Pu-240, Pu-241, 

Pu-242, 그리고 마이너액티나이드 핵종의 핵분열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

를 표현한다. 각 핵분열 생성물의 핵종은 rare earth와 non-rare earth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출력 계산에서는 핵분열과 포획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축적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축적율은 핵종의 핵분열과 포획 반응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군 

중성자속, 단면적 그리고 에너지군에 독립적인 핵종의 핵분열당 축적되는 에너지

와 포획당 축적되는 에너지에 의해 계산된다. 축력 계산에는 구조물과 냉각재에 

대한 에너지 축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에너지 축적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핵분열과 포획 반응에 의해 감마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 축적되는 것

으로 가정이 되어 있다.

2.2.1.1.2 노심 모형 탐색

노심의 장전모형의 결정은 주기길이, 방출연소도, 설계인자들의 여유도,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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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계획 등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Graves, 1979]. 그리고 연료

장전계획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요 변수는 연료농축도, 장전되는 연료집합체의 

수, 재장전되는 배치의 크기, 새연료와 부분적으로 연소된 연료집합체의 배치 등

이다. 일반적으로는 출력을 평탄화 하기 위해 장전모형이 설정된다. 그러나, 설계

하고자 하는 노심의 특성도 장전모형설정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 예로 

Breakeven 노심의 설계시에는 출력분포를 평탄화하는 동시에 노심평균전환비를 

1.0이상으로 유지하여 핵연료물질(fissile)의 외부공급이 필요치 않도록 장전모형

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연소로의 경우에도 출력평탄화, 주기당 TRU의 연소량의 

극대화, 연소반응도가의 최소화를 위해 장전모형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고속로의 경우에 노심장전모형은 균질노심(homogeneous core)과 비균

질노심(heterogeneous core)노심으로 분류된다[Waltar, 1981]. 그림 2.2-1의 좌측 

노심은 전형적인 균질노심모형을 보여준다. 균질노심모형에서 순수 fertile 물질을 

포함하는 블랭켓집합체는 반경방향, 축방향블랭켓 역에만 배치된다. 또한 fertile 

과 fissile의 상대적으로 균질한 혼합형태가 노심을 통하여 배치된다. 그림 2.2-1

의 좌측 노심의 경우 중앙노심은 fissile/fertile 혼합연료가 위치한 노심 역이고 

외부 역은 반경방향 블랭켓과 차폐체가 위치한다. 비균질노심은 그림 2.2-1의 

우측 노심과 같은 모양이다. 비균질노심에서 블랭켓집합체는 노심 역에 분산되

어 배치된다. 따라서 증식비가 크고 냉각재기화계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fissile 물질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2-1의 우측노심의 경우 블랭켓

집합체가 링형태로 배치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출력을 평탄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 일반적으로 농축도 분리가 사용되는 데 이 또한 장전모형설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그림 2.2-1 전형적인 균질/비균질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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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농축도 분리와 장전모형탐색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한

다. 장전모형탐색을 특히 복잡하게 하는 경우는 매 주기연소 후에 핵연료집합체

들의 재배치 (shuffling)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shuffling 방법을 설

정한 후 출력평탄화를 위한 장전모형탐색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연료 

집합체의 Shuffling이 필요한 이유는 한 주기연소 후에 출력의 이동이 생기기 때

문으로 초기에 설정한 장전모형보다 출력을 더 평탄화 할 수 있는 장전모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2는 KALIMER breakeven (150MWe) 노심에 

적용된 shuffling 방법들을 보여준다[김상지 2001b; 김상지, 2001c].

 

그림 2.2-2 KALIMER breakeven (150MWe)에서 사용된 Shuffling 방법

1 2 0 0

1 2 2 1 2

2' 0 0 5

2 0 1 1-10

1 4 1-10

3

U

C

C

rp9

1 2 0 0

1 0 2 1 2

0' 2 0 5

2 0 1 1-10

1 4 1-10

3

U

C

C

rp9.ib1

그러나 농축도의 분리 및 shuffling은 구동연료의 제조비용증가, 집합체의 변

형가능성증가를 유발한다. 농축도 분리가 적용된 경우 각 노심 역의 핵연료집합

체의 배치수를 고려해야한다. 배치(batch)란 핵연료의 재장전시에 몇 개의 핵연

료집합체의 묶음들로 처리되는 데 이 것을 말한다. 예로 핵연료의 shuffling을 가

정하지 않으면 내부노심이 3배치로 구성될 경우 한 주기연소 후에 내부노심 핵

연료집합체의 1/3이 방출되고 재장전된다. 특히 평형주기노심의 해석에 있어서 

각 노심 역별로 배치수는 각 역의 방출연료의 연소도에 관계되므로 장전모형

의 선정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핵연료관리는 또한 역장전 (zone loading)과 분

산장전(scatter loading)과 관련이 깊다[Graves, 1979]. 분산장전에서 한 배치의 

집합체들은 노심의 다양한 위치에 장전된다. 역장전에서는 조사된 연료는 노심

의 한 역에서만 제거되고 반면에 모든 새연료는 다른 역에 장전된다. 새연료

가 장전되기전에 조사된 연료를 새연료가 위치되는 역에서 완전히 조산된 연

료가 제거되는 역으로 부분적으로 shuffling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수로에서는 이 두방법의 조합을 사용하나 고속로에서는 분산장전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저농축도 및 저출력 도의 높게 조사된 연료가 고출력 도의 새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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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접해서 위치하는 단점을 가지나 shuffling에 필요한 장시간의 단계가 요구

되지 않는다.

다음은 고속로 연소계산코드에서의 핵연료의 연소해석을 위한 처리방법을 설

명한다. 노심연소계산코드는 노심내 주기에서 분석모델과 노심외 주기에서의 모

델로 구성된다[Toppel, 1983]. 노심내 주기에서는 핵연료집합체의 개별적인 공간

적 위치에 관심을 둔다. 예로 한 개의 집합체는 특별한 한 위치에서 출력, 제어

조건 및 원자로의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중성자속에 의해서 일정시간 조사된

다. 이런 초기의 연소 후에 이 집합체는 다른 위치로 옮겨져서 배치될 수도 있고 

그대로 그 위치에 배치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원자로내에서 집합체가 변

경되면 조사율은 불연속적으로 향을 받게 된다. 여러 번의 연소/shuffling 후에 

집합체는 노외로 방출된다. 집합체의 공간적 이동은 당연히 체적의 보존이라는 

제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개의 집합체의 이동은 최소한 두 개의 다

른 집합체의 이동이 수반된다. 한 집합체가 처음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

거나 노외로 방출되면, 원래의 집합체에 의해서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핵연료나 

다른 위치로부터 이동된 집합체에 의해서 채워진다. 각 핵연료집합체는 수 차례

의 연소 및 재배치 과정 이후에 궁극적으로 노외로 방출된다. 각 핵연료 집합체

에 대한 이 일련의 노내 이동 과정을 핵연료 관리 경로라 부르며, 특정 핵연료 

집합체의 시간에 따른 노내의 위치를 나타낸다. 원자로에 장전되는 각 핵연료 집

합체를 구별하고 시간에 따른 노내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물질유형(material 

type), 연소단계 (stage), 노심 역 (region)의 3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물질유형은 

관련된 특정 핵연료 관리 경로에 따라 노내에 장전된 모든 핵연료 집합체나 구

성물을 나타낸다. 연소단계는 이들 핵연료집합체나 구성물의 노내 연소이력을 나

타내며, 특정 핵연료 집합체가 정전되어서 방출될 때까지 이동된 수 (주기수)로 

표현된다. 마지막 지표인 노내 역은 특정 핵연료 집합체나 구성물이 차지하는 

노내 공간을 나타낸다. 각 노내 역은 평균 수 도 벡터와 평균 핵종변환행렬이 

계산되는 폐공간을 나타낸다. 각 물질유형의 장전시 조성이 일정하고 연소 및 핵

연료관리 절차 과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방출연료의 조성이 일

정한 값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평형주기하의 노심상태는 두 점 경계조건 문제의 

단일 주기 계산으로 구해진다. 이에 비해 한 연소 주기 후에 핵연료 관리절차가 

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정한 핵연료관리경로가 단지 한번만 

수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각 연소 주기말에서 노내의 각 핵연료집합체의 

이동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평형주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핵연료관리 경로가 반복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각 연소 주기말에 

동일한 핵연료 관리과정이 적용되며, 평형주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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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 노심 핵적 성능 분석

노심설계는 설계요건에 근거하여 핵연료 및 노심이 적절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핵적 성능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노

심설계 과정은 노심 배치와 기하학적 특성의 최적점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 과정

에서 핵연료집합체의 장전 수와 유효노심높이 등이 핵적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노심 제원이 결정된다. 

핵연료집합체 장전 배열, 특히 구동핵연료의 가능한 장전 배열과 변화 가능한 

유효노심높이의 범위는 설계하고자 하는 노심의 핵적 성능인자에 근거한 평균 

선출력과 최대 출력 도 제한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추가적으로, 구동핵연료의 

장전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블랭킷 집합체 개수의 변화를 통하여 원하는 

증식비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구동핵연료 집합체의 개수와 유효노심높이를 변화 시킨 전체 후보 장전 

모형 중에서 최대 선출력 및 최대 fast fluence를 만족하는 구동핵연료 집합체의 

개수를 결정한다. 다음에는 유효노심높이의 변화에 따른 후보들 중에서 원하는 

노심 모형을 결정하는데 증식비, 공급핵연료의 TRU 농축도, 연소결손반응도가 

주요 성능인자가 된다. 노심높이의 감소는 축방향 중성자 누출을 증가시키고, 중

성자의 이용률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증식비와 연소결손반응도는 노심높이 

변화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증식비는 노심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

면, 연소결손반응도는 크게 증가한다. 연소결손반응도의 증가는 출력이 작은 노

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내부와 외부 블랭킷 집합체 개수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증식비가 달라진다.

노심직경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노심높이를 감소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

듐기화반응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소듐기화반응도가 줄어드는 것과 상반되게 이

러한 H/D 비율의 감소는 증식비의 감소와 연소결손반응도 증가와 같은 어느 정

도의 노심 성능 감소를 동반한다. 따라서 노심 설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과 경제적인 실용성에 대한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핵적 성능 분석은 평형주기에 대하여 중성자속과 연소계산 모듈로 구성된 

DIF3D[Derstine, 1984]와 REBUS-3[Toppel, 1983] 코드로 수행된다. 기본적인 핵

적 성능 계산에는 현재 모두 9군 단면적이 사용된다. 중성자속 계산은 원자로를 

hexagonal-z로 표현한 거시격자 노달 확산 방정식이 사용된다. BEBUS-3의 연

소 계산에서는 연소 주기동안 노심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U-TRU 핵종을 묘사하는 미리 저장된 U-TRU 체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표 

2.2-1은 설계된 KALIMER 노심 유형에 따른 핵적 특성을 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한도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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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KALIMER 노심 유형에 따른 핵적 특성 비교

Nuclear Performance
KALIMER-150

U core

KALIMER-150

Breeder

KALIMER-150

Breakeven
KALIMER-600

Average Breeding Ratio 0.669 1.18 1.051 1.003

Refueling Intervals (month) 12 18 18 18

Burnup Reactivity Swing (pcm) 1148 632.2 896.4 -276.9

Peak Fuel Discahrge Burnup

(MWD/kg)
42.67 116.9 120.7 98.0

Feed driver Fuel Enrichment

(wt.%)

Inner  14.41

Outer  20.00 TPu  25.84

TRU  26.30

FPu   21.15

TPu   29.12

TRU   30.00

FPu    9.68

TPu   14.91

TRU   15.55

Peak Linear Power (W/cm) ID    189.8

OD    208.5

RB     69.9

DF   278.3

IR   286.5

RB   203.2

DF   278.3

IR   286.5

RB   203.2

ID   273.2

MD   250.8

OD   271.6

Power Peaking Factor for Dirver Fuel

BOEC

EOEC

1.603

1.569

1.506

1.499

1.427

1.448

1.585

1.463

Peak Discharge Fast Fluence         

( 10 23n/cm 2)

ID    1.393

OD    1.284

RB    1.342

DF   2.43

IR   2.39

RB   3.51

DF   2.41

IR   2.36

RB   3.07

ID   3.27

MD   3.27

OD   2.95

2.2.1.1.4 궤환반응도 분석

다양한 반응도궤환효과와 중성자동특성인자들을 DIF3D, PERT-K 코드를 이

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적인 궤환반응도 계수[김 일, 2001]들 (도플러계수, 냉각재

기화계수, 축/반경방향팽창 반응도계수)은 DIF3D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계

산을 통해서 생산하며, transient 계산에 이용되는 중성자동특성인자와 공간의존 

반응도계수는 Perturbation 이론을 사용하는 PERT-K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

러나 공간의존 도플러계수[김 인, 1999; 김 인, 2000]와 축/반경방향팽창 반응

도계수는 직접적인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현재 IAEA CRP meeting에 

ANL(USA), CEA&SA(EU), CIAE(China), IGCAR(India), JNC(Japan), 

OKBM(Russia)와 함께 참여하여 각종 궤환반응도 계수들을 평가중이다.

도플러계수

현재 K-CORE 시스템에서는 소수군 유효단면적 생산체제[김 인, 1999; 김

인, 2000]로 TRANSX/TWODANT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도플러계수는 핵연료 

단면적 계산체제에서 핵연료 역 온도 변화만 고려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직접계

산방법을 이용하여 국소 도플러계수를 생산한다. 도플러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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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X코드에서는 일정한 역을 정의하고 각 역에 대한 온도를 입력하

게 되어있기 때문에 균질모델에서 핵연료와 구조재, 냉각재에 대한 온도를 각각 

입력할 수 없었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의 경우 상당히 큰 공명 산란

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질화된 모델에서 핵연료온도계수계산에 미치는 향

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단면적 생산 방법은 노심 설계과정에서 중요한 노심 안

전성 변수로 취급되는 핵연료온도계수 계산에서 정확도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유

재운, 1999]. 핵연료 성분을 보면 핵연료와 피복재, 냉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 

중에 중복되는 핵종이 없기 때문에 핵종별로 서로 다른 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

면 핵연료만의 온도변화에 따른 핵연료온도계수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균질모

델을 바탕으로 정확한 핵연료온도계수 계산을 위하여 현재 소수군 유효단면적 

생산코드로 사용중인 TRANSX코드에 핵종별로 온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브루틴을 수정하 다. 기존에 역을 기준으로 하는 온도 적용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각 핵종별로 온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입력변수를 추가하여 DIF3D

코드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도플러계수를 생산한다[한도희, 2002].

냉각재기화계수

냉각재기화계수[김상지, 2001a]는 노심의 냉각재가 국부적으로 또는 전체적으

로 기화될 때 반응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한 지표가 된다. 냉각재기화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WNa=
∂k
∂ρNa

⋅
ρNa

k
2

따라서 이러한 냉각재기화계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위해서는 중성자 스펙트럼

의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심 해석 체계에서는 정상상태 노심 

해석은 물론이고 냉각재기화계수, FTC 등 반응도가 계산에도 동일하게 80 그룹 

단면적을 9 그룹 중성자 단면적으로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9 그룹 단

면적은 정상상태 해석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나 냉각재기화계수와 같이 스펙트럼

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반응도 계산에서 중성자 스펙트럼을 정확히 묘사한

다고 보기 어렵다. 냉각재기화계수 계산과 관련한 외국의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냉각재 기화시 중성자 스펙트럼 변화를 묘사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계산에서보다 

에너지군수를 늘려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군 수 및 군 구조에 따른 냉각

재기화계수 결과를 분석하고 그 계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에너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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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 다. 수행결과 냉각재기화계수에서 80군 결과와 9군 결과와의 차이는 

대략 85 pcm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군수가 증가할수록 80군 계산결과에 근접하

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21군의 경우 9군 결과에 비해 개선된점이 미미하 다. 

21군에 40 keV이상의 높은 에너지 역에 4개의 군을 추가한 결과 좀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냉각재기화계수 계산을 위해서는 새롭게 

구성된 25군 단면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김 일, 2001].

축/반경방향팽창 반응도계수

축/반경방향팽창 반응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크기를 질량의 변화 

없이 일정한 분율 만큼 균일하게 증가시키고 계산한다. 즉 원자 도는 노심 크기

증가 만큼 줄어들게 된다. 축/반경방향팽창 반응도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각각 정

의된다. 

Raxial=
∂k all

k 2
/
∂H
H 0   ,  

Rradial=
∂k all

k 2
/
∂R
R 0

노심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중성자의 누출이 줄어들어 양의 반응도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연료의 도감소로 음의 반응도효과[김상지, 2001a]도 있다. 또

한 선형열팽창계수와 연관되면 노심의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계수의 계산에 포

함된다. 냉각재 온도에 의한 노심의 반경방향팽창은 금속연료의 경우에 주된 음

의 반응도 주입 메카니즘의 하나이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 반경방향팽창 반응도

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연소에는 둔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축방향으로 노심의 

크기증가는 노심의 도를 감소시키고 반경방향의 중성자누출을 감소시킨다. 이 

계산에서 유효노심의 국부적인 길이변화는 동일한 높이의 다른 노심 구성물질의 

길이도 함께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공간의존 축방향팽창계

수는 유효노심의 각 neutronics node 마다 구해진다.

2.2.1.1.5 타분야 자료 생산

현재 노심설계에 관련한 많은 자료는 타분야 과제와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타분야에 제공되는 설계연계자료는 열유체설계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평형노심의 

집합체 출력분포 및 batch factor 등이 있으며 노심의 크기, 배치 및 재료 등은 

유체 및 기계 연계자료로 사용된다. 노심의 동특성 자료는 유체 및 안전 연계자

료로 사용된다. 현재 노심설계코드 계산결과에서 나타나는 많은 자료들은 노심설

계분야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타분야에서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는 많은 부

분이 수동으로 진행되어 타분야 자료작성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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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에 제공하는 자료들중에서 특히 안전해석 분야는 타분야 과제들중에서 

노심설계연계자료와 가장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현재 안전해석분야에 제공

되어야 하는 자료는 크게 나누어서 중성자속 및 플루언스(fluence)에 관련된 자

료, 출력에 관련된 자료, 핵연료 농축도(fuel enrichment) 및 연소도(burnup)에 

관련된 자료, 증식율(breeding)에 관련된 자료, 반응도가에 관련된 자료, 중성자 

운동학적 파라메타(neutron kinetics parameters)에 관련된 자료, 핵연료 질량

(fuel mass) 및 질량조사(inventory)에 관련된 자료 등이 있으며 세 한 안전해석

을 위한 국소 반응도 계수를 생산하여야 하며 도플러 효과, 소듐냉각재 도효

과, 축방향 팽창효과 등이 있다. 

국소 반응도 계수생산은 통상 축방향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국소반

응도 계수를 생산한다. 핵연료 역의 집합체별로 축방향 5개 구역에서의 핵연료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직접계산방법으로 구한다. 소듐냉각재 도 변화에 

따른 국소 반응도 변화는 1차 섭동이론 계산코드 PERT-K를 사용하여 구한다.

2.2.1.1.6 노심 동특성 분석

수시간이내 또는 수분이내의 노심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방정식은 과도

상태의 다군 확산방정식으로 미지수가 시간과 공간 변수로 나타나게되어 계산해

야할 변수가 매우 많고, 열유체 궤환효과에 의한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시간 분할

을 매우 작게 해야하므로 계산의 양이 매우 방대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상태의 

다군 확산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변수 분리를 통하여 계산해야할 변수를 줄이는 

합성(synthesis) 방법과 방정식의 완전한 형태를 직접 적분하여 차분하는 시공간

(space-time)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Verdu, 1995]. 그러나 시공간 방법은 현재의 

고속 전산기로도 많은 계산시간을 소요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고속로는 경수

로보다 중성자간에 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중성자속 분포가 시간과 공간 

변수로 변수분리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므로[Waltar, 1981], 고속로 동특성 분석에

는 합성법이나 간단한 점운동 근사 방정식 (point kinetics approximation 

equation)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Quasistatic 방법[Koclas, 1996; Dahmani, 

2001]은 합성 방법의 일종으로 중성자속을 시간에 따라 완만히 변화하는 형태함

수 (shape function)와 크기함수 (amplitude function)로 분리하여 시간종속 확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변수 분리의 방법에 따라 generalized와 

improved quasistatic 방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Koclas, 1997; Sissaoui, 

1995]. Generalized quasistatic 방법은 크기함수가 에너지군별로 주어지는데 반해 

improved quasistatic 방법은 크기함수가 에너지군에 무관하다. 따라서 improved 

quasistatic 방법이 계산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크기함수

는 중성자속 준위의 빠른 변화를 묘사하는 반면, 형태함수는 느린 시간 간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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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간분포의 변화를 묘사한다. 따라서 과도상태동안, 형태함수와 지발중성자 

선행핵의 계산횟수를 줄일 수 있어 계산시간과 그 정확도면에서 다군 다차원 중

성자 동특성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다. 즉, quasistatic 방법은 점운동 방정식의 해

를 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형태함수를 사용하여 점운동 방정식의 매개변수를 계

산한다. 형태함수는 중성자속을 인수분해 형태로 정의하여

[φ(r, t) ] ≡ T ( t)[S(r, t)]로  나타내게 되는데, [S(r, t)]의 변화는 대부분

의 원자로 과도상태에서 지발중성자분율 β l( t)와 유효중성자수명 Λ( t)의 값에 

작은 향을 미치나 반응도 ρ( t)는 그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형태함수의 근

사에 기인한 ρ( t)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도상태 계산의 주요한 요소가 되

며 이를 위해 가중함수로는 시간에 비종속적인 수반중성자속을 사용하고 있다. 

Quasistatic 방법에서는 짧은 시간동안의 일시적인 거동을 결정하기위하여 점운

동방정식과 선행 핵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반응도 계산 단계(reactivity step)과 

과도상태동안의 시간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함수 [S(r, t)]를 계산하는 형태함수 

계산 단계(shape step)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반응도 계산 단계와 

형태함수 계산 단계라는 두가지의 시간 단위가 필요하며, 대개 하나의 형태함수 

계산 단계는 여러 개의 반응도 계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자

체개발된 STEP 코드[김 일, 1999]에 improved quasistatic 방법(이하 

quasistatic 방법으로 표기)을 적용하여 노심동특성 분석 모듈을 추가 확장하고 

있다[장진욱, 2001].

노심 핵설계에서 노심 동특성과 안정성 분석을 위해 생산하는 인자로 유효 지

발 중성자 분율과 유효 중성자 수명이 있다. 이들 값은 노심 상태에 따라 달라지

는 값으로 동특성 분석을 위해 정확하게 생산되어야 하며 안전해석에 필요한 연

계 자료로 BETA-K 코드[김택겸, 1998]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BETA-K 코드는 

다군 다차원 노달전개법 코드인 DIF3D 코드로부터 구한 중성자속 분포와 수반

중성자속 분포를 입력으로 지발중성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군정수를 사용하여 

동특성방정식에 필요한 유효지발중성자분율(βeff) 및 중성자수명(leff)과 핵분열 

스펙트럼(χ), 핵분열당 생성되는 중성자 수(ν)를 핵종별, 핵연료집합체 성분별, 

노심에 대해 계산한다.  지발중성자분율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총 중성자에 대한 

지발중성자의 비로 정의되며, 유효지발중성자분율은 수반중성자속으로 가중함으

로써 중성자 생성에 대하여 공간 및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다. 중성자 수명은 중성자가 생성되어 소멸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중성자가 노심에서 흡수되거나 혹은 외부로 유출되어 빠져나가는 

동안의 평균 이동거리를 중성자 속도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는 노심 동특성 분석을 위한 이 값들의 BETA-K 코드 계산 결과를 BFS-73-1 

임계실험분석을 통해 1% 오차 범위 이내로 정확함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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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 수송이론활용 노심 분석 기법

현재 고속로의 노심 설계는 대부분 중성자확산이론에 기초한 노달방정식을 사

용하고 있다. 중성자확산이론은 중성자수송이론을 근사한 것으로 전산속도와 기

억용량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설계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설계값을 검증

하거나 그 불확실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계시설이나 실증로의 실험자료나 운

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한 설비가 없는 경우, 노심의 

참조해(reference solution)는 수송이론에 근거한 전산 코드의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3차원 매질에서 중성자 분포를 가장 잘 기술하는 기본 지배

방정식이 소위 Boltzmann 수송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중성자수송이론은 3차원 매

질에서 중성자의 거동 및 반응을 파악하여 운동현상을 규명하고 그 분포를 예측

하기 위한 것이다. 중성자수송방정식에서 중성자의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중

성자를 중성자의 위치(r), 에너지(E), 운동방향(Ω), 시간(t)에 대한 변수로 나타내

게 되는데 이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결정론적(deterministic) 방법

과 확률론적(Monte Carlo) 방법이 있다.

결정론적 방법은 수송방정식을 다군 형태로 변환한 후 몇가지 가정을 도입하

여 각 군의 중성자속을 산락각과 위치 함수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Spherical Harmonics(PN) 방법, Discre Ordinates(SN) 방법, Even-Parity 수송방

법, 충돌확률(Collision Probability)법 등이 있다. PN 방법은 2차원이나 3차원에 

적용하기 복잡하지만 가능하며 비물리적 현상인 ray effect가 없으나, SN 방법은 

space-angle mesh에서 sweeping scheme을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 메모리를 많

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개의 discrete한 방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ray effect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Ray effect는 국소적인 선원(source)

이 있을 경우 SN 방법에 의한 중성자속을 한 공간 축에 대해 나타내면 비물리적

인 파동 현상을 보이거나 잘못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특히 매질의 산

란이 작거나 낮은 차수의 SN 방법을 사용할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조남진, 

2000]. Even-Parity 방법은 각중성자속에 대해 even-parity 성질을 이용해 산란

각의 반만 풀어도 되고  self-adjoint이므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치해법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충돌확률법은 산락반응과 선원의 등방성을 가정하여 중성자속이 

미지수이므로 각중성자속이 미지수인 다른 방법에 비해 각근사(angular 

approximation)에서 유발하는 오차가 없으나 큰 공간문제에서는 전산기의 기억용

량과 방대한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는 전산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원자로와 같이 복잡한 구조에 대해 중성자수송이론에 기초한 수치해법과 병렬계

산을 통해 노심을 해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설계에 직접 이용되

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몬테칼로 기법은 난수(random number)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표본을 추출

함으로서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모사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표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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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수집(tally), 추정(estimation)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중성자수송이론

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몬테칼로 기법은 계산시간이 방대하고 열유체 

궤환효과를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3차원 기하학

적 구조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고 중성자 에너지를 연속인 변수로 그대로 사용

하고 중성자속에 대해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

고 있어 근래에는 연소계산 기능을 갖춘 몬테칼로 코드로 노심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가 개발되었다. 현재 MCNP 코드[MacFarlane, 1994; Briesmeister, 2000]를 

이용하여 개발된 연소계산 전산코드로는 MCNP 코드를 개발한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MONTEBURNS (MONTE carlo BURNup code 

System)[Poston, 1999], MOCUP(MCNP-ORIGEN2 Coupled Utility 

Program)[Moore, 1995], MCB(Monte carlo Continuous Burnup code)[Cetnar, 

1996] 등이 알려져 있다. 1999년 LANL에서 개발한 MONTEBURNS 코드와 

1995년 I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서 개발한 MOCUP 코드

는 연소계산을 위해 ORIGEN2 코드[Croff, 1980]를 사용하고 있으며 MCB는 

ORIGEN2 코드와 연계계산 외에 MCNP 코드와 각종 연소계산 코드들을 수작업

으로 연계하여 계산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연소기능을 

갖춘 몬테칼로 코드(MC-CARD)를 개발하 으며[김창효, 1999],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는 MCNP코드에 연소기능을 갖춘 모듈을 추가하여 MCDEP[김강석, 2002]

를 개발하 다. 그러나 이러한 몬테칼로 코드는 계산시간이 방대하다는 것 외에 

노심의 다양한 온도 분포를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노심의 표준계산 및 

검증용 계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면 장래에는 더 

나은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2.2.1.2 비평형주기 핵설계

일반적으로 고속로연소해석에는 평형주기, 비평형주기의 두 가지 모델이 사용

된다. 평형주기모델이란 핵연료의 장전, 핵연료방출,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재성

형된 연료의 재배치등을 포함한 핵연료관리 과정이 모든 주기에 대해 동일하게 

수행되어 무한번 반복후에 도달한 평평상태의 노심의 한 주기를 말한다[Toppel, 

1983]. 실제 원자로가 이러한 평형주기에 도달하여 운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원자로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평형주기모델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비평형주기모델은 실

제로 시간에 따른 원자로의 상태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학적으로 

보면 단일주기문제는 주어준 초기조건에 대해 연소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고 

다주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초기조건에 대해 각 주기의 말에 주어진 불연속조건

을 가지고 단일주기해석을 반복하는 문제가 된다. 이 불연속조건은 수학적으로 

다음식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양원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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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T
+
)=S(T) ñ m(T)

이 식에서 S (T)  는 주기말 (t=T)에서 방출, shuffling, 장전을 나타내는 연산

자이다. 즉 역별 원자수 도와 물질의 각 연소단계 (stage)에서의 원자수 도

사이의 사상(mapping)이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소해석코드

인 REBUS-3에서는 평형문제에 더하여 비평형문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용자는 지정된 주기시간 동안 특정한 출력으로 운전될 원자로의 장전상태를 

(재처리/재성형 공장과 외부 핵연료공급원 같은 노외주기에 대한 정보없이) 완전

히 기술할 수 있다. 이 계산은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중성자속계

산에서의 여러 탐색계산과 함께 수행될 수도 있고 또는 이들 탐색계산을 배제하

고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평형주기문제에 더하여, 외부공급핵연료의 특성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연소주기내의 특정시간에서 지정된 증배계수와/나 연소도를 달성하기 

위한 농축도와/나 연소시간 탐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두 단

계 계산으로 해결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어탐색을 보류하고 농축도와/나 연

소시간탐색 계산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어 탐색을 포함하여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비평형주기 문제에 대한 핵연료 관리 또한 핵연료관리 

경로와 연소단계도 평형주기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평형주기문

제는 본질적으로 특정시간에 동일한 노내 역에 위치한 모든 핵연료관리경로 및 

연소단계에 대해 수 도 벡터가 균질화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평형주기문제에서는 원하는 해가 시간에 대한 평균해가 아니고 시간

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균질화 과정이 배제된다. 따라서 둘이상의 연소단계

로 구성된 핵연료관리경로를 갖는 비평형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작되는 

시간에 완료될 연소주기나 연소단계 수를 나타내는 핵연료관리경로의 출발상태

를 핵연료관리경로의 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 REBUS-2 코드에 비해서 

REBUS-3 코드에서 새롭게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평형주기 모델

에서의 다주기 재순환문제이다[Toppel, 1983]. 이 경우에 외부공급원은 이전의 연

소단계의 특별한 역에서 방출된 연료에 근거하여 수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기의 초에 한 연소주기 I 에 대한 공급핵종과 량은 I-2 

주기로부터 방출된 연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방출레벨이 표시되지 않을 수

도 있다. 방출레벨이 표시 된 경우에는 냉각시간, 제조시간, 재처리된 fissile 물질

의 기원에 대한 우선순위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회수율정보와 어느 

역에서 방출된 연료가 재순환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산란재장

전 (scattered reloading)을 가정한 비평형주기 모드에서 첫 번째 비평형주기는 

모든 구동연료집합체가 균일조성으로 장전되고 구동연료와 블랭켓 모두 새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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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초기노심을 모사한다. 두 번째 주기에서는 새롭게 장전된 연료는 외부공급으

로 구성된 다른 농축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11번 카드에 표시된 노심

모형은 주어진 배치수 만큼의 주기를 연소한 후에 도달 가능하다[김상지, 2001b]. 

예로 3배치로 가정하면 요구된 노심모형은 3번의 재장전 후에 도달 가능하다. 

실제로 REBUS-3에서 모사를 위한 최대 주기수는 배치수+1 까지로 제한되어있

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된 연료들에 대한 이전연소주기의 수는 대응되

는 집합체를 방출할 시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연료관리방법을 표시

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르게 표시된다. 연료관리경로가 11번 카드에 표시되면 연

소된 연료의 이전연소주기의 수는 대개 11-18컬럼에 표시된다. Breakeven 

(150MWe) 노심의 경우에 평형주기모델에서 설정한 바에 의하면 내부블랭켓과 

구동연료는 3배치로 반경방향 블랭켓은 6배치를 가정하므로 7주기까지 천이노심

의 모사가 가능하다. 

연료를 함유하는 집합체에 대해 배치수를 묘사하는 데 더하여 각 집합체가 언

제 방출될 지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출/재장전계획은 주기내 최대

출력 도가 최소가 되고 평형주기로의 천이노심이 보다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최

적화 될 필요가 있다. 평형주기모델에서는 한 집합체위치에 여러 다른 stage의 

연료가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나 비평형주기에서는 한 stage 의 연료는 한 집합

체만을 점유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배치계획에 있어서 불일치를 야기시킨다. 

평형주기평형주기에 사용된 우선순위와 분배율 개념은 비평형주기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대개는 사용자들은 재순환된 연료를 이용하여 수정된 보통의 

외부공급원 보다 낮은 우선순위이고 충분한 체적을 가지는 보충의 외부공급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은 쉽게 계산되는 시스템이 이

전에 방출된 연료를 재순환하여 자체적으로 운전가능한지 아니면 부수적인 외부

공급이 요구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비평형 다주기 재순환문제처리능력은 연

료공급이 이전에 장전된 연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자로에 대한 평형주기로의 

엄 한 수렴성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2.2.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2.1.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1992년 이래로 수행된 소듐냉각 고속로 요소기술 연구 및 노심설계기술개발 

과제를 통하여 노심핵설계를 위한 기반기술은 확보되었다. 

핵설계방법론 측면에서 기술 수목도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로 개념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핵설계 전산체제가 구축되었다. 아울러, 설계 

개념에 대한 개발 항목은 우라늄 장전 노심, 증식로 및 Breakeven 노심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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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발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핵확산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국내 연구진에 의한 독자적이면서 지속적 연구개발이 가능한 

KALIMER-600 원자로 노심개념 개발 등으로 설계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핵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기본적인 핵설계 전산체제는 완비되었으나, 개념설계 

수준을 뛰어 넘어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유효 단면적 생산 기법, 시운전 자료 생산, 상세 안전 해석 자

료 생산, 노심 운전 추적 기술, 전산체제 인허가를 위한 핵설계 인자 보정인자/불

확실도 평가 등이 향후 추가 수행되어야 상세 설계를 완수하여 설계 및 방법론

에 대한 인허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심 설계 측면에서는 노심모형 탐색, 노심 핵적 성능 분석, 타분야 자료 생산 

분야에서는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나 심층적 노심 핵특성 분석, 동특성 분석, 수

송이론 활용 노심 분석 등은 방법론 개발과 더불어 기술적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일련의 개념 설계 개발과 이에서 파생된 방법론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국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2.2.1.3.2 해외 기술개발 현황

해외 기술개발은 실제로 다양한 용량의 소듐냉각 액체금속로를 설계하여 건설

하고 운전한 뒤, 해체까지 경험해 봄으로써 국내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기술적 저

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액체금속로 개발은 그 역사가 일천한데 

비해 해외 원자력 기술 선진국들은 40년 이상의 개발 역사와 막대한 투자를 반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MOX연료 사용 액체금속로의 핵설계는 일본, 러시아, 프랑스 및 독일

의 기술력으로는 입증된 기술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가 이들 나라에서는 크지 않다. 금속 연료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도 EBR-II원자로

의 가동으로 핵설계에 대한 충분한 기술 축적 및 전산체제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인 증식로 개념의 설계 및 운전 기술은 이제 기술 

선진국에서는 기술 개발 대상이 아니라 기술 보존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

에서는 전산체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국내 동향과는 달리 주로 

노심설계 개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를 건설하여 운

하여 본 결과,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빈번한 

가동 중지에 의하여 이용율이 낮아지고 과도한 핵연료 재처리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기술 선진국에서는 발전소의 이

용율을 향상시키면서 핵연료의 재처리 비용을 줄여서 불순물이 함유된 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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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노형의 개발이나 발전로로서 기능은 최소화하고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액체금속로 개발에 역점을 두어 경제성이 덜 문제시되는 노형

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방사성 독성 물질의 감소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새로이 대두된 개념은 마이

너 액티나이드(MA)의 연소로 개념이다. 기술 선진국에서도 60, 70년대의 활발한 

액체금속로 개발 연대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므로 해외의 기술개발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MA 반응 단면적 측정 및 평가, 

MA 장전 원자로 핵특성 및 안전 해석에의 향 평가, 최적 MA 장전 연료 형태, 

MA 핵종별 장전에 따른 MA 연소율 및 노심 특성 변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

2.2.2 노심 연료계통 설계 및 해석 기술

2.2.2.1 연료봉 설계 기술

금속 핵연료는 노내 운전중에 높은 온도 및 중성자 조사손상에 의해 미세조

직, 크기, 기계적 성질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 조성

도 바뀌게 되며, 핵분열생성물 축적 및 기공의 향에 의하여 열전도도가 저하되

어 용융출력(power-to-melt)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고체 및 기체 핵분열생성

물에 의해 핵연료가 팽윤(swelling)하게 되며, 발생된 기체 핵분열생성물은 봉내 

상부 플레넘으로 방출되게 된다. 또한 연료심과 피복관 성분의 상호확산에 의하

여 공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소듐 본딩 금속핵연료봉 설계에서 금속연료심은 

조사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하여 피복관에 착되며, 착 이후에는 소듐의 높은 

열전도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양호한 갭 열전달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

다. 금속연료심/피복관 착 후에는 금속연료심이 피복관보다도 유연한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큰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플레넘으로 

방출된 기체압력이 피복관 변형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Hofman, 1997]. 

연료봉 설계는 위와같은 연료봉 특성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료

조성 및 제원을 포함하는 연료심/피복관의 물성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① 

연료심 팽윤에 의한 FCMI 및 고체 FP(핵분열생성물) 축적 등과 같은 기계적 거

동, ② 원소 이동, 란타나이드 FP에 의한 피복관 감육 및 연료심과 피복재 상호

간의 확산 등과 같은 화학적 거동, ③ 기포 생성에 의한 열전도도 감소 및 소듐 

침투에 의한 열전도도 회복과 같은 열전도도 거동, ④ 핵분열 기체 생성물 축적

에 의한 기포 생성 및 방출 거동을 포함하는 FGR (Fission Gas Release) 거동과 

같은 연료의 조사거동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선출력, 냉각재온도, 연소도 

및 중성자속등을 모두 고려하여 연료봉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핵연료성능을 평

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능해석코드를 개발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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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피복관 응력 및 변형율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하여 

금속핵연료를 설계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중인 MACSIS 코드는 정상가동조건하에서 금속연료의 출력이

력에 따른 핵연료봉 온도분포, 열팽창 및 팽윤, 피복관의 탄/소성 변형을 포함한 

핵연료봉의 노내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Hwang, 1998a]. 그러나 손상확률이 낮

으면서 고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연료의 신뢰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자료와 해석결과와의 비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며, 연료

팽윤, 기체방출, 봉내압력, 원소이동, 연료심/피복재 물성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수적이다. 

2.2.2.1.1 금속 핵연료 노내거동 특성 분석

핵연료봉 온도 분포 및 관련거동 평가

연료봉내 온도분포는 대부분의 열적, 기계적 거동에 향을 미치므로 연료봉

의 온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봉내 온도 분포는 선출력 및 축 

방향 분포, 냉각재 유량 및 온도, 핵분열성 핵종의 분포,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갭 물질, 그리고 연료 합금의 열전도율에 위해 정해진다.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연소도 초기에 생성된 기포에 의하여 최대 50%까지 감소되지만, 연소도가 증가

하면서 핵연료 갭에 있는 소듐이 기포에 침투하여 채워지게 되면 핵연료의 열전

도도는 다시 약 70%까지 증가하게 된다[Bauer, 1995]. 

그림 2.2-3에는 최대 출력을 내는 연료봉 바닥으로부터 700mm 지점에서 

KALIMER Breakeven 노심의 핵연료심 중심온도 이력이 나타나 있다.  조사 초

기에 핵연료심 중심온도는 열전도도 감소에 의하여 증가하게 되지만, 조사된지 

수십일 후가 지나면 열전도도 회복에 의하여 핵연료심 중심온도가 다시 감소하

게 된다. 

이와같이 핵연료봉 온도분포는 금속 연료심내 커다란 기공 또는 균열부위로 

소듐이 침투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연료 온도분포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서는 연료 합금의 조직변화 및 소듐 침투율에 대한 불확실성 보정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핵연료 합금 원소인 U, Pu 및 Zr 등의 분포 상태도가 온도분포에 향

을 미치므로 원소재분배에 대한 연구 및 모델개발도 수행되어야 한다. 

금속핵연료봉의 노내 건전성과 관련한 주요 관점중 하나는 핵연료심-피복재 

화학적 상호반응(FCCI)의 의한 공정반응이다. 핵연료-피복재 상호 확산의 문제

점은 피복재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과 핵연료에 상대적으로 융점이 낮

은 물질을 형성시켜 공정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중 Pu와 피복재의 대표적 

성분인 Fe의 화학적 상호작용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므로 가장 심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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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되므로 19% 이상의 Pu 합금에서는 α상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비등방성

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Hofman, 1990].  

액체금속로내에서 연소되는 금속연료도 기존 원전 핵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분

열생성물의 약 30%는 기체생성물이며, 이 기체생성물은 연료심 기지내 용해되어 

있거나, 결정립내 및 결정입계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존재하거나, 방출되어 핵

연료심내 자유공간에 존재한다. 

금속연료의 핵분열기체방출 거동은 연료봉의 희석 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75% 이하의 희석 도에서는 연료의 성분에 관계없이 연소도에 따라 

유사한 기체 방출 거동을 보인다. MACSIS에 의해 계산된 금속연료의 핵분열기

체 방출의 특징은 연소도 초기까지는 기체방출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후 약 

2%의 연소도까지는 급격한 기체방출거동을 보이며 2% 이후의 연소도에서는 점

진적인 기체방출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TRU를 포함하는 핵연료심의 팽윤거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U-TRU-Zr 합금의 조성에 따른 결정구조, 결정입계 성장도, 기포분포도 및 이동 

거동 등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핵분열생성기체의 양, 위치 및 형태를 연소

도의 함수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피복관과 연료심의 기계적 상호작용(FCMI)

금속연료봉의 주요 응력 발생원은 기포(bubble)나 공동(tear)에서의 핵분열기

체 축적에 의한 것이다. 핵분열기체 기포의 내부압력은 연소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여 금속연료는 쉽게 소성변형을 겪게 됨에 따라 그 초기 팽윤률이 매우 크다. 

초기의 금속연료 설계는 연소 초기의 급격한 팽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 기포 압력이 피복관에 직접 전달되어 저연소도에서 피

복관 파손이 발생하 다. 그러나 희석 도를 약 75%로 하여 33%의 연료 팽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공들은 상호연결되어 연료외부로 열린 상태가 되

며, 따라서 핵분열 기체는 이러한 열린 기공을 통해 연료상부의 플레넘으로 방출

되게 된다. 그러므로 열린 기공의 기체 압력은 플레넘의 부피 및 온도에 의해 결

정되며 피복관에 직접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된다[Hofman, 1997].

KALIMER 연료봉 설계도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희석 도를 75%, 플레넘/

연료 부피비를 1.75로 설계하여 피복관 응력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FCMI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료 도 및 조성에 의한 기체생성

물 거동, 플레넘부피에 의한 정확한 응력수용 능력, 고연소도시의 고체핵분열생

성물에 의한 추가 향 등에 대한 기계적 모델등을 개선하고 연료봉 성능해석코

드에 반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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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 변형

액체금속로 연료봉의 피복관 변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핵분열기체 방

출에 의한 플레넘의 압력증가, 핵연료 팽윤에 의한 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

(FCMI), 고온 고압하에서 장기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피복관 재료의 크리프 현

상, 중성자 조사에 의한 피복관 재료의 팽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피복관 변

형의 요인들은 핵연료심 변형특성 및 피복관 자체의 변형 특성에 의한 원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핵연료심 변형특성에 의한 요인으로는 핵분열기체 방출

과 연료심 팽윤에 기인된 FCMI를 들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요인들은 피복재 자

체 변형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료봉의 설계 인자에 따라 피복관의 변형

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인자로는 희석 도, 플레넘의 크기 등이 

있다. 

그림 2.2-5에는 구동 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핵분열 생성기체 방출율 및 핵연

료봉 내압 증가가 나타나 있다.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기체 방출율은 기존의 

금속핵연료에 대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연소말 60.4%를 보 다. 연소말

기에서의 플레넘 압력은 494 psi로 계산 되었고 이 정도의 내압에 의한 응력에서

는 변형이 매우 낮게 일어난다. 이는 HT-9 피복관의 항복강도가 50,170 psi 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구동 연료봉의 노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2-6는 구동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변형율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효 전 출력일수가 1,395일 일 때 연소도는 11.27 at.% 이었으며 그 

때의 연료봉 전체 변형(ΔD/D)은 1.89% 다. 즉 피복관 중간온도 범위가 HT-9

강에 있어서 열적 크리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보다 낮은 범위에 있어 연소

도에 따라 열적 크리프 변형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팽윤이 전

체 변형량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전체 변형량은 

변형한계에 관한 설계기준 3% 이내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전 연소기간 동안 연

료봉의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연료봉의 피복관 변형은 피복재의 특성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피복재의 재료적 성능한계를 실험을 통해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코드에 의

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변형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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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기체 방출 및 봉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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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구동 연료봉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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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 과도상태하의 연료거동 분석

과도상태 실험

액금로의 안전해석 및 설계를 위해서는 비정상 (off-normal) 상황에서의 연료

봉의 노내거동이 분석되어야 한다. 미국의 알곤연구소(ANL)와 웨스팅하우스사는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속연료봉에 대한 과도상태의 거동을 연구하고 전산

코드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 다. 

Fuel Cladding Transient Test (FCTT) 실험은 연료심 또는 피복관 재료의 

시편에 다양한 가열조건을 주어 재료의 소성변형, 또는 크리프 변형량을 측정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사는 HT9 피복재에 대한 파단시험을 수행하 으며, HT9 

피복재에 대한 FCTT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누적손상분율(CDF)에 관한 상관식

이 도출되었다[Cannon, 1988]. FBTA (Fuel Behavior Test Apparatus) 시험은 

조사온도 이상에서 연료/피복관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시험으로 피복

관 재료의 종류, 연소도, 가열온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시험을 실시하고 계면층 

및 액상침식등을 관찰하 다[Tsai, 1989]. 전체 연료봉에 대한 전반적인 노내거동 

구명 및 모델검증을 위해서는 노내 시설인 TREAT (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 EBR-II 원자로를 이용하 다[Bauer, 1990; Till, 1987]. WPF (Whole 

Pin Furnace) 시험은 냉각재 유량저하현상에 대한 모의 시험을 TREAT나 EBR 

II에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행된 노외실험으로, 냉각재 유량저하에 대한 

연료거동이나 피복관 파손기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들 결과는 LIFE-METAL 

코드와 FIN2 코드의 파손시간 예측에 관한 검증에 사용되었다[Liu, 1993].

기존의 과도상태 실험은 2원 혹은 3원 합금연료심 및 HT9 피복재에 대한 실

험이었으므로, 향후 TRU를 포함하는 합금 및 개량된 피복재에 대한 과도상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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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 해석코드 개발

금속연료봉의 과도상태 거동해석을 위해 개발된 코드로는 FPIN2와 

DEFORM-5 가 있다[Hughe, 1986]. 이들 코드의 입력자료는 정상상태 코드의 계

산결과를 이용하며, 그 검증에는 금속연료 TREAT 실험자료들이 이용되었다. 

FPIN2는 과도상태에서의 연료봉 열기계적 해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입계면 기

포의 확산성장에 의해 팽윤량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도상태와 정상상태를 연계시켜 해석할 수 있는 TRAMAC 코드

를 개발하고 있으며, TRAMAC 코드를 이용하여 연료봉 거동을 분석한 결과, 타 

코드보다는 합리적이며 실험결과보다는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 다 (그림 

2.2-7).

과도상태 평가는 전세계적으로 실험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출력 과도상태하의 연료심 및 피복관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기계적 시험 및 전산코드 모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도상태 CDF (Cumulative Damage Fraction) 분석

연료봉 성능분석은 TRU 및 피복재 물성에 관련된 데이터 부족을 고려하여 

보수성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열적특성, 핵분열생성가스 및 변형 모델 

등에서도 연료 성능에 미치는 향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봉 건전

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변형율 한계치 방법에는 항상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 그러나 온도, 응력, 조사량 이력에 따른 여러 가지 인자를 합하여 

파단을 예측하는 CDF 분석과 누적손상율을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Weibull 

분포는 해석모델에 사용된 상관식의 불확실성과 데이터부족에 의한 과도평가 경

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도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적 분석방법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Abernethy, 1996]. 또한 KALIMER 설계에 있어서는 확률

적인 설계기준을 도출하고, 피복관 파단확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공정반응에 의

한 피복관 감육 현상의 정량화에 필요한 설계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누적손상율 평가값들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Weibull paper를 작성하

으며, 실험값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피복재 감육 93%의 경우에 대한 

누적분포를 도출하 다. 이와같이 산출된 누적분포를 이용, KALIMER 구동연료

봉에 적용한 결과 그림 2.2-8과 같은 신뢰도 값을 산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KALIMER 연료봉의 플레넘 부피 및 피복재 두께의 향으로 

WPF(Whole pin furnace) 실험 연료봉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즉 CDF값은 1 이하이며, 고연소도에서의 파손확률도 9.48%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복관의 노내 거동 및 과도상태 실험자료가 부족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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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안전성 및 열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연료핀의 간격, 연료핀의 초

기 굽힘, 공차누적, 팽윤 및 크리프 향, 덕트의 휨 등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금속핵연료봉 진동특성해석

유동에 기인한 진동을 고려하여 핵연료봉의 노내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는 연료봉의 진동레벨을 일정치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

드해석등의 진동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액체금속로의 노심내 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간극선재의 응력 및 변형률 

그리고 간극선재로 인한 연료봉의 진동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  이에따라 액체금속로에 사용된 간극선재의 재료와 연료봉 및 간극선재의 예

비설계에 기초를 두고서 구조해석을 수행해서 설계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했으며,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2.2-12는 간근선재를 가지고 있는 연료봉

의 고유진동수 및 고유진동형을 나타낸다. 연료봉의 진동특성은 간극선재로 인해

서 고유진동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간극선재가 있는 경우에는 저차의 모

드에서는 중간부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Hwang, 

1998b]. 

향후 진동과 마모를 고려하여 연료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극선재

의 간격, 피치 등을 해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2.2-11 Static deflection of 

the 37 pin bundle for hel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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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2 간극선재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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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재료 및 제조 기술

2.2.2.3.1 연료봉 제조

금속연료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1960대부터 제조되었고, 1980대 초부터는 

이원(U-Zr) 및 삼원(U-Pu-Zr)합금들에 대한 제조 및 조사거동연구를 해왔다. 미

국 ANL에서는 금속연료의 제조 사양, 합금내 불순물의 조사 향, 연료심의 사

출성형, 연료봉 제조 및 공정 변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금속연료주기는 건식처리기술과 사출성형제조기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금

속연료주기에서의 처리공정들은 단순하고 조 함으로써 재처리, 제조 및 폐기물

처리 전분야에서 획기적인 단순화와 비용절감을 가능케 한다. 또한 건식처리기술

은 습식처리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여 복잡한 배관 등이 필요없고, 습식처리에 사

용되는 화학적 공정 및 첨가제가 없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또 처리량에 

대한 기기가 소형이어서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 사출주조는 단순원격 

조작이 적합하며, 직경이 작은 긴 봉 형태의 핵연료로 제조하는 데 경제적이다. 

ANL은 IFR연료에 사출주조 방법을 채택하 으며, 주조변수인 용융금속의 온도,  

압력, 압축률, 냉각시간 등에 대한 제조조건을 최적화하 다[Kang, 1998]. 

그러나 사출주조법을 사용하는 합금연료 용해온도는 ∼1560℃정도이기 때문

에, 기존의 사출주조법은 Am의 기화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Am은 온

도 1450℃ 및 압력은 약 5 torr내외에서 기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출주조와는 달리 사출주조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변경하

으며, 폐쇄된 사출주조장비내에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짧은 시간내에 수행하

고 기화도는 Am은 다시 포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Am기화문제를 해결하려 하

고 있다. 

또한 TRU를 포함하는 금속연료의 최적 제조조건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합금 

상태도 등의 기본 물성특성, 제조 온도 및 압력, 제조시간 등에 대한 연구와 원

격조작, 공정 단순화 및 핵연료주기와의 양립성 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

고 있다.

2.2.2.3.2 집합체 부품

액체금속로용 금속핵연료봉은 기존 산화물 핵연료봉과는 약간 다른 구조

인 본딩 소듐이 핵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에 충전되어 있다. 봉내 압력에 기인된 

응력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부피의 플레넘이 연료봉내 핵연료심과 나트륨 접합

수위 바로 위에 위치한다. 연료봉의 상/하단부에 봉단마개가 있으며, 하단부 봉단

마개에는 탑재선로와 결합되는 keyway가 있다. 연료봉과 봉사이 간격을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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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냉각재의 유동혼합을 증가시키기 위한 간극선재(wire)가 핵연료봉을 휘감

고 있으며, 간극선재의 양단은 상하부 봉단마개에 접합/용접되어 있다. 

 집합체덕트는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핀 다발내에 냉각재 유동을 고

르게 제어하고 주위 부품으로부터 핀다발을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덕트는 

상부 취급소켓과 하부 노우즈피스를 연결접합하여 전체적인 집합체덕트를 구성

시킨다.

덕트 내부는 냉각재가 균일하게 흐를 수 있도록  271개 연료봉이 삼각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열이 흐트려지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선재 간격체를 설

치한다. 노심내 덕트와 덕트의 직접적인 기계적 접촉을 방지하도록 덕트간 간격

을 유지시키기 위해 상부 취급소켓부위와 연료봉의 핵연료심 상단의 바로 윗지

점에 load pad를 설치한다. 구동핵연료집합체덕트, 구동연료봉 및 블랭킷봉 대한 

예비 설계도는 그림 2.2-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2-13 집합체덕트, 구동연료봉 및 블랭킷봉 

예비 설계도

Driver Fuel Assembly Driver Fuel Pin Blanket PinDriver Fuel Assembly Driver Fuel Pin Blanket Pin

집합체부품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NSYS를 이용, 상단취급소켓 및 탑

재선로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예비하중조건에 대하여 두 부품은 건전성을 



- 41 -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품에 미치는 열기계적 하중은 상당

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

경도 고려되고 있다[Hwang, 1998b].

부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NSYS와 같은 구조해석코드를 이용한 계

속적인 건전성 평가 필요하며, 또한 열기계적 하중, 연료교환 하중 등을 포함한 

연료집합체내의 모든 부품에 대한 건전성 실증실험이 필요하다. 

2.2.2.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2.2.4.1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금속핵연료의 기술현황, 타당성분석, 건전성 예비분석, 및 금속핵

연료봉의 노내 정상상태하의 성능분석용 MACSIS 전산코드 기본체계개발, 과도

상태하의 성능분석 모델 개발, 집합체덕트 열기계적 거동모델 개발 등이 수행되

었으며, 이를 토대로 핵연료의 예비설계개념은 정립된 상태이다. 

즉 우라늄 금속연료노심과 증식특성 노심 및 breakeven 노심에 대한 핵연료

계통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핵확산저항성 노심에 대한 연료계통 설계가 수행

되고 있다. 연료계통 설계에 있어서 이들 노심에 적합한 핵연료 설계기초를 확립

하고, 구동 및 블랭킷 핵연료봉 설계 개념 및 제원을 도출하 으며, 이러한 연료

봉 다발을 지지하는 집합체덕트 및 부품의 설계개념을 도출하 다. 그 외 노심의 

비연료봉집합체로써 제어봉, 반사체봉, 차폐봉, GEM 등의 설계개념도 도출하

다.

금속핵연료는 안전성, 노내 성능, 핵적특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특히 핵확산

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핵연료개발의 정책적인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기

술발전이 보다 진전될 전망이지만, 재료물성 및 조사거동 자료의 구축과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2.2.2.4.2 해외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용 금속핵연료는 미국 ANL에서 건식처리-금속연료 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끝내고, 기술 실증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인 1994년경 중단되었지만, 1984

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수행한 IFR 프로그램을 통해 금속연료의 기술타당성 확

인 및 실용화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금속연료 및 HT-9 피복관에 대한 열전도도, 열팽창, 크리프 특성, 탄성계

수 및 비열 등에 대한 재료물성은 거의 확보되어 있으며, 공정반응 및 피복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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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일부 실험식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핵연료심-피복관 공정반응을 완

전히 방지하거나 공정반응 거동을 확인하여 설계기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금속

연료의 실용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EBR-II 실험로를 이용하여 충분한 실험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LIFE-M, FPIN2 등의 노내거동 코드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핵연료 개발

에 필요한 전체적인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원자력연구가 활성화되어 인허가를 

위한 검증만 거친다면 금속핵연료설계 기술은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GEN-IV용 금속연료가 기존의 3원합금에서 MA (Minor Actinide)가 함

유된 U-TRU-Zr연료로 고려됨에 따라, TRU를 포함하는 연료심의 물성특성 실

험 및 조사실험 등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연

료봉 성능해석 코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연료봉의 열적 및 연소도성능 한계를 결정하고 주요 불확실성을 해

결함과 동시에 연료특성에 대한 검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2.3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 기술

2.2.3.1 노심 열유체 개념설계 방법론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는 일반적으로 삼

각형 격자 모양으로 장전되어 있는 핵연료봉 다발을 육각형 형태의 덕트로 감싸

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덕트와 덕트 간에 열교환은 발생하지만 

유량은 교환되지 않는 폐쇄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집합체

에 흐르는 냉각재 유량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에 따른 온도분포를 적절하게 유

지시키는 것이 핵연료 집합체에서 생성되는 열량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열유체 설계의 기본 목표가 된다. 각 집합체에 필요한 유량은, 정상상태는 물론 

과도상태에서도 핵연료, 피복관 및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 냉각재 비등방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개념 설계 및 

분석 작업은 노심구성과 그에 따른 핵설계 데이터를 연계자료로 하여 유량분배, 

온도분포 계산, 정상상태 열유체 해석, 과도상태 열유체 해석, 안전해석 연계자료 

제공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Hahn, 1995; Park, 1997; Kim, 1998c; Kim, 

1999b].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특성분석의 전반적인 작업 흐름도를 그

림 2.2-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핵설계에 의하여 출력분포를 구하면, 열유체적

설계목표에 따라 노심내 전체유량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출력분

포에 따라 각 집합체별 유량을 계산한다. 다음에는 각 집합체의 유사 유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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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 유량군을 설정하고 집합체의 압력강하, 온도분포 등을 계산하여 각 유량

군별 집합체에서 압력강하가 같아지도록 오리피스 장치를 설계한다. 이 때 정상

상태시의 냉각재, 피복관 및 핵연료의 최고온도가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하고 이에 따른 집합체별 최소유량을 결정하여 오리피스 장치 설계시 반 하여

야 한다. 또한, 이들 모두의 해석은 핵설계와 연계하어 반복 작업을 수행하게 되

며, 핵열유체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액체금속로의 노심열유체 설계에서는 핵연료 온도가 설계제한치를 만족시키는 

지 확인여부와, 노심구조물 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심의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노심에는 수많은 

그림 2.2-14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개념설계 및 특성분석 작업 흐름도

     Basic Desig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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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e Inlet Temperature
      - Core Exi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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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mbly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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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mbl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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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ak Pin Batc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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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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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이 조 하게 배치되어 있어 부수로간에 질량, 운동량, 에너지전달이 일

어나므로, Novendstern모델[Novendstern, 1972], C-T모델[Cheng, 1986], 

CRT[Chiu, 1978]모델 등의 단순 해석모델로는 국부지역의 온도와 유속분포를 정

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 코드는 경수로형 원자로를 해석하기 위한 것들이 대

부분이며, 액체금속로용으로 개발된 몇몇의 코드들은 그나마 입수하기가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부수로 해석 전산코드인 

COBRA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경수로용 부수로 해석코드 MATRA[Yoo, 

1997]로부터 액체금속로 부수로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 MATRA- LMR[Kim, 

1998a; Kim 1998b; Kim, 2000a; Kim, 2002]을 개발하 다. MATRA-LMR은 단

상류에서의 다유로(multichannel) 열유체 해석 코드로서 액체금속로의 단상 다집

합체 열유체 해석을 위해 COBRA-IV-I[Wheeler, 1976]를 개선한 것으로 단일집

합체 뿐만 아니라 주변 6개의 집합체를 동시에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Kim, 2000b; Lim, 2002].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계산 모듈과 계산 

코드들은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검증한 후 추후 진행될 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

한 기초로 쓰이게 될 것이다. 현재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복잡한 부수로 해석을 

단순화하여 ENERGY 모델을 이용한 에너지 방정식으로 집합체 온도분포를 계산

하는 SLTEHN코드[Yang, 1997]를 부수로 해석코드와 함께 이용하고 있다.

2.2.3.2 노심 및 집합체내 유량분배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열유체 설계 및 특성 분석은 먼저 노심 열유체 설계목표

에 따라 노심내 전체유량을 계산한 후, 각 집합체별 열출력과 그 집합체에서의 

핵연료봉 최고 선출력 도에 따라 집합체별 필요 유량을 계산한 후 이들을 몇 

개의 유량그룹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배된 유량을 바탕으로 각 집합체

의 최고온도 연료봉에 대한 냉각재 온도, 피복관 중심온도, 핵연료 중심온도 등

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때, 각 집합체에서의 핵연료 피복관 최고 중

심온도가 같은 값을 같도록 유량을 재조절하며, 이 유량에 의한 노심내 압력손실

값을 비롯한 모든 계산값들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집

합체별 필요 유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 절차는 노심 핵설계 및 

안전성 분석과 연계되어 반복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핵 및 열유체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각각의 집합체에 분배될 유량은 집합체 하단의 노심 입구 플레넘 부분에 설치

된 오리피스 장치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일단 설계․제작되어 장

전되면 운전기간 중에는 유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계적

으로 한계가 있어 미소한 유량을 정 하게 조절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각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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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배되는 유량은 핵연료가 노내 장전기간 중에 생성하는 발열량의 최대값을 

고려한 유량이 되어야 한다. 유량분배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집합체

의 필요 유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유량을 각 집합체에 분배하는 방법

을 이용한다. 이렇게 분배된 유량에 따라서 노심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게 된다.

집합체별로 필요한 유량을 분배하고 이들을 몇 개의 유량그룹으로 나누기 위

해서는, 핵계산 결과로부터 구한 집합체의 출력 및 집합체별 최대 선출력 도에 

따라 각 집합체에 필요한 유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약 10% 정도 범

위 내외의 유량을 갖는 집합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

나, 집합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비록 유량이 같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룹으로 분리

한다. 이 때, 제어봉과 USS에서는 발생하는 출력이 없지만 thermal striping 온

도 (임의의 집합체에서의 냉각재 출구 온도가 주변 6개 집합체의 냉각재 출구 

온도와 갖는 차이값 중에서 최고인 값)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 유량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반사체, 차폐체, 노내저장 집합체 등의 경우에는 출력이 매우 작아 

필요한 유량도 그만큼 작고 전 주기 동안의 출력변화도 매우 작으므로 유량분배

에 커다란 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념설계 초기 단계에

서는 이들 집합체에 대한 유량분배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들 집합체에 대하

여는 추후에 상세한 계산작업을 수행할 때 감마가열을 고려하여 유량분배를 실

시하게 된다. 한편, 현재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집합체간의 갭과 제어봉, 반경방

향 차폐체 등의 저발열부에서는, 실제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총유량의 6% 정도를 할당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하여 노심내 집합체별로 분배된 유량에 따라 집합체별 피복관 중심 

최고 온도를 계산하여, 그 온도가 설계제한값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반복 계산을 

수행한 후 그룹별로 필요 유량이 결정된다. 핵연료 피복관이 손상될 확률이 모든 

집합체에서 일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집합체에서 

최고 선출력을 갖는 연료봉의 피복관 중심온도를 같게 하는 제한조건을 적용한

다. 그러므로, 계산된 유량에 따라서 집합체별 냉각재 온도분포, 핵연료 피복관 

중심 온도 및 최고 thermal striping 온도 등을 구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각 부분에서의 온도를 계산할 때에는 각 단계마다 실제로 계산된 

정규값에 설계 및 계산에 의한 불확정성 인자들인 HCF를 고려하여 2σ값을 구하

게 된다. 이렇게 불확정성 인자들을 고려하여 계산된 온도는 최종적으로 확인하

게 될 상세 부수로 해석 계산 결과 보다 매우 보수적인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2.2.3.3 부수로 해석 기술

2.2.3.3.1 단일 집합체 부수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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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유체 해석 코드인 다공성 매질 해석법은 3차원 

유동해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수로 해석 방법에 비해 비교적 모델이 상세

하고 적용범위도 넓은 반면, 복잡한 구조에 대한 모델링의 어려움과 계산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Khan, 1975], 노심 및 집합체의 열유체 

해석에는 부수로 해석법이 주로 사용된다[Wheeler, 1976]. 부수로 해석에서는 유

체의 반경방향 속도가 축방향 속도에 비해 지배적이라고 가정하여, 축방향 및 반

경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운동량 방정식과 이에 대한 계

산을 비교적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액체금속로의 설계, 해석을 위해 개발된 MATRA-LMR은 기존의 경수로용 

부수로 해석 코드[Yoo, 1997]를 바탕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소듐의 물성치 계산

을 위한 서브루틴을 코드에 재구성하고, 소듐에 대한 열전달 상관식을 도입하

으며, 집합체내 각 부수로의 형태 및 와이어랩에 의한 압력강하 상관식을 도입하

는 등의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 해석용으로 개발한 

것이다[Kim, 1998a; Kim 1998b; Kim, 2000a; Kim, 2002]. 소듐의 물성치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발표한 상관식[Golden, 1967]을 이용하여 

MATRA-LMR에서 요구하는 물성치를 구하는 subroutine을 작성하여 이를 코드

에 포함시켰다.

열전달계수는 각 부수로의 상태로부터 직접 구하는데, 열전달 상관식은 다음

과 같은 Nusselt (Nu) 관계식인 Nu = A + B (Pe)
C
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Pe는 

Peclet수 이고 A, B, C는 기하학적 형태와 경계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MATRA-LMR에서는 최근에 수행된 실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발표된 상관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액체금속로의 소듐 열전달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관식들인데, 그 적용범위가 P/D값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관식들은 핵연료 다발에 대한 실험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Carelli가 CRBRP 해석을 위해 Schad 상관식을 수정한 것으로 P/D의 범위는 1.1

에서 1.4까지이며, Peclet (Pe) 수에 따라 두 식으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는 

Modified-Schad 상관식[Carelli, 1976], FFTF 해석에 사용된 상관식으로 이 또한 

적용범위를 P/D는 1.1에서 1.4까지 그리고 Pe는 10에서 5000까지로 정해 놓고 있

는 Westinghouse 상관식[Carelli, 1976], 그리고 원형 튜브내로 유체가 흐르고, 이 

튜브 벽을 따라 일정한 열속이 이루어질 때 얻어진 상관식인 Lyon-Martinelli 상

관식[Lyon, 1951] 등이다.

액체금속로 설계에 보편적으로 도입된 핵연료 다발의 형태는 효과적인 유량 

혼합과 간격 유지를 위해 와이어로 감긴 연료봉을 삼각형 격자 형태로 구성하여 

육각형 덕트로 감싸고 있는 복잡한 기하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강하 예측을 

위해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 여러 모델과 많은 상관식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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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LMR 코드는 핵연료 다발의 압력강하 계산을 위해 Novendstern 모델

[Novendstern, 1972], CRT 모델[Chiu, 1978], CT 모델[Cheng, 1986]모델을 적용

하 다.

2.2.3.3.2 다집합체 부수로 해석

액체금속로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부수로 온도분포를 계산할 때, 그 주변 집

합체와의 열전달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실제와 같은 상태를 모사함으로서 

부수로 온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Carelli, 1978; George, 1979; George, 

1980], 단일 집합체 해석용으로 개발된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 내에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을 추가하 다[Kim, 2000b; Lim, 2002]. MATRA-LMR 코

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을 열전도도가 큰 소듐 냉각재에 의한 집합체간 열전

달 현상, 특히 주변 집합체가 열출력 차이가 큰 블랭킷 집합체와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중심 집합체의 내부 부수로 온도분포에 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

는 비균질 노심의 경우까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을 고려한 부수로 온도분포 해석 방법은 질량,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에 대

한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온도 및 유량분포를 계산하는 것으로, 단일 집합체의 

계산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두 집합체 사이의 열전달 모델은 대류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열

전도에 의한 열전달만을 고려하 으며, 단일 node로 구성된 벽 역을 설정하여 

모사하 다. 현재 MATRA-LMR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개념을 그림 2.2-1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액체금속로 노심은 300개 이상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 

전 노심 계산에 단일 집합체와 같은 부수로 배열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컴퓨터

의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비효율적 방법이다. 따라서, 

MATRA-LMR코드에서는 lumped 모델을 이용하여 집합체간 열전달을 모사하는

데, 이는 그림 2.2-16과 같이 표준 집합체를 제외한 6개의 주변 집합체를 7개 핵

연료봉, 12개 부수로로 구성되는 집합체로 구성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계산하는 7개의 집합체는 표준 집합체 1개와 주변 6개 집합체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축방향 node 수를 사용고, 덕트 두께 또한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반경방향 온도분포 및 wire-wrap 사용은 표준 집합체에서만 고려한다

․단상유동 (single phase) 문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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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집합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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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질량,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풀어

서 온도 및 유량분포를 계산하는 것으로 단일 집합체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집합체간 열전달 계산으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관심있는 표준 집합체만 단일 

집합체와 같은 수준의 계산을 수행하고 주변 집합체에 대해서는 단순화하여 표

준 집합체와의 열전달을 통해 표준 집합체내에서 보다 정확한 온도분포를 예측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lumped 모델은 전체 노심 계산을 목표에 두고 노심의 모든 집

합체는 주변 집합체와의 열전달에 의해 보다 정확한 집합체내 온도분포가 결정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심에서 하나의 집합체를 기준으로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집

합체는 첫 번째 원을 구성하는 6개의 집합체이며 그 이후 두 번째 링부터는 이 

중심 집합체와의 향은 거의 적어 무시할 수 있다[Chen, 1975]. 따라서 단순모

델를 사용하더라도 전체노심을 매번 사용할 필요가 없이 관심이 있는 중심 집합

체와 그 주변 6개 집합체, 즉 7 집합체 계산을 수행하여 중심 집합체내 온도분포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심 집합체를 바꾸어 가며 7 집합체 계산을 수행하여 집

합체간 열전달 향을 고려한 계산을 전 노심에 걸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집합체 온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중심 집합체 이외에는 lumped 모델로 취급한 6개의 주변 집합체를 중심 집합체

와 같이 와이어의 향을 포함한 상세 부수로 형태로 모델링 하여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다. 즉, 상세 주변 집합체 모델을 위해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링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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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각 node에서 냉각재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원으로부터의 에너지와 인

접한 node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부수로 간의 열

전달, 유로관을 따라 흐르는 대류, 유로관 벽과 냉각재 사이의 열전달을 고려하

여 계산이 수행된다. 특히, 인접한 집합체 간극의 mesh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서

로 다른 집합체가 인접하고 있을 경우, 작은 mesh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2.2.3.4 전노심 열유체 해석 기술

2.2.3.4.1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와의 연계

일반적인 열유체 해석 코드인 다공성 매질 해석법은 3차원 유동해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비교적 상세하고 적용범위도 넓은 반면에 복잡한 구조

에 대한 모델링이 어렵고, 계산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심 및 

집합체의 열유체 해석에는 부수로 해석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수로 해석 방

법은 냉각재의 축방향 유속이 반경방향 유속에 대해 지배적이라는 가정에서 그 

모델을 수립한다. 또한,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

은 집합체간에 흐르는 저유량의 소듐 냉각재를 오직 열전도 현상만 고려하여 모

델링 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부수로 해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집합

체의 온도분포 및 전노심 열유체 해석에 많은 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제 노심내 집합체간 냉각재에서 발생하는 유량재분배나 역류 현상에 대

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수로 해석 방법에서 적용한 집합체간 열

전달 모델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열유동 현상 해석체제가 요구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는 코드 자체의 특성

상 실제 원자로에 장전되는 217개나 271개 핵연료봉 집합체 내부에서의 복잡한 

형태를 갖는 구조에 대하여 열유체 해석을 수행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

서, 집합체 내부 상세 열유체 해석 계산은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하고, 집합체

간 유량재분배나 역류 현상등을 해석하는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계하여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 구축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부수로 해석코드로는 현재까지 개발

되어 검증 및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MATRA-LMR을 이용하고 다공성매질 해석

코드로는 COMMIX-1AR/P[Garner, 1992]를 이용, 이들 두 코드를 연계할 수 있

는 연계코드를 개발하여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MATRA-LMR 코드와 COMMIX 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은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를 연계하여 전노심을 해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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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EA의 해석법과 유사한 방법이다[Valentin, 1998]

2.2.3.4.2 부수로 해석법과 다공성매질 해석법

부수로 해석법은 냉각재의 축방향 유속이 반경방향 유속에 대해 지배적이라는 

가정에서 그 모델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반경방향 운동량 방정식에 가정을 도

입하여 계산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반경방향 유속이 축방향 유속에 비해 크게 작지 않은 집합체간 열유동의 경우에

는 부수로 해석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의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은 앞 절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집합체간에 흐르는 저유량의 소듐 냉각재를 오직 열전도 현상만 

고려하여 모델링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심내 집합체간 냉각재에서 발생

하는 유량재분배나 역류 현상이 집합체의 온도분포 및 전노심 열유체 해석에 많

은 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법에서 

적용한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상세한 열유동 현상을 해

석할 수 있는 계산체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집합체 내부의 해석은 부수로 해석코드를 이용하고 집합체간 열전달 

해석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 계산하도록,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계산모듈을 개

발하여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 부수로 해석모델과 다공성매질 해석모델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을 표 2.2-2

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Todreas, 1990].

표에서 적용된 다공성 해석법의 투과율에 대한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다.

 Porosity (γ) = 
Fluid Volume (Af)

Total Volume (AT)

즉, 구조물과 유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fulid cell들에 대해 x, y, z의 3차원으로 

각 방향에 대한 투과율을 구하고, 축 및 횡방향에 대한 유체 저항계수를 산정한 

후, 압력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량, 에너지, 운동량 방정식을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온도, 도, 유속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축방향 유속을 지

배적이라고 가정한 부수로 해석과는 달리 다차원 유동해석을 하기 때문에 집합

체간 열전달 현상에 대해 보다 실제현상에 근접한 모델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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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부수로 해석법과 다공성매질 해석법의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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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3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

현재까지 노심 열유체 해석에는 주로 부수로 해석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액체금속로의 비균질 노심과 같이 집합체간 열출력 차이가 큰 집합체의 온도분포

는 단일 집합체로 해석한 결과와 매우 상이하다. 특히, 모델의 특성으로 인하여 

집합체간 소듐 유동의 역류나 유량재분배 현상은 해석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집합체간 열전달 현상이나 전 노심 열유체 해석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17은 집합체 덕트 사이의 실제 소듐 유동과 집합체간 열유체 해석의 

필요성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2.2-18은 집합체 덕트 사이의 실제 소

듐 유동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집합체간 유량의 흐름과 그에 

의한 열전달 및 유량의 재분배와 유량 역류현상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집합체 내부 부수로 해석에 장점이 있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집합체간 유량 해석에 장점이 있는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하여 전노심 해

석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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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집합체간 열유동 

해석의 필요성

   

그림 2.2-18 집합체간 유동 흐름

MATRA-LMR 계산

집합체간 소듐 유동 
(COMMIX 계산 수행)

Assembly 2 Assembly 3

Assembly 7 Assembly 1 Assembly 4

Assembly 5Assembly 6

따라서, 집합체 내부의 온도분포는 부수로 해석법을 적용하고, 집합체간 열유

동 현상은 다공성매질 해석법을 적용하는 두 방법론의 연계를 통해 소듐 역류와 

유량 재분배 현상을 고려한 액체금속로 노심의 열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전산 코드 개발의 목표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부수

로 해석법과 다공성매질 해석법의 특성을 표 2.2-3에 요약하 다.

표 2.2-3 부수로 해석법과 다공성매질 해석법 특성 비교

해석모델 해석 특성

부수로

해석법

․반경방향 운동량 근사적 처리　 

 - 축방향 유량이 지배적 요소

 - 동일한 출구 압력 가정

 - forward marching

․복잡한 기하형태 계산에 유리

․역류모델 해석 불가

․유량재분배 현상 모사 불가

다공성매질 

해석법

․다차원 열유동 해석코드

 - 직교, 원통 및 육각형 좌표계

․역류모델 해석 가능

․유량재분배 현상 가능

․집합체 내부 상세 해석에 제한적임

2.2.3.4.4 연계코드 및 계산체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액체금속로 전노심 열유체 해석체제는 단일 집합체 상세

해석 및 7개 집합체를 이용한 집합체간 열전달 계산은 MATRA-LMR 코드로 

계산하고, 전노심 해석은 MATRA-LMR과 COMMIX 코드를 연계한 MATCOM 

코드를 개발하여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 

개발 방향과 구성을 그림 2.2-1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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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액체금속로 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 개발

또한, 전노심 열유체 해석 전산체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의 검증계산 및 개선 작업과 함께,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LMR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COMMIX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 코드 MATCOM 

개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연계코드 MATCOM은 전체 계산을 제어하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 및 부수로 해석코드의 입출력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의 입출력을 변환하여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코드 및 계산체제를 그림 2.2-20에 대략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2-20 전노심 열유체해석 연계코드 및 계산체제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LMR

- 반경방향 운동량 근사적 처리
- 핵연료 집합체내 부수로 상세 해석
- 집합체간 유량재분배 해석 불가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 COMMIX

- 일반 열유체 해석 코드
- 복잡한 구조의 집합체 해석에 부적합
- 계산시간 및 기억용량 증가

연계 코드 MATCOM

- 전체 계산 과정 제어
-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산 수행
- 입출력 자료 변환

- 설계 자료
- 핵계산 결과 자료

- 집합체 부수로 유량·온도
- 집합체 덕트 온도
- 집합체간 유량·온도

기본 입력자료

계산 결과
집합체간 유량·온도 계산 결과

집합체내 부수로
유량·온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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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MATRA-LMR 코드와 COMMIX 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은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를 연계하여 전노심을 해석

하고 있는 프랑스 CEA의 해석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즉, 본 과제에서 최종적으

로 구축하려는 MATRA-LMR과 COMMIX를 연계하는 MATCOM 코드는 

CADET와 TRIO-VF를 연계하는 TRANSCOEUR-2 코드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다[Valentin, 1998]. 연계코드 MATCOM은 부수로 해석코드의 출력자료를 

다공성매질 해석코드의 입력자료로 변환시켜주는 부분과, 다공성매질 해석 코드

의 출력자료를 부수로 해석코드의 입력자료로 변환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

으로 노심 모델을 선정하여 계산해 주는 부문 등 셋으로 크게 그 역할을 구분할 

수가 있다.

2.2.3.5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2.3.5.1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기술개

발 과제를 통하여 노심 열유체 개념설계를 위한 기반기술은 확보되었다. 노심내 

유량분배 및 이에 따른 온도계산, 대표적인 부수로 해석용 전산코드인 COBRA코

드를 개량하여 액체금속로 부수로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ATRA-LMR코드를 개발하 으며, 집합체간 열전달 모델을 고려한 다집합체 

부수로 해석코드 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열전도도가 매우 높은 소듐은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에 의한 열전달

을 통하여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집합체 사이를 

흐르는 유동에 의한 열전달 중 열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수

로 해석코드 MATRA-LMR코드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류에 의한 열전달

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집합체간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수로 해석코드

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산체제 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설계 및 해석 측면에서는 U노심, 증식특성 노심, breakeven 노심 및 핵확산저

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독자개념 원자로인 KALIMER-600에 대한 개념설계 

및 해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일련의 개념 설계 개발과 이를 위한 해석 및 계산 체제 개발 등을 통하여 확

보된 국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고유화 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 활발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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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2 해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에서는 FFTF, EBR-II 등을 통하여 소듐 냉각재 기술 등 많은 액체금속

로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90년대 들어와 원자력 산업 특히 액체금속로 산업이 

활발하지 못함으로서 그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Phenix와 Superphenix등의 운전 경험과, 

Superphenix II와 EFR의 설계 경험을 통해 확보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설계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기술에 비해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근년에는 액체금속로 연구개발에 대

한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기술이 사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2.3 KALIMER 노심 개발 현황

2.3.1 KALIMER U노심

2.3.1.1 핵설계

칼리머(전기출력 150 MWe) 노심설계 개발의 일환으로서 20% 농축도 이하의 

우라늄금속연료를 사용한 노심설계를 개발하 다. 종전의 우라늄금속연료 노심설

계를 기초로 하여, 핵연료농축도 이득을 위한 다양한 설계선택사양과 노심 핵연

료관리계획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평형노심설계를 

우선 수립하 다. 수립된 평형노심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초기노심으로부터 평형

노심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도록 하는 초기노심 및 천이주기노심에 대한 

최적핵연료장전계획을 수립하여 방출핵연료의 연소도 증대 및 출력분포의 향상

을 기하 다. 

비순환 평형주기 시나리오에 기초한 노심 핵특성 분석 결과, 평형노심의 평균

증식비는 0.67, 노심평균 방출연소도는 61.6 MWD/kg이다. 노심 역에 대한 음의 

소듐기화반응도가는 노심의 고유안전성 확보에 매우 양호함을 보이고 있다. 본 

KALIMER 우라늄 금속연료노심은 동급 출력의 일반 플루토늄 금속연료노심과 

비교하여, 20% 이하의 농축도 제한치 수용으로 노심체적이 증가하 다. 이와 함

께 최소 1년 주기의 운전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낮은 출력 도를 가지는 우라늄 

금속연료노심은 제 1세대 액체금속로로서 노심 안전성을 극대화하면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 경험 및 설계자료의 검증이 축적되면서 대체 핵연료 물질의 사용

이 현실화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노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칼리머 우라늄금속핵연료노심은 핵연료재장전시 이동이 필요 없으며,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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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심을 구성할 수 있는 2 농축(20% 이하 U농축) 핵연료 역의 반경방향 균

질노심이다.  그림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은 96개의 구동핵연료집합체 

(driver fuel assembly), 42개의 반경방향 블랭킷집합체, 6개의 제어봉집합체, 6개

의 개스팽창모듈(GEMs), 1개의 USS (Ultimate Shutdown System), 48개의 차폐

체집합체, 54개의 노내핵연료저장조(IVS: Inner Vessel Storage), 그리고 126개의 

차폐집합체(54개의 B4C 차폐체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축방향 블랭킷은 없으

며, 노심의 유효높이는 100 cm, 노심 역의 반경방향 등가직경은 208cm이다. 노

심구조재는 HT9으로서, 이 페라이트계 스텐레스강은 낮은 조사팽윤 (swelling)특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1 우라늄금속연료노심(150 MWe)

Inner Core 

Outer  Core

Radial Blanket

Control Rod 

USS 

GEM

Reflector

B4C Shield

IVS

Shield

Total

30

66

42

6

1

6

48

54

54

72

379

2.3.1.2 연료계통

KALIMER용 금속핵연료봉은 기존 산화물 핵연료봉과는 약간 다른 구조인 본

딩 소듐이 핵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에 충전되어 있다. 금속핵연료봉의 희석 도

(smear density)를 약 75 %정도로  낮추어서 핵연료심의 과대한 팽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피복관의 응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KALIMER 우라늄금속노심 핵연료봉의 전 길이는 3593mm이고, 외경은 

7.4mm이다. 핵연료봉간의 피치는 8.9mm이며, 봉간 피치대 직경비(P/D)는 1.203

이다. 핵연료심은 U-Zr 합금이며, 핵연료심 직경은 5.46mm이다. 핵연료피복관 

두께는 0.55mm이며, 내경은 6.3mm이고, 핵연료심과 피복관 내부와의 총 틈새는 

0.84mm이다. 

구동핵연료집합체덕트는 KALIMER 핵연료계통의 표준 설계구조이고, 크게 

분류해보면 삼각배열에 의한 271개 구동핵연료봉의 육각형다발, 취급소켓, 덕트, 

탑재선로 및 노우즈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블랭킷집합체덕트는 217개의 봉다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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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비연료계통에는 제어봉, 반사체봉, 차폐봉 및 GEM(Gas 

Expansion Module) 봉이 있다. GEM을 제외한 노심 집합체덕트는 다양한 형태

의 집합체를 형성하도록 변환되는 집합체덕트 내부에 대해 공통적인 외부 구조

성분을 이용한다. 반경방향 반사체와 차폐구역은 단일 집합체덕트 설계를 이용한

다. GEM은 증가된 중간 노심 기체압축 압력을 상쇄시키도록 다른 집합체덕트의 

두께(3.7mm)보다 더 두꺼운 덕트 벽(5.3 mm)을 필요로 한다.

2.3.1.3 열유체 설계 특성

U노심에 대한 유량배분 결과를 표 2.3-1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3-2는 노심

별 최종 유량배분과 그에 따른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집합체의 위치, 집합체의 종

류, 유량그룹, 집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을 1/6노심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U노심은 저농축 핵연료 노심에 2개, 고농축 핵연료노심에 4개, 반

경방향 블랑켙에 3개의 유량그룹이 배분되었다. 최대 출력 집합체의 경우 유량이 

23.7kg/s로서, 평균 유속은 4.05m/s, 번들에서의 압력강하는 0.18MPa이다. 유량그

룹별 최고온도 계산결과 피복관 중심에서의 2σ 온도는 628℃로 계산되었다. 집합

체 출구온도는 노심 상부구조의 열에 의한 노화에 향을 주며, 피복관 중심온도

는 연료봉의 건전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값이다.

표 2.3-1 U노심 유량 역 및 온도

Orifice
Group

Assembly 
Type

No.
of
Assy

Assy
Flow 
(kg/s)

Zone
Flow
(%)

Cladding 
Midwall
(2σ)(℃)

 1
 2
 3
 4
 5
 6
 7
 8
 9
10
11

Inner Core
Inner Core
Outer Core
Outer Core
Outer Core
Outer Core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CTL
USS

6
24
24
12
12
18
12
18
12
6
1

21.6
20.4
23.7
20.6
19.2
15.8
4.6
3.3
2.7
1.4
1.4

90.7

6.83

0.5

628
628
628
628
628
628
628
628
628
-
-

  Total primary loop flow : 2,153 kg/s
  Total bypass flow :   2.0 %

   
그림 2.3-2 U 노심 유량 역 

구분 결과 (1/6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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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연료계통

증식특성노심을 구성하는 연료계통의 설계 조건, 기능, 종류등은 우라늄금속연

료노심 특성과 유사하며, 연료계통의 설계제원이 변경된다. 증식특성노심에서의 

KALIMER 핵연료봉의 전 길이는 389.3cm이고, 외경은 7.4mm이다. 핵연료봉간

의 피치는 8.9mm이며, 봉간 피치대 직경비(P/D)는 1.203이다. 핵연료심은 20% 

LEU와 10wt.%Zr의 합금이며, 핵연료심 직경은 5.46mm이다. 핵연료피복관 두께

는 0.55mm, 내경은 6.3mm, 핵연료심과 피복관 내부와의 총 틈새는 0.84mm이다.

2.3.2.3 열유체 설계 특성

증식특성 노심에 대한 유량배분 결과를 표 2.3-2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3-4

은 노심별 최종 유량배분과 그에 따른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집합체의 위치, 집합

체의 종류, 유량그룹, 집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을 1/6노심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증식특성 노심은 핵연료 집합체 부분에 3개, 내부 블랑켙 

집합체 부분에 2개, 반경방향 블랑켙 부분에 7개 등 총 12개의 유량그룹으로 나

뉘어, 앞에서 본 U노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그러나, 노심 중앙

부분에서의 출력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 출력 집합체의 유량이 39.8kg/s 로서 U

노심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집합체의 평균 유속은 6.42m/s 로 높아

졌고, 번들에서의 압력강하는 0.42MPa 로 증가하 다. 증식특성 노심의 경우에도 

피복관 중심에서의 2σ 온도가 628℃로서 U노심에서와 같게 조절이 가능하 다. 

결국, 반경방향 비균질 노심인 증식특성 평형노심이 균질노심인 U노심에 비해 

노심 중앙부에서의 출력발생 증가에 따른 유량 증가에 의해 압력손실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3-2 증식특성 노심 유량 역 및 

온도

Orifice 
Group Assembly Type

No.
of
Assy

Assy
Flow 
(kg/s)

Zone
Flow
(%)

Cladding 
Midwall
 (2σ)(℃)

 1
 2
 3
 4
 5
 6
 7
 8
 9
10
11
12

Driver Fuel
Driver Fuel
Driver Fuel
Inner Blanket
Inner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12
24
12
6
12
12
6
12
12
12
6
12

39.80
34.70
27.00
12.15
12.50
 8.70
 5.30
 4.80
 2.90
 2.45
 1.80
 1.55

65.3

12.2

19.4

624
621
627
629
627
628
627
629
622
629
623
627

  Total primary loop flow : 2,143 kg/s
  Total bypass flow :   2.0 %

   
그림 2.3-4 증식특성 노심 

유량 역 구분 결과 (1/6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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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KALIMER Breakeven 노심

2.3.3.1 핵설계

증식특성을 보유하는 다양한 노심 개념설계를 개발하고자, 재순환 평형핵연료

주기에서 fissile 핵연료 물질의 외부 공급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능

의 breakeven 노심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앞서의 증식특성노심 개념설계에서의 

설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증식비는 현재의 건식재처리를 사용하는 후

행핵연료주기에서의 기술 수준을 적용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증식비는 1.05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 다. 특히, 본 노심설계 수행을 통하여 그 동안의 노심 개

념설계 결과에 대한 검토자문 및 타 설계 분야와의 연계작업에서 드러난 개선․

보완사항들을 수행하여 나감으로써 기술 개선에 따른 노심 개념설계의 최적화 

범위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심 개념설계 최적화를 달성하도록 하 다.평형

핵연료주기 분석을 위하여 노심에서 방출된 핵연료집합체는 노내핵연료저장조 

(IVS)에서 1 운전주기 (18개월) 동안 냉각한 후 원자로 밖으로 방출하여, 각각 

건식재처리 (8개월), 핵연료제조 (8개월), 재장전에 앞선 저장 (2개월)을 가정하여 

노심 방출 후 재장전까지의 기간을 총 36개월로 가정하 다.

설정된 breakeven 평형노심은 그림 2.3-5와 같으며, 이 노심에 대한 주요 운

전조건 및 설계사양은 증식특성노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평형핵연료주기 분석을 

통한 평형노심에 대한 핵적 성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식비는 1.05이며, 공급핵

연료 TRU 농축도는 30.0 %이다.  주기초 fissile 장전량은 1123.4 kg으로서 증식

특성노심과 비교하여 농축도 증가와 구동핵연료집합체 장전 개수 증가 (48개 → 

54개)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 다. 최대 핵연료방출연소도는 120.7 MWD/kg이며, 

18 개월의 평형운전주기 동안에 얻어지는 fissile Pu양은 13.9 kg으로서, 증식특

성노심의 경우와 비교하여 23.4 kg이 감소하 다.

그림 2.3-5 Breakeven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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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최대 속중성자fluence는 반경방향 블랭킷에서 3.07 x 10
23 
n/cm

2
 으로서 

설계기준 (< 4.0 x 10
23 
n/cm

2
)을 만족한다.  노심 역별 출력분율은 보면, 운전

주기 동안에 연소 증가에 따라 내부/반경방향 블랭킷 역의 출력분율이 증가한

다. 특히, 비균질노심 구성형태에서 내부 블랭킷 역의 경우, 주기 초 9.9%에서 

주기 말 14.2%로 크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구동핵연료 역에서의 출력첨두인

자는 주기 초 1.427에서 1.448로 다소 증가하며, 노심출력분포는 연소 증가에 따

라 노심 외부로 이동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선출력 도는 각각 주기 

초 구동핵연료에서 287.1 W/cm, 주기 말 반경방향 블랭킷에서 284.9 W/cm으로 

이동하며, 이 최대값들은 설계기준 (< 328 W/cm)을 만족한다.

2.3.3.2 연료계통

KALIMER Breakeven 노심의 핵연료봉의 개념설계 제원중 연료봉 반경방향 

제원은 기존 증식 노심 연료와 동일하다. 구동 및 블랭킷 핵연료봉의 외직경은 

각각 7.4, 12mm이며 핵연료심 길이는 1,000mm이다. Breakeven 노심 구동연료봉

과 집합체덕트 전체 길이는 기존의 증식노심보다 각각 185mm 및 91mm가 줄어

드는 것이 최적의 설계로 분석되었으며, 그 길이는 각각 3708mm 및 4755.7mm

이다. 

노내 연소시 핵연료심으로부터 연료봉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기

체를 수용하기 위한 실효 플레넘은 연료심 상부에 위치하며, 그 길이는 1,315mm

이다. 플레넘/연료심 부피비는 1.75이다. 연소도에 따른 연료봉의 축방향 출력분

포, 중성자 분포 및 조사이력 등의 자료는 노심 핵자료특성 분야에서 산출된 값

을 사용하 다. 조사기간동안 구동 및 블랭킷 핵연료봉의 축방향 출력이력은 노

심분야에서 산출된 최대값을 이용하 고 조사이력은 각 연소시점에서 평균 선출

력을 산출하여 적용하 다.

2.3.3.3 열유체 설계 특성

Breakeven 노심에 대한 유량배분 결과를 표 2.3-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3-6은 노심별 최종 유량배분과 그에 따른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집합체의 위치, 

집합체의 종류, 유량그룹, 집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을 1/6노심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breakeven 노심의 유량그룹이 핵연료집합체 부분에 3개, 내부 

블랑켙집합체 부분에 2개, 반경방향 블랑켙 부분에 4개 등 총 9개의 유량그룹으

로 나뉘어, 증식특성 노심에서의 3개, 2개, 7개의 유량그룹에 비하여 반경방향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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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켙집합체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노심 중앙부분에서의 출력이 

낮아짐에 따라 최대 출력 집합체의 유량이 39.8kg/s에서 35.0kg/s로 낮아져서, 평

균 유속은 6.42m/s에서 5.65m/s로, 번들에서의 압력강하는 0.42MPa에서 

0.30MPa로 감소하는 등 열유체 특성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복관 

중심에서의 2σ 온도가 630℃ 이하이지만 현재로는 온도의 여유가 거의 없는 수

준이기 때문에, 추후 설계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 온도의 여유가 높

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표 2.3-3 Breakeven 유량 역 및 

온도

Orifice 
Group

Assembly
Type

No.
of 
Assy

Assy
Flow 
(kg/s)

Zone
Flow
(%)

Cladding 
Midwall
 (2σ)(℃)

 1
 2
 3
 4
 5
 6
 7
 8
 9

Driver Fuel
Driver Fuel
Driver Fuel
Internal Blanket
Intern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Radial Blanket

12
18
24
18
6
18
12
6
12

35.0
32.2
27.2
10.2
 9.4
 5.9
 5.1
 3.4
 2.3

77.0

11.0

10.0

629
629
629
629
628
629
627
627
620

Total primary loop flow : 2,143 kg/s
Total bypass flow :   2.0 %

   
그림 2.3-6 Breakeven 노심 

유량 역 구분 (1/6노심)

2.3.4 KALIMER-600 노심

2.3.4.1 핵설계

고순도 Pu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블랭킷 집합체를 전혀 사용

하지 않고도 임계증식비를 갖는 600 MWe급 노심개념을 개발중에 있다. 이 개념

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핵확산저항성 노심개념 연구분야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며 선명한 핵확산저항성을 지니므로 국내에서 지속개발이 가능하여 

본 과제의 주력 설계노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존의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

는 체적당 출력 도를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기존 방법으로 노심내부 

증식비를 1 이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핵연료 반경을 증가시키고 냉

각재 면적을 줄임으로써 재처리 과정에서 핵분열성물질의 유실을 고려하여도 증

식비가 1 이상인 노심을 개발할 가능성을 확인하 다. 순환핵연료주기에서의 핵

연료물질 수지분석에서는 현재의 금속핵연료 건식재처리(pyroprocessing) 기술 

수준을 적용하여 재처리 과정에서 TRU의 99.9%는 회수되고 나머지 0.1%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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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분류로 이동한다고 가정하 다. 또한, 희토류 (RE) 핵분열생성물 (FP)의 경

우에는, 5%만 재순환되며 나머지 모든 FP는 폐기물 분류로 이동한다고 가정하

다. 

 증식비 1.0을 유지하는 노심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블랭킷, 외부 블랭킷, 

구동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40개의 다양한 후보노심을 선정하여 연소결손반응도

와 구동핵연료집합체 선출력 도의 관점에서 계산 후 비교 및 평가를 통하여 최

적노심을 선택하 다. 점진적으로 블랭킷 집합체의 개수를 감소시킨 결과 최종적

으로 고순도 Pu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핵확산저항성이 향상된 블랭킷을 

제거한 노심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블랭킷 삭제로 인한 증가된 출력 

Peaking Factor를 낮추기 위해 노심연료 역을 3 역으로 나누어서 각 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농축도를 변경하여 출력 Peaking Factor가 최대로 낮추어진 

노심을 최종적으로 선택하 다. 

그림 2.3-7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노심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 역은 출력평탄

화를 고려하여 Inner 구동연료 역에 90개의 구동핵연료집합체, Middle 구동연료

역에 108개의 구동핵연료집합체, Outer 구동핵연료 역에 120개의 구동핵연료

집합체, 12개의 제어봉집합체, 1개의 USS (Ultimate Shutdown System)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전 노심에서 적용되었던 6개의 개스팽창모듈은 대형노심에서 중성자누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노심에서는 제거하 다. 축방향 블랭킷은 없으며, 노심의 

유효높이는 100cm이다. 노심외각으로 66개의 반사체집합체, 114개의 노내 핵연료

저장조(IVS: Inner Vessel Storage), 그리고 168개의 차폐집합체(72개의 B4C 차

폐체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 역의 반경방향 등가직경은 307cm이다. 매 재

장전시 총 핵연료집합체의 1/3이 교체되며, 노심내 장전된 핵연료집합체는 전 핵

연료주기 동안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림 2.3-7 Breakeven 노심 (600 MWe)

Inner Driver               90

Middle Driver           108

Outer Driver            120

Control Rod              12

USS                           1

Reflector                  66

B4C Shield                72

IVS                      114

Shield                      96

Tota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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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열유체 설계 특성

KALIMER-600 노심에 대한 유량배분 결과를 표 2.3-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3-8은 노심별 최종 유량배분과 그에 따른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집합체의 위치, 

집합체의 종류, 유량그룹, 집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을 1/6노심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KALIMER-600 설계 노심의 유량그룹은 내부 핵연료집합체 부분에 1

개, 중간 핵연료집합체 부분에 2개, 외부 핵연료집합체 부분에 6개 등 총 9개의 

유량그룹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KALIMER-600 설계 노심의 경우에도 현재까

지 설계되었던 U노심, 증식특성 노심, breakeven 노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

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 핵연료집합체 90개 모두가 하나의 유량그

룹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커다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추후 최적화 

작업과 초기/천이 노심 해석을 통하여 2~3개의 유량그룹으로 적절하게 분배되도

록 유량분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온도 집합체가 외부 핵연료 집합체인 (9,1) 집합체에서 나타나게 되

었는데, 이는 노심 중앙부분에서의 출력이 낮아지는 등 출력의 평탄화가 이루어 

졌으며 블랭킷이 없는 노심을 구성하여, 평형노심 초기와 말기에 대한 각 역별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변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 출력 집합체의 유량이 29.6kg/s로 지금까지의 소형 노심에 비해 대폭 낮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유속이 5.0m/s, 번들 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0.263MPa로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은데, 이는 핵연료봉 외경이 7.4 mm에서 

7.67 mm로 증가하여 집합체 내부에서의 유로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표 2.3-4 KALIMER-600 노심 

유량 역 및 온도

Flow

 Group

No.

Assembly

Type

No.

of

Assy

Assy

Flow 

(kg/s)

Zone

Flow

(%)

Cladding 

Midwall

(2σ)(℃)

 1

 2

 3

 4

 5

 6

 7

 8

 9

Inner Driver

Middle Driver

Middle Driver

Outer Driver

Outer Driver

Outer Driver

Outer Driver

Outer Driver

Outer Driver

90

72

36

6

48

6

42

12

6

25.7

27.4

25.4

29.6

27.9

23.2

21.4

18.3

14.7

28.7

35.8

35.5

629

630

629

630

629

630

630

629

629

  Total primary loop flow : 8,196 kg/s

  Total bypass flow :   1.1 %

  
그림 2.3-11 KALIMER-600 노심 

유량 역 구분 (1/6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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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ALIMER-600 설계 노심은 열출력 1,500MWth, 전기출력 600MWe

로서, 지금까지 설계한 열출력 392MWth, 전기출력 150MWe인 소형 노심과는 다

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피복관 중심에서의 2σ 온도가 630℃를 온도의 여유가 거

의 없이 어렵게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최적화 작업을 통하여 더

욱 향상된 설계 특성을 갖는 노심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2.4 향후 연구개발 방향

2.4.1 노심 설계 및 해석 방법론

2.4.1.1 노심 핵설계 및 해석 방법론

실험자료와의 비교에서 중요한 블랭킷에서의 U-238 핵분열율분포 및  정확한 

제어봉 반응도가 계산, 사고시 대칭성을 상실한 노심 계산 등에서는 중성자의 

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수송론적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통상 이러한 역에서의 계산은 일차원 혹은 2차원의 각

분할 코드를 사용하여 적용되어져 왔으며 3차원 계산은 매우 큰 계산시간 때문

에 사용되어져 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빠른 컴퓨터의 빠른 계산능력과 

매우 큰 계산시간의 감소기법 개발로 참조계산용으로서의 3차원 수송계산이 주

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부분노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노심 다수군 직접

계산 구현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노심 3차원 계산에서 소요되는 

방대한 계산요구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산시간을 줄이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적당한 계산시간이 확보된 3차원 중성자 코드 확보는 앞으로의 노

설계의 발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원자로 노심의 천이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묘사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의 거동을 묘사하는 시간의존 중성자수송

방정식 또는 확산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변화를 묘사하는 

열유체모델이 추가되어야 한다[Shober, 1978]. 왜냐하면 중성자의 시간에 따른 거

동을 묘사하는 데 반응도가 사용되고 핵연료온도변화 및 냉각재온도변화에 따른 

냉각재 도변화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궤환효과에는 연료의 온도변화에 따른 도플러효과, 냉각재 도변화에 따른 

반응도변화, 노심지지물의 반경방향 팽창 및 연료봉의 축방향 팽창 등이 있다. 

노심의 천이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자로를 하나의 점

으로 근사하는 point kinetics 방정식을 열유체를 모델하는 방정식들과 결합하여 

푸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법의 경우 중성자속의 공간의존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정확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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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이 방법에서 보다 진보한 방법이 quasi-static 방법으로 시간 및 공간

에 의존하는 중성자속을 시간에만 의존하는 크기함수와 시간에 따라서 느리게 

변하는 형태함수로 분리한다. 그리고 확산방정식으로부터 크기함수를 묘사하는 

point kinetics 방정식과 형태함수를 묘사하는 방정식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이때 

point kinetics 방정식에 나타나는 유효지발중성자분율, 반응도 등 매개변수들이 

형태함수로 표시되어 두 방정식이 연관된다. 이 방법은 유도 상에는 근사가 없으

나 실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근사를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의 관건은 형태함수 및 가중함수의 근사에 의해서 반응도의 오차

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point kinetics 방정식을 비선형으로 반응

도값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에는 컴퓨터 발달에 힘입어 시공간의존 중성자확산방

정식을 바로 차분하여 풀고자 하는 이른바 시공간(space-time) 방법들이 제시되

고 있다. 이들 방법에서는 중성자확산방정식을 시간, 공간변수에 대해서 바로 차

분하므로 반응도를 정의할 필요도 없게 된다[Joo, 1997]. 실제적으로 시간의 차분

은 노달방법들이 사용되고 특히 최근에는 비선형  소격격자 차분방법이 효과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선형 소격격자 차분방법은 노심전체의 노드를 두 개씩 짝

을 지어 각각의 짝에 대해서 노달방법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소격격자 

차분방법에서 사용될 보정인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계산시간 면이나 기억용량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간차분은 이른바 지수변환을 가진 theta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일정

분율은 implicit 방법을 나머지분율은 explicit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시간간격을 비교적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방향은 우선 최

신의 노달방법을 이용한 3차원 시공간방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수송

이론을 이용한 시공간차분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 처리

속도로 미루어 소송이론을 이용한 시공간차분법의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2.4.1.2 노심 연료계통 설계 및 해석 방법론

기존의 금속연료계통 설계는 2원 혹은 3원합금에 대하여 성능 및 건전성을 평

가하 지만, 핵확산저항성노심 및 GEN-IV용 연료심에서는 MA를 함유한 재순환 

U-TRU-Zr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팽윤 및 핵분열생성기체 방출, 원소 확산, 

연료심/피복관 확산 및 피복관 변형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연료심 물성평가, 조사실험 및 전산코드 개발이 필수

적이다. 

U-TRU-Zr의 열전도도, 비열 및 열팽창 및 FCCI와 같은 물성평가는 액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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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로 연료로서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재순환된 

U-TRU-Zr 금속연료심의 물성특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U-Pu-Zr 연료에 대한 물성특성을 확보한 것과 같이 U-TRU-Zr 연료심에 대

해서도 향후 이에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U-TRU-Zr에 대한 조사 거동 평가 자료 및 상변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며, 특히 조사후의 열전도도, FCCI, FCMI, 피복관의 변형율 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연구항목이다. 또한 U-TRU-Zr 연료의 조사실험은 향

후 개발되어야 하는 코드개발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기술중의 하나이다. 

노내거동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전산코드 개발은 물성특성 및 조사실험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경험적/mechanistic 모델 개발을 개선하고, 팽윤 및 핵분열생성기

체 방출, 피복관 변형 등을 포함한 노내성능 및 건전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2.4.1.3 노심 열유체 설계 및 해석 방법론

노심내 유량분배 계산 기술과 집합체내 온도분포 계산 기술은 국내 기술이 개

념설계 수준에 이르 으나, 단일 집합체와 다집합체 부수로 해석기술 등 상세 부

수로 해석기술과 전노심 열유체 해석 기술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므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단일 집합체는 물론 전노심에 대한 열유체 해석기술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체제 개발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부수로 해석용 전산코드인 COBRA코드를 개량 검증하여 액체금속

로의 다집합체 열유체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MATRA-LMR코

드를 개발하 다. 현재는 단일 집합체 해석만이 가능했던 코드를 여러 집합체를 

동시에 모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하고 검증한 후 노심 열유

체 해석을 위한 코드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유량

에 의한 열전달이 집합체 내부의 온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덕트와 

덕트 사이를 흐르는 집합체간 열전달 중 열전도에 의한 부분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LMR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류에 의한 열전

달이나 노심 상부구조에 의한 유량재분배는 이 코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

한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작업을 수

행할 것이다.

이는, 부수로 해석코드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검증 및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단일 집합체 및 주변 집합체와의 열전달을 고려한 7개 집합체 계산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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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LMR을 이용하고, 다공성매질 해석코드로는 COMMIX-1AR/P를 이용

하며, 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코드 MATCOM의 개발을 통하여 전노심 열

유체 해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MATRA-LMR 코드와 COMMIX 

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은 부수로 해석코드 CADET와 다공성매질 해석코드 

TRIO-VF를 연계하여 전노심을 해석하고 있는 프랑스 CEA의 해석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2.4.2 신개념 원자로 개발 방향

2.4.2.1 노심 핵설계 신개념 개발 방향

2030년경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제 4세대 원자로는 경제성 향상, 핵확산저항

성 증가, 안전성 향상, 지속적 개발가능성을 만족함과 아울러 방사성 독성 물질

을 소비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의 대명제이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출력 도 운전을 가능케하여 단위 핵원료물질당 중

금속의 연소를 최대화하는 기존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이 여타 냉각재보다 유리

하므로 소듐 냉각재의 사용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불투명한 소듐 환경하에서 

핵연료의 교체가 이루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산란 장전이 앞으로도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구의 개발이 이루

어지면 가능한한 장주기 운전을 하도록 설계하여 발전소의 이용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중성자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소듐에 의한 흡수 및 

감속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핵연료 건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액체 소듐의 체

적 분율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논리로 구조재의 체적 또한 줄어 들면 중

성자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여 핵연료 물질의 고연소도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핵확산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질적 방어의 개념을 적용하면 고순도 플루토

늄의 생산이 근원적으로 배제되는 블랭킷 미사용 노심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방출된 핵연료 다발 속에 건식재처리 공정으로 분리가 어

렵고 취급 과정에서 다량의 알파 붕괴 입자, 감마선 및 열을 발생하는 마이너 액

티나이드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도록 하여 핵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을 줄여서 확

산저항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장주기 운전은 핵연료로의 접근이 상대작으로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단주기보다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주기길이가 10년 이상인 원자로의 개념의 개발 또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듐기화 반응도를 가능한한 낮추어 가상의 사고에 

대비하고, 연소 반응도 변화를 지발 중성자 분율보다 작게하여 예기치못한 제어

봉인출 사고시에도 초임계에 이르는 기구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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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듐기화 반응도 감소는 필연적으로 다른 핵물리 상수의 악

화를 초래하는 바, 이를 조화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분석의 입력 자료

로 사용되는 각종 핵설계 인자의 불확실도를 낮추도록 핵설계 방법론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로의 피동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궤환반응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할 것이다.

지속적 개발 가능성을 만족한다는 점이 최초 액체금속로에 대한 개발의 동기

를 부여하 으며, 핵원료 물질과 핵연료 물질의 적절한 비율에 의해 다양한 전환

비의 노심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액체금속로 만의 특징이다. 4,50십년 후의 

우라늄 자원의 고갈을 대비하여 증식로, 임계 증식비로 및 전환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증식로는 이미 액체금속로 선진국에서 그 기능성을 입

증하 으므로 앞으로는 임계 증식비 또는 1이하의 전환비를 갖는 노심에 대한 

노심 개념 개발과 핵특성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방사성 독성 물질의 저감을 위해서는 원자로안에서 우선 플루토늄이나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의 연소가 생산되는 양보다 많아야 하며, 전환비 1이하의 액체금

속로는 액티나이드 변환로가 된다. 경수로 또한 전환비가 1이하이지만 초우라늄

원소의 연소 사슬에서 핵분열에 의한 붕괴보다는 더 높은 질량을 갖는 중원소로 

단순 전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액티나이드 변환로로서 경수로보다 액체금속로

가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입증되었다. 마이너 액티나이드 소모량보다 생성량이 

더 많아지려면 원자로에 가능한 한 마이너 액티나이드 함유량이 높은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약 5%정도의 마이너 액티나이드 함유는 노

심 핵특성을 심각할 정도로는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많은 마

이너 액티나이드의 연소를 위해서는 소듐기화 반응도나 핵연료 온도계수, 지발 

중성자 분율 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기구의 계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

적인 연료 집합체 형태, 신개념의 연료, 새로운 물질 장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2.4.2.2 노심 연료계통 신개념 개발 방향

연료계통에서는 현재까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연료심-피복관 상호 확산, 

고온에서의 피복재 특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료심-피복관 상호 확산의 잠재적 문제점은 피복재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

키는 것과 핵연료에 상대적으로 융점이 낮은 물질을 형성시켜 공정반응을 일으

키는 것이다. 연료봉 설계시 핵심기술은 피복관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피

복재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확보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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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료봉 설계에 있어서 최우선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노외 확산 

실험과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지만 FCCI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불충분하다.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공정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바나듐, 지르코늄을 입힌 피

복재를 개발하여 공융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KALIMER 피복관도 Zr liner등

에 대한 상세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공융을 방지하기 위한 신개념의 개발이 필

요하다.

기존의 피복재인 HT9은 팽윤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하지만 고온에서는 크리프 

특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Mod.HT9의 경우 약 650℃까지

도 크리프 악화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온 크리프를 강화하기 위해 Cr, W

과 같은 첨가물의 함량을 조절하 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KALIMER의 피복재는 

Mod.HT9 등과 같은 고온크리프 특성을 강화시킨 피복재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

이 있으며, Mod.HT9의 제반특성 및 고온크리프 검증, 노내특성 검증 등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2.4.2.3 노심 열유체 신개념 개발 방향

냉각재의 물성치를 정 하게 생산할 수 있는 소듐 냉각재 기술과 설계시 불확

실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불확실도 인자 평가 기술이 소듐 냉각 액체금속로

의 열유체 설계 및 해석의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설계기술로서

는, 집합체 덕트를 사용하지 않는 개방형 집합체 사용에 대한 분석기술, 연료봉 

지지격자로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랩과 그리드에 대한 특성 비교 분석 기술, 유량

역별 오리피스 장착 설계 개념 분석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은 소듐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료봉에서의 축방향 열전달 효과를 

고려한 해석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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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금속로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3.1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요

원자로 정상운전 및 사고를 대비하여 원자로계통의 열 유체 설계개념과 계측 

및 제어 계통을 설정하는 기술이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 설계 기술의 주요

한 내용이다. 유체계통 설계 기술은 원자로 유체계통의 개념을 설계하는 기술과 

설계된 설계개념에 대한 열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산해석 코드 및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기술과 개발된 전산해석 코드 및 해석 방법론 이용하여 설정

된 원자로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로 이루어진다.

그림 3.1-1 원자로 유체계통 설계 흐름도

원자로의 유체계통 설계기술은 그림 3.1-1과 같이 원자로 상위 설계요건에 따

라 원자로의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관련된 각종 설계 및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설계코드와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계통 설계기준을 설정한다. 설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PHTS, IHTS, RHRS 및 증기계통 등의 관련된 각 하부 계통에 대한 구체

적인 설계요건을 설정하여 하부계통의 설계 요건이 설정된다. 각 계통에 대한 설

계요건이 설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통의 기기개념 설정 및 개략적인 기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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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기기의 배치에 대한 요건이 설정된다. 원자로 기본 개념과 기기개념이 설

정되면 유체계통 각 위치에서 주요 운전인자를 계측하고 각종 기기를 제어하며 

사고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 요건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각 계통에 대한 설계인자가 설정되면 원자로 계통 전체 및 각 부위별 

열유동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각 계통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

한 평가가 수행되고 미비점에 대한 설계보완을 한 후에 주요계통들이 적절한 기

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계계통에 대한 요건 설정 및 원자로 운전 중에 주요 

안전관련 기기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요건을 설정한

다. 이와 동시에 계통의 특성과 운전 방법을 기술하고 안전해석용 입력자료를 설

정하는 일이 유체계통 설계 기술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그림 3.1-2 유체계통 전산체제

유체계통 설계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의 한 분야는 계통 전 분야에 대한 

계통성능 및 특성분석을 하거나, 계통 국부에서의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일이

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설계된 계통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와 원자로 운전 중 발생하는 열 및 압력과도에 의해 구조물의 건

전성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산해석코드는 

그림 3.1-2와 같이 크게 열유동 해석코드, 주기기 성능해석코드 및 계통 성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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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코드로 분류된다. 열유동 해석코드는 원자로 계통의 3차원 열유동 해석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주기기 성능해석 코드는 원자로 

계통의 주요기기를 설계하고 설계된 기기의 성능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계통 성능 해석코드는 NSSS 전체계통이나 하부 독립된 계통의 성능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계측제어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의 각종 인자를 측정하여 원자로를 제어하는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과 사고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보호계통

을 설계하는 기술 및 각종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통신망기술과 인간과 기계사

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제어실을 설계하는 기술들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

통에 대한 설계개발은 계통 설계기준과 유체계통을 비롯한 계통설계 설계과정에

서 설정된 원자로 운전 제어 및 보호계통 설계요건과 따라 전체 기본적인 계통 

개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하부 계통을 설계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계통 설계에 

대한 기술은 다음에 기술된 해당 절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3.2 유체계통 설계 방법론

3.2.1 계통설계 기술

3.2.1.1 계통 개념설정 기술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통을 어떻게 구성시킬 것인

가 하는 계통의 기본 형태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기술이 바로 계통 개념설정 기술로서 구성은 크게 보아 계통기본 구성기술

과 계통 공통설계 기준 설정기술로 나뉘어진다.

계통기본 구성기술은 계통의 기본 형상을 결정하는, 즉 발전소의 특성을 결정

짓는 기술로서 계통설계 기술의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지만 계통설계 전

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기술이기에 오랜 시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기

술이기도 하다. 이 구성기술은 기존 원자로 계통개념의 개선 또는 고유 계통개념

의 창출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요구되며 외국에서는 기존 설계개념의 연장선 차

원의 설계개념에 대한 기본 구성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들어서는 계통기본 구성기술에 종래와는 다른 방향의 기술 연구가 진행

되기도 한다. 즉,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이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의 재래식 화석

연료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경제적 발전방법으로서의 활용이었기

에 용량이 큰 발전 개념에서의 구성기술이 주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자

력의 산업적 이용의 다양성이 추구되어 이에 따라 열원으로서의 원자로 활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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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다양한 기술연구가 진행[GEN IV, 2001]되고 있다. 즉 기존의 활용노

선인 대용량 발전원으로서의 원자로 외에 일종의 완성품의 부지 공급 및 회수 

개념의 원자로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통 기본 기술, 즉 냉각재 선택 및 활용 기술, 용량에 따른 계통 구성 

평가 기술, 에너지 변환 방법 특성 평가 기술 및 경제성 고려 기술 등이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용,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계통기본 구성기술의 주요세부기술인 냉각재의 선택 및 활용기술로, 

발전용 액체금속로에서 냉각재로 지금까지 소듐이 사용되어 왔으나 소듐 사용에 

따른 소듐-물 반응사고와 같이 소듐 관련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 해결방법으로서 소듐이 아닌 다른 냉각재를 사용하

는 기술에 대한 노력이 최근 들어 강화되어 대체 냉각재로서 납 사용에 대한 연

구, 즉 대체 냉각재 선택 및 활용기술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연구는 지금까지 원자력 잠수함의 액체금속로에 소듐이 아닌 납을 냉각재로 사

용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김 인, 2000], 납 사용

에 따른 구조, 부식대처, 계통 구성 등의 연구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기관에서 냉각재로 납을 사용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나 주 연구 노력은 소듐을 이용한 액체금속로 개발에 모아지고 있다.

계통개념 설정기술의 또 하나의 큰 요소기술인 계통 설계기준 설정기술은 앞

에서 설명된 계통 기본구성기술에 의해 형성된 계통 기본 개념을 정량화하는 설

계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의 기본적 특성은 경수로에

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액체

금속로의 기술적 특성을 반 하여 액체금속로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NSSS 성능 설정기술, 설계 기준 사고 설정기술, 설계 기준 사고 

빈도수 설정기술, 추가단일사고 고려 기준 설정기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의 

계통 공통설계기준 설정기술은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 러시아, 국, 미국, 일

본 등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의 원자력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의한 액체금속로 기술 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투자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다. 즉, 조직적인 투자 이전에는 

액체금속로 계통기술에서 불모지 었던 국내에서 수년간의 조직적인 투자를 통

하여 150MWe의 KALIMER의 개념설계 개발[한도희, 2002]이 이루어졌으며 이러

한 개발을 통하여 개념설계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큰 성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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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PHTS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PHTS는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IHX를 통하여 IHTS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PHTS 설계에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HTS 계통 설계요건 설정기술, 기기 개념 설정 및 설계요건 설정

기술, 계측, 제어 및 보호 설계요건 설정 기술,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치요건 설정

기술, 일차계통 소듐 액위 설정 기술, 일차계통 소듐용량 설정 기술, 일차계통 커

버가스 설계요건 설정 기술, 격납계통 설계기술, 안전해석 자료준비 및 결과반  

기술 및 BOP 연계요건 설정기술 등이다. 액체금속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액체금

속로를 가동한 것으로 보아 이들 기술들은 대부분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수행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PHTS 계통 설계요건 설정기술로는 액체금속로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요구되

는 KALIMER-150에 대한 PHTS 설계요건서[김성오, 1998]가 작성되었다. 이들 

자료는 앞으로 수행될 PHTS설계의 지침이 될 것이다. PHTS 기기 개념 설정 

및 설계요건 설정기술로는 액체금속로 PHTS의 주요 기기인 중간열교환기와 전

자펌프의 설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중간열교환기에 대한 설계는 

KALIMER-150 IHX의 개념설계[심윤섭, 1998]를 수행하 으며, 이 개념설계에 

사용된 CONFIG[심윤섭, 2000], ASTEEPL[심윤섭, 2000], 2DHX[심윤섭, 1999] 

등의 코드를 사용하여 IHX Shell측의 구조물인 배플의 설계인자에 대한 민감도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IHX 설계시 참고할 수 있는 연구[김의광, 2002]를 수행하

다. 또한 IHX 전열관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IHX 전열관 좌굴하중을 

계산한 연구[김의광, 2002]가 수행되었다. 

위의 KALIMER-150의 IHX 개념설계에 상용된 코드들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대용량 신개념 원자로 KALIMER-600의 IHX 개념설계[최석기, 2002]가 수행되었

다. IHX의 설계에서 쉘측 최저압력강하, 최대 열전달 및 최소 재료의 사용을 위

해서 위의 IHX 설계에 사용된 설계변수들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PHTS의 전자펌프에 대하여서는 전자펌프의 개념설정 및 외형크기 계산

[김성오, 1998], 전자펌프 중앙회귀 구조특성을 고려한 외형 크기 계산[김성오, 

1999],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구조개념 및 Coastdown 유량설정[김성오, 1999], 

전자펌프 관성유량 해석방법론 검증 및 KALIMER-150 PHTS 관성 유량계산[김

성오, 2001], 전자펌프 설계개념 설정[김성오, 2001], 전자펌프 설계 및 해석방법

론 개발[김성오, 2001] 및 KALIMER-600의 전자펌프 개념설계[위명환, 2002]를 

수행하 다. 

현재 전자펌프 내부 맥동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계측, 제어 및 보호 설계요건 설정 기술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으며, 원자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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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배치요건 설정기술, 일차계통 소듐 액위 설정 기술, 일차계통 소듐용량 

설정 기술 및 일차계통 커버가스 설계요건 설정 기술로는 KALIMER-150 원자

로의 PHTS 원자로 내부기기 배치요건서[김성오, 1999]를 작성하 다. 이 연구에

는 원자로 내부 일차계통 소듐 질량 계산, 운전모드 변화에 따른 원자로 내부 소

듐 액위 변화 계산, 원자로 상부 절연판 및 원자로 헤드 설치 위치요건 설정, 

PSDRS 작동을 위한 Baffle Overflow 위치 설정 및 IHX 입구 노즐을 통한 커브

가스 흡입 가능성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KALIMER-600 원자로는 PSDRS가 기존의 KALIMER-150원자로와 다르므로 

KALIMER-600 원자로에 대한 위의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격납계통 설계기술

로는 KALIMER 격납돔 설계를 위한 유체계통 요건을 설정하는 연구[김성오, 

1999]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격납돔 봉요건, 격납돔 설계조건 설정 및 

격납돔 열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원자로 용기에서 원자로 헤

드를 통하여 격납돔 내부에 전달된 열이 격납돔 내부에 축적되지 않도록 

KALIMER 원자로 격납돔 냉각재 계통의 기본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해석연구[김

성오, 2000]가 수행되었다. 핵연로 재장전 운전모드시 원자로 헤드 온도분포를 계

산하는 연구[김성오, 2001]와 고온 풀 소듐 표면과 원자로 헤드 사이의 

KALIMER 원자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해석한 연구[김성오, 1999]

도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로 상부 헤드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원자로 헤드

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원자로 상부구조물에서의 열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BOP 연계요건 설정기술로는 이차계통 소듐 공급 및 정화계통, 

불활성 가스 (He, Ar) 공급 및 정화계통 및 격납돔 냉각계통 등의 PHTS 계통 

작동에 필요한 보조계통 설계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보조계통의 계통구성, 용량 

및 주요 설계인자를 설정하고 보조계통의 작동방법을 설정한 연구[김성오, 2000]

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150 MWe KALIMER를 구성하고 이

에 대한 상세한 계통기술서[김성오, 1998]가 작성되었다.

기타의 연구로는 KALIMER PHTS에서의 압력손실을 계산하고, PHTS 전자

펌프의 유량 및 양정을 고려한 노심 압력손실 허용치를 설정하기 위한 PHTS 압

력손실을 계산한 연구[김성오, 1999]가 수행되었다. 노심의 차폐계산을 위한 입력

자료 생산을 위하여 PHTS의 주요 기기인 전자펌프와 중간열교환기의 총 부피 

및 각 성분의 부피비를 계산한 연구[김성오, 1998]가 수행되었다. 또한 

KALIMER 내부 유로 설계를 위한 계산의 일환으로 Flow Guide가 설치된 경우

와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노심차폐체 부근의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여 노심 차폐

체의 냉각특성과 노심차폐체의 유체적 하중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KALIMER 원

자로심 차폐체 온도 및 유체적 하중을 계산한 연구[김성오, 1999]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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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IHTS 설계기술

중간열전달계통(IHTS)은 일차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중간열교환기(IHX)를 통

하여 증기발생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다. IHTS는 용량에 따

라 몇 개의 루프로 구성되며 각 루프는 폐회로로서 비-방사능의 소듐이 순환하

여 일차계통과 증기발생계통 사이에 방사능 오염 및 화학 반응 가능성을 격리하

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필요한 열을 전달한다. IHTS는 피동잔열제거계통

(PSDRS)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먼저 IHTS내 자연순환으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PSDRS의 작동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중간열

전달계통은 또한 증기발생기 튜브 누출에 의한 소듐과의 화학반응에 대비하여 

소듐 배출탱크와 파열판 등을 구비하여 소듐-물반응을 완화하고 격리하는 압력

완화계통도 포함하고 있다.

IHTS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기술은 먼저 IHTS계통에 대한 설계요건을 설정

한 후, 이에 근거한 주요 기기설계, 기기배치, 계측제어 및 운전 등의 요건을 순

차적으로 설정하고, 설계된 계통에 대한 성능분석이 이루어진 후, 연계계통에 대

한 연계요건의 설정, 기기시험 및 검사요건의 설정, 계통기술서의 생산 등에 대

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계통설계요건은 상위기능요건, 인허가요건, 적용코드 등의 설계기준을 만족시

키도록 작성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분석하여 설계개

념에 적합한 계통설계요건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IHTS계통에 필요한 설계요건을 

설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KALIMER-150에 대하여 IHTS설계요건

서[김연식, 2002]가 작성되었다.

주요 기기설계업무는 기기의 개념설정과 기기의 성능특성분석으로 이루어진

다. IHX와 증기발생기를 제외한 IHTS의 주요기기는 배관, 중간계통 냉각재펌프, 

중간계통 격리밸브, 소듐-물반응 대처계통을 들 수 있다. KALIMER-150 ITHS 

기기에 대한 설계기술로는 소듐-물 반응 사고해석[김연식, 1998, 1999, 2001], 계

통의 압력손실계산[김연식, 1999], 소듐-물 반응 사고를 고려한 IHTS설계압력설

정을 위한 계통압력변화 특성평가[김연식, 1998], 노심 열출력조건에 따른 Loop 

수 및 배관직경의 결정[김의광, 2002], 냉각재 정화개념[김연식, 1999], 각 기기의 

설계등급 설정[김연식, 1999],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냉각재 체적제어개념 및 

계통 과압방지개념, 중간계통 냉각재펌프와 격리밸브의 설계와 운전요건 설정 등

의 작업은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 기기배치설계를 위해서 SGACS를 통한 잔열

제거시 IHX와 SG사이의 자연순환요건에 대한 연구[김연식, 1997]가 수행되었다.

계통운전요건의 설정과 관련한 기술로는 소듐배출 및 충진절차와 이를 지원하

는 진공계통 운전요건, 정상 및 사고운전시 계통의 작동개념, 중간계통의 성능과 

소듐누설과 관련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요건 등에 관한 기술이 있고,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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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 검사 및 정비와 관련한 요건의 설정, 배관과 기기의 소듐 응고를 방지하

기 위한 가열 및 단열에 대한 개념설정 기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KALIMER-150 설계시에 IHTS 보조계통 설계개념설정[김연식, 2001]을 통하여 

소듐 정화계통과 불활성가스 공급 및 정화계통의 계통구성과 주요설계인자의 설

정, 작동방법의 설정 등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다.

Hot Legs (1)

Cold Leg (1)

 Cold Legs (2)

Inside
Containment

T-Junctions

EMP

Isolation
Valves (2)

Outside
Containment

Sodium
Dump
Tank

Separator
Steam

Generator

Rupture
Disk

 Hot Legs (2)

Closure Head

IHX

EMP

Core

Rupture
Disk

Flare Tip

그림 3.2-1 IHTS 계통구성

국내에서 IHTS계통설계는 KALIMER-150의 개념설계연구를 통하여 IHTS계

통 설계요건서의 작성, 기기의 개념설정과 성능분석, 계통기술서의 작성[김연식, 

2002], 연계요건서[김연식, 2002]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 단계를 거쳐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계통기술 증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로서 미국 GE는 기존

의 PRISM을 S-PRISM으로 개량하면서 중간열전달계통을 안전등급화하고, 파열

판의 설치위치와 설정치를 조정하여 bounding event의 횟수 감소와 보다 빠른 

발전소 냉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또 다른 방향의 기술개발은 냉각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로서 냉각재로 기존의 소듐을 계속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

와 냉각재를 소듐 대신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납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개

선하는 기술의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

술 연구는 주로 러시아에서 과거 잠수함에 납을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생

산용 상업적 규모의 액체금속로에의 이용을 위한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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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기술개발은 원자력선진국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GEN-IV에서도 한 

기술분야로 그 연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주 연구 기술 주제는 납 사용으로 인한 

부식문제, 납의 독성문제, 과도한 중량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는 기

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일차계통의 냉각재로 기존의 소듐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연

구는 세계 각국에서 제시되고 또한 수행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 및 중간열전달

계통의 설계의 개선을 통하여 소듐과 물 반응의 완화 또는 반응 가능성 자체의 

현실적인 배제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GEN-IV의 연구 대상 

주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 방향의 연구로서 증기발생기에서 소듐-

물 반응 가능성을 제거하여 중간계통을 제거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새로운 구조

의 IHTS/증기발생기 일체화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간이모형 해석체

제를 이용하여 예비성능분석이 이루어졌고, 상세분석을 하기 위한 해석체제의 개

발과 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3.2.1.4 RHRS 설계기술

액체금속 원자로의 잔열제거계통(RHRS)은 원자로 정상 및 비상 노심정지시 

발생하는 계통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계통이다. 즉, 잔열제거계통은 노심에서 고

온 풀(Pool) 및 중간열교환기(IHX)를 거쳐 중간열전달계통(IHTS)에 의해 증기발

생계통으로 이어지는 정상 전열 기능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상 열제거원의 기능 

상실에 대비한 비상 노심 잔열제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계통을 통칭한

다. 일반적으로 액체금속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고온의 융점과 비등점을 

갖는 액체금속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므로 운전온도가 기존의 경수로와 비교하

여 매우 높기 때문에 잔열제거계통 역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구성되며, 풀

(pool)형 또는 루프(loop)형 등의 발전소 형태에 의해 그 작동 및 구성 방식에 차

이를 나타낸다.

일본의 MONJU, CFBR, DFBR 등의 발전소는 루프형 액체금속 원자로로서

[Fujii-e,1990; Farrar, 1999], 1차계통과 연결된 별도의 소듐 루프를 이용하여 공

기로 냉각시키는 DRACS(Direct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방식 또는 

중간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로 연결되는 배관에 별도의 소듐 루프를 형성시켜 

역시 DRACS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기와의 직접 열교환을 수행하는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Farrar, 1999; Dunn, 1988], 이에 기초하여 각각의 계통 특성을 반 하는 고유의 

잔열제거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풀형 액체금속로인 미국 GE사의 PRISM, 

super-PRISM[Boardman, 2000], 그리고 프랑스에서 개발된 Superㅔhenix, 

EFR[Darrington, 1993; Farrar, 1999] 등의 발전소는 원자로심을 담고 있는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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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 풀을 냉각하기 위해 용량에 따라 고유의 잔열제거계통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계통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식의 제열계통

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노형별 특성을 검토한 결과 풀(pool)형 액체금속로 중에서 열출력 1,000 

MWth 이하의 중소형 원자로는 대부분 RVACS(Reactor Vessel Auxiliary 

Cooling System)라고 불리는 원자로용기(RV) 직접 냉각 방식의 잔열제거계통

[Boardman, 2000]을 채택하고 있으며, 열출력이 1,000 MWth 이상인 대용량 원

자로에서는 주로 DRC(Decay heat Removal Circuit) 형태의 풀 직접냉각 방식

[Darrington, 1993; Farrar, 1999]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고 있다[어재혁, 2002]. 

잔열제거 계통의 특성을 원자로 열출력 및 원자로용기 크기에 따른 잔열제거계

통 형태 분류를 그림 3.2-2에 요약하여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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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원자로 열출력에 따른 잔열제거계통 분류

기존의 경수로에 비해 운전 온도가 매우 높은 액체금속 냉각재의 특성을 적절

히 활용한 잔열제거계통의 설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대부분 소

듐 및 공기의 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기와의 직접 열교환

에 의해 계통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작동 신뢰성이 매우 높은 피동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완전한 피동 개념의 적용을 위

한 연구 노력은 DRACS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는 루프형 발전소나 

RVACS 또는 DRC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는 풀형 발전소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대용량 열출력의 원자로를 설계하기 위해 각각의 

잔열제거계통의 용량을 증진시키는 연구와 피동 개념의 적용을 통해 각 계통의 

작동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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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PRISM (Mod B)에 비해 약 20%의 제열용량을 증진시켜 1,000 MWth의 원

자로 열출력을 구현한 최근의 미국 GE사의 super-PRISM 설계[Boardman, 2000]

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액체금속로인 원자로 150 MWe의 KALIMER-150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한도희, 2002], KALIMER의 잔열제거계통 역시 소

듐 및 공기의 자연순환을 이용한 완전한 피동 개념을 적용하여 사고시 72시간의 

grace time을 갖는 원자로용기 직접 냉각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심의 열

출력을 증진시키는 경우의 필요 제열용량 확보를 위해 공기 냉각유로에 복사구

조물을 설치하여 고온에서 활발한 복사 전열과정의 전열촉진 효과를 극대화시킨 

잔열제거계통 제열용량 증진 기술[Sim, 2000]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제 발명 

특허를 획득하는 등의 매우 의미있는 기술 개발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잔열제거계통 설계 기술은 노심 열출력 증진시의 대용량 잔열제거

계통 설계 적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한 형태의 원자로용기 직접 

냉각방식을 사용하는 미국 GE사의 Super PRISM 설계[Boardman, 2000]와 비교

해도 국내 고유의 잔열제거계통 설계 기술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1.5 SGS 설계 기술

증기 및 급수계통(SGS)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IHTS 계통으로부터 열을 전달

받아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에 전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발전소가 안전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증기

발생계통은 반응성이 큰 소듐과 급수/증기가 경계를 이루는 역이 존재하므로 

SG 전열관의 파손 등에 의해 소듐-물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높은 

건전성이 확보되어야하며, 누출이 발생될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누출

을 감지 할 수 있는 감지계통을 비롯하여 SG를 물/증기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

킴으로써 사고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연계계통이 구비된다.

증기발생계통설계와 관련된 주된 기술인 설계요건 설정, 작동개념 설정 및 기

기 개념/요건 설정기술 등은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약 3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액체금속로설계 및 운전경험으로 볼 때 이미 상용화단계

에 접어든 기술로서 현재는 기기의 적절한 배치 및 설계 개선을 통해 설계단순

화 및 작동건전성 증진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듐을 사용한 고온의 증기발생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은 없지만, 

경수로 및 화력발전소에서의 운전경험을 통해 우리 현실에 적절한 SGS개념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이러한 개념설계 진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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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제시한 다양한 증기발생계통에 대한 설계 

적절성 및 적용가능성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갖추었다.

그러나 소듐-물 반응사고(SWR)의 대처기술과 관련된 주요 기기(탱크, 방출밸

브 등)의 작동요건 및 SWR후 계통과압방지계통 작동요건 설정기술은 해외 노형

의 특성을 고려한 개념적인 연구와 SWR 주요 특성에 대한 해석적/실험적인 연

구가 진행중이다.

또한 SG에서의 물/증기 누설감지방법은 누출 규모에 따라 수소/산소 농도 감

지법, 완충기체 역에서의 압력변화 감지법, 그리고 음향 감지법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초기에 개발된 많은 액체금속로(EBR, CRBRP 등)에서는 이중 앞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물/증기의 누출을 감지하 으며 이 방법은 지금도 거의 모

든 액체금속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에 

PRISM, EFR, 그리고 MONJU에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누출감지를 위해 채택된 

음향감지법의 경우는 외국에서도 감지방법(능동형, 피동형)에 따라 누출량에 따

른 감지 능력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작동 환경에서의 음향감지에 대한 기본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실험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재순환 계통 및 보조급수탱크 설계기술은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서 

과열기와 증발기가 분리된 개념의 과열증기사이클과 포화증기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는 PRISM에 적용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재순환계통을 구성하는 각 인자들의 

작동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SGAWT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

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SGAWT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위명환, 2001]하

다.

3.2.1.6 발전소 동적설계 기술

발전소 동적설계기술은 정적관점에서 설계되는 계통설계가 실제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동특성을 계통설계에 부여하는 기술로서 발전소 출력별 주요인자 

운전목표치 설정기술, 발전소 급격 부하 변동시 대처 운전 전략 설정 기술, 발전

소 주요인자 운전 목표치 추종 기본 논리 설정 기술과 발전소 n-1 운전개념 설

정 기술로 구성된다. 또한 이 기술은 다음 항에서 설명되는 성능분석기술과 접

하게 연계되는 기술로서 계통에 대한 성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경계 조건을 설

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주로 발전소의 경제성에 크

게 향을 미치는 주제를 다루는 기술이다. 또한 본 기술은 발전소 운전에 대한 

일종의 최적화가 다루어지는 기술이기에 NSSS 뿐만이 아니라 BOP의 기술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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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이해 역시 함께 요구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성격의 본 기술은 발전소 설계에서의 기본 기술로서 기존의 발전소 

계통 또는 이의 변형 개념의 발전소 계통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우 이미 그 기술

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의 개념설계인 KALIMER에 

대한 개념설계 개발을 통하여 이 기술의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는 확보가 이루어

진 상태이며 개념설계의 다음 단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

요한 상태이다.

3.2.1.7 성능분석기술

성능분석기술은 설계된 계통설계가 원래 요구된 기능을 충족시키는 성능의 설

계가 되는 가를 분석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은 앞 항목에서 설명된 발전소 동적

설계 기술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또한 성능분석 자체가 계통 설계 에 대한 포

괄적인 분석임으로 다양한 세부 기술의 활용에 의하여 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

는 것으로서 계통의 성능은 지역적인 열유체 특성과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이 분석기술은 크게 둘로, 즉 지역적 열유동특성 분석 

기술과 계통성능분석기술로 구성된다.

지역적 열유동특성 분석 기술은 그 해석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상세분

석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해석의 경계조건은 계통전체의 동적거동

에 의하여 설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통전체의 동적거동의 해석결과로부터 

지역적 상세분석에 요구되는 경계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기

술이 되며 이는 계통 및 지역적 거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액체

금속로 계통설계에서 지역적 열유동 특성분석 또는 지역적 성능분석이 요구되는 

주 대상은 원자로 내부 열유동과 원자로 내부 소듐과 구조물간의 복합열전달이 

된다. 이러한 액체금속로에서의 기술은 액체금속로가 고온에서 작동되고 또 그 

계통의 구성이 경수로와 다르기에 계통기술 전체로서는 유사하다고 이야기되는 

경수로의 해석기술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술이다.

한편 계통성능분석기술은 각 요소의 성능 및 요소의 운전 방법에 의해 결정되

는 계통의 종합적인 성능 분석기술로서 발전소 성능관련 설계기준 과도기설정 

및 허용기준선정 기술, 발전소 성능관련 설계기준 과도기 해석 기술과 발전소 운

전지원 기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의 속성은 고전적인 기술에 해당되지만 발

전소 운전 특성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하여 

국내적으로는 액체금속로 운전 경험이 전무하기에 전체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수

준이다.

이러한 성격의 성능분석기술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발전소 설계개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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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수적인 기술이면서 또 단계적 접근이 가능한 기술이다. 국내외의 수준을 비

교하면 외국에서는 액체금속로를 설계하고 건설하여 운 을 해본 경험이 축적되

어 있어 이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

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로서 전체 기술의 일부가 개발되어 있으나 개념설계 이후

의 설계 단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수준이다.

3.2.1.8 NSSS 보조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보조계통이란 주요 NSSS 계통이 원활하게 작동되도

록 보조하는 계통으로 소듐을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일차 및 중간 계통의 

소듐을 정화 및 이송시키는 계통(소듐정화계통)과 일차 및 중간계통에 사용되는 

비 활성가스를 정화 및 이송시키는 계통(가스정화계통)이 있으며 원자로 개념에 

따라 격납돔을 냉각시키는 설계개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듐 정화계통은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소듐을 정화시키고 이송시키는 기능

을 하는 계통으로 일차계통에 사용되는 것과 중간계통에 사용되는 계통이 각각 

분리되어 설계된다. 이는 일차계통에 사용되는 소듐은 원자로 가동 중에 원자로

에서 발산되는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므로 중간계통 정화계통과는 분리되어 설

치 운전된다.

비활성 가스 정화계통도 역시 일차계통과 중간계통이 분리되어 설치 운전된

다. KALIMER의 경우 일차계통은 헬륨가스를 비활성 가스로 사용하고 중간계통

은 아르곤 가스를 중간계통으로 사용한다. 소듐 및 가스 정화계통 뿐만 아니라 

격납돔의 열을 배출하기 위한 격납돔 냉각계통도 NSSS 보조계통의 한 부분이

다. 원자로에서 원자로 헤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격납돔에

도 비안전 등급 냉각계통이 설치된다.

이와 같은 보조계통들은 모든 액체금속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통으로

서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되었던 원자로에서는 이미 설치 운 되고 있는 상

황으로 일본의 MONJU, 프랑스의 Phenix 혹은 Superphenix 등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액체금속로 선진국의 기술수준은 충분히 상

용화 단계에 있다. 국내의 경우 경수로의 보조계통으로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을 

설계/운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확보된 원자로 설계기준을 바탕

으로 충분히 설계/제작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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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계통설계 기술은 유체계통 설계 방법론의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는 

데 이러한 계통설계 기술의 국내외적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3.2.1.9.1 국내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의 NSSS 계통설계 기술개발에서 지난 수년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의미있는 시기 다. 즉, 유사기술인 경수로에 대한 계통설계 기술은 확

보되었지만 액체금속로에 대한 설계 기술은 전무한 상태에서 액체금속로의 계통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계통설계 기술의 기본을 갖추게 

된 시기 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

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동안 진행되어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

(2000∼2001)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액체금속로 NSSS에 대한 개념설계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통 설계기술이 PHTS, IHTS, RHRS, SGS 및 계통의 

종합화 기술과 BOP 연계 처리 기술의 개발과 같이 액체금속로 NSSS의 개념설

계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서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지난 1, 2 단계에서의 기술개발은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기술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단계 기에 그 기술 개발 특성이 해외 기존 기술의 국산화적인 성

격이 강했었으나 3단계 시작년도인 2002년부터는 지난 1, 2 단계에서 개발한 계

통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통 개념의 창출 및 이의 설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가 진행되어 1, 2 단계에서 개발된 계통설계 기술 중 취약 부분이었

던 기존보다는 개선된 성능의 계통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다양한 액체금속로 노형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노형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 개념

보다 더 우수한 설계 개념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국내 잔열제거 

계통에 대한 독자적으로 개발된 설계개념을 이용하여 최초의 액체금속로 설계인 

KALIMER 설계의 용량을 피동성을 유지하면서도 150 MWe에서 600 MWe로 증

가시키는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설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또한 기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서 문제가 되어 온 증기발생기에

서의 소듐-물 반응 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고가의 IHTS를 NSSS에서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새로

운 계통설계 개념을 창출하여 이의 기본적인 성능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의 액체금속로 계통기술 연구가 지난 단계까지는 해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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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산화 수준에 머물 었지만 최근들어서는 국제무대에서 국내기술의 독자성

을 주장할 수 있는 방향 및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변화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액체금속로의 산업적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 역시 이루어져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중의 

한 연구주제인 가스 터빈 사이클의 액체금속로 적용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착수되었다.

3.2.1.9.2 해외 기술개발 현황

이미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발, 건설, 운  및 폐기가 이루어진 외국에서는 최근

들어 그 동안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계통 기술 개발

이 착수․진행되고 있는 데 큰 갈래는 기존설계 개념의 개량, 대체냉각재의 사용 

그리고 액체금속로 활용방법의 개발이며 프로그램 추진 형태로는 IAEA가 주관

이 되어 추진 중인 납 냉각재 원자로 개발과 미국이 주관이 되는 기존설계 개념

의 개량과 액체금속로 활용방법의 개발이 주 연구주제가 되는 GEN-IV로 구성

된다. 즉, IAEA 주관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주 수행자인 러시아에서는 납-비스머

스 합금을 소듐 대신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GEN-IV에서는 KALIMER-150과 같은 설계 개념의 개선 및 적용, 이동형 노심

개념의 원자로, 극소형로, 고속로와 가스로의 접목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GEN-IV와 같은 맥락의 기술연구로서 일본에서는 향후에 건

설될 상용 액체금속로의 적절노형에 대한 연구가 1999년부터 JNC 주관하에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양한 계통의 개념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에서 기술개발 주제 던 계통설계 기술자체는 

이미 그 기술이 확립된 상태 으며 최근 들어서는 좀더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향

상된 설계, 그리고 액체금속로의 활용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의 연구단계 1, 2 단계 이후의 동향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연

구 대상에서는 국내의 연구대상보다 그 범위는 좀 더 넓으나 참신성에서는 상대

적으로 떨어지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기술 연구 중 납-비스머스 사용 원자

로 기술연구와 KALIMER-150 노형의 개선 연구와 같은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의 연구는 대부분 계통 개념설정 기술에 대한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 계통설계 기술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이기에 이들 해외의 기

술연구 결과는 국내 계통기술의 취약점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연성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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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체기기 설계기술

3.2.2.1 기기 설계개념 개발 기술

유체분야에서 취급되는 주요기기는 일차 및 중간계통 순환펌프, 관성보완장치, 

중간열교환기, 증기발생기 및 SWR 대체기기들이 있다.

3.2.2.1.1 전자펌프 설계기술

PHTS 전자펌프는 원자로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중간열교환기를 통하여 중간

계통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액체금속인 일차계통 소듐을 순환시키기 위한 기기로

서 기존 대부분의 액체금속로에서는 선형유도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펌프 설계에 필요한 주요 기술로는 내/외부 고정자의 형상 및 크기 설정

기술, 전자펌프를 구성하는 재료의 전도성 및 내열성 개선기술, 그리고 유동 안

정화를 위한 유로 설정기술 등이 있다.

미국 GE사의 경우 단일 고정자펌프와 이중 고정자펌프에 대한 비교/분석

[Dahl, 1994]을 통해 이중 고정자펌프의 경우에 고정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서 단열재의 수명연장 뿐 아니라 구조물의 Creep threshold 온도 이하로 운전되

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고온 전자펌프 개발을 위해 펌프재료, 설계, 제작, 

특성실험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Sintez 에서는 자신들의 전자펌프 설계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고 

0.876 MPa의 양정과 3500 m
3
/hr의 유량을 갖는 CLIP(Cylindrical Linear 

Induction Pump) series (CLIP-3/150, CLIP-8/1200, CLIP-5/850)를 설계/제작하

여 펌프의 성능 곡선을 비롯한 다양한 설계 자료를 생산하고있다. 또한 대용량 

전자기 펌프에서의 맥동현상은 원주방향으로 펌프 유동속도가 균일하지 않는 현

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전자기 펌프의 유동 불

안정성 해석을 위한 실험을 통해, 펌프 유동특성과 펌프 설계인자간의 안정화 조

건을 제시하기도하 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전자펌프 설계기술은 대용량일 경우에도 자체적인 설계방

법론에 따라 시험제작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펌프재질 개선연구는 계

속 진행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형 전자펌프를 제작[남호윤, 2000]하여, 기본적인 동적 거동에 

대한 특성실험을 수행하 으며, Sintez의 설계방법론에 따라 KALIMIER-150 

PHTS의 개념설계를 수행[김성오, 1998]하 으나 일부 펌프 설계 특성값은 외국

의 실험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자펌프 맥동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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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D유동특성 해석 및 전자펌프 설계인자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고있다.

3.2.2.1.2 관성보완장치 설계기술

PHTS 펌프는 원자로 운전 중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노심

의 냉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Coastdown 유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전자펌프는 기존 경수로 원심펌프처럼 펌프에 자체적인 관성체를 부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펌프에 전력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노심 열 출력에 

대응되는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에 별도의 관성보완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관성보완장치의 설계를 위해서는 관성체의 크기 및 회전수 설정기술, 

관성보완장치의 전력 설정기술 그리고 동기 모터의 선정기술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설계기술들은 다양한 조건의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통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들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전자펌프 관성보완 장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 이후 관

성체의 크기를 제한하는 인자를 도출하고, 노심 냉각특성과 계통의 유동저항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펌프 Coastdown 유량 계산 방법론을 설정하 으며 경수로에

서 사용된 관성체의 크기를 참조로 하여 KALIMER-150에 적합한 관성보완장치

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3.2.2.1.3 중간열교환기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중간열교환기(IHX)는 일차계통(PHTS)의 열을 이차계통(IHTS)으

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IHX 설계에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들을 간략히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IHX 구조 개념 설정기술, 전열면적 설정기술, 열교환기 크기 해

석기술, 유동칸막이(baffle) 설정기술, 통측 유동양상 고려기술, 구조재 열부하 고

려 기술, 유체유동 유발 진동기술 및 IHX 최적 설계기술 등이다.

액체금속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액체금속로를 가동한 것으로 보아 이들 기술들

은 대부분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액체금속로 IHX 설계기술은 문

헌상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수행한 기술개

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IHX 구조 개념 설정기술을 살펴보면 KALIMER IHX의 구

조는 원통형태의 Shell & Tube 방식 열교환기이다. 고온의 1차 계통 소듐은 

IHX 상부 튜브시트 바로 하단에 위치한 입구노즐을 통하여 IHX로 유입되고, 

Shell 측 하부로 흐른다. Shell 측에는 열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9개의 배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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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배플에는 전열관 개수의 2배의 Flow Hole이 있다. 하부 튜브시트를 통과한 

소듐은 한곳으로 모여 출구관을 통하여 저온 풀로 유출된다. 이차측의 저온 소듐

은 IHX 중심에 위치한 하향관을 통하여 하부 튜브시트 아래의 반달형 공간으로 

흐르며 그곳에서 전열관 내부를 통하여 상부로 흐르고 IHTS로 유입된다. 이러한 

IHX의 구조는 PRISM의 IHX 구조와 유사하나, PRISM의 IHX의 형태는 신장형

(kidney type)으로 IHX 배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IHX 성능해석은 원통

형보다 좋지 않다.

KALIMER 설계의 경우 전열면적 설정, 열교환기 크기 해석 및 유동칸막이

(Baffle) 설정은 CONFIG[심윤섭, 2000], ASTEEPL[심윤섭, 2000], 2DHX[심윤섭, 

1999] 등의 설계코드들을 사용하여 많은 반복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CONFIG[심윤섭, 2000] 코드는 열교환기 설계에서 통 내부에 들어갈 전열관의 

수와 통의 크기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형의 통

내부 중심축에 2차측 소듐이 통과하는 별도의 유로관이 존재하는 통에서 유로관

과 통사이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전열관의 최대 숫자 및 전열관 열순서별 위

치의 개수를 계산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ASTEEPL[심윤섭, 2000] 코드는 KALIMER IHX와 같이 도너츠 형태의 환형 

칸막이를 사용하는 구조의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IHX Shell측 및 튜브측 압력강

하를 계산하는 코드이다. 2DHX[심윤섭, 1999] 코드는 이차원 지배식을 바탕으로 

하여 IHX내의 2차원 열전달 현상을 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직 및 반경방

향의 튜브측 및 Shell측의 온도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계산결과로부터 전

열관의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IHX 설계에서 전열면적(튜브수) 및 유동칸막

이의 설정은 IHX Shell측 압력강하와 열전달량에 접한 관계가 있고, 열교환기

의 크기는 원자로 압력강하와 열전달량 외에 원자로 내부 기기배치와 관계가 있

다. 그러므로 IHX 설계시 전열면적 설정, 열교환기 크기 해석 및 유동칸막이

(Baffle) 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설계코드를 사용하여 많은 반복작업을 통하여 이

루어 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한 IHX 설계는 KALIMER-150의 경우 참고문헌[심윤

섭, 1998]과 KALIMER-600의 경우 참고문헌[최석기, 2002] 등이 있으며, 이들 설

계는 순수한 국내기술로 이루어졌다. IHX 쉘측의 구조물인 배플의 설계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참고문헌[김의광, 2002]에 기술되어 있

다. 이 연구의 결과는 IHX Shell측 구조가 전체 열전달양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압력손실 측면에서는 배플 간격을 줄이는 것이 Flow hole의 직경을 줄이

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측 유동양상 고려기술은 참고문헌[심윤섭, 1999]에서 ASTEEPL과 2DHX의 

모형 개요, 그리고 경사류 해석에 대한 상세한 기술의 현황 설명, 현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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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여 이들 코드의 경사류 모형 개선작업

이 진행될 경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

구조재 열부하 고려 기술, 유체유동 유발 진동기술 및 IHX 최적 설계기술 등

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연구항목들이다. 이들 중 IHX 최적설계기

술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IHX설계기술은 개념설계 단계에서 보

면 CONFIG[심윤섭, 2000], ASTEEPL[심윤섭, 2000], 2DHX[심윤섭, 1999] 등의 

IHX 설계코드들을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2.2.1.4 증기발생기(SG) 설계기술

증기발생기의 설계는 열전달 성능이 우수하고 소듐-물 반응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재질특성, 열유체적 크기 산정기술, SG 

내부기기 배치 설정기술, 그리고 운전성능평가 기술 등이 있다. SG는 액체금속로

의 핵심 기기 중 하나로 액체금속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액체

금속로의 운전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SG 설계기술이 상용화단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구성 기기보다도 증기발생기의 설계 특성이 안전성 및 

경제성에 보다 직접적인 향 미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인 설계개선 

및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G의 열적크기 산정기술은 증기사이클, SG 튜브형상, 작동조건에 따라 결정

되는데 SG 형상에 따라 고유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G설계의 최근 경향은, 고온의 소듐 작동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을 증진

하기 위한 과열증기(super-heated steam) 사이클이 채택되며, 전열관의 형상은 

제작성, 안전성 및 유지보수 관점에서 나선(helical coil)형과 직관(straight)형이 

각 각의 장점을 앞세워 혼용되고있다. 국내에서도 열적 크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

술이 개발되어 KALIMER의 개념설계에 사용되었으며 보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

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SG의 전열관 재질 개선을 위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꾸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연구결과[Kazuya, 1999]를 보면 전열관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1/4Cr-1Mo은 고온(500℃ 이상)에서는 기계적 성질이 급격히 취약해지므

로 발전소의 운전온도(또는 증기사이클)에 따른 적절한 재질 선택이 필요하다. 

EFR에서 채택하고 있는 9Cr-1Mo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실험 및 운전경험이 부

족한 것이 사용에 걸림돌이었으나 이제는 기계적 성질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SG 전열관 재질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SG 전열관재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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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자료를 활용하고 실정이다. 또한 소듐환경

의 나선형 SG의 내부 기기설계 및 배치와 관련된 설계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 

노형의 설계를 참조로 하여 SG 내부구조물의 기능을 정립하고 그 기능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새로운 개념의 증기발생기 개발의 일환으

로 IHX-SG 일체형, 구리 봉 SG, 직접접촉 SG, 이중튜브 SG 등 안전성과 경제

성 증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설계개념이 해외 각 국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기존의 개념보다 현저한 우위를 나타내는 설계개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

내에서도 외국의 신개념 SG들에 대한 정량적 비교/평가를 통해 우리 고유의 새

로운 SG개념을 개발하 으며, 이에 대한 작동특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3.2.2.1.5 소듐-물 반응사고(SWR) 대처기기 설계기술

증기발생기는 전열튜브를 통하여 소듐측에서 물/증기측으로 열을 전달한다. 

증기발생기의 튜브측은 고압으로 운전되고, 소듐측은 고온/저압으로 운전되므로 

튜브나 튜브시트의 용접부위는 튜브 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는 부위로서 누설 가

능성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계통이 소듐-물반응사고 압력완

화계통(SWR Pressure Relief System)으로서 파열판(Rupture Disk), 소듐배출탱

크, 분리기, 연통 등으로 구성된다. SWR은 증기발생기의 튜브에서 물/증기가 누

출되어 소듐과 만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초기에 계통내에 큰 압력 진동

이 일어난다.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반응물은 NaOH, Na2O, H2 등이며 반응

열이 함께 발생한다. 

NaOH와 Na2O는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과 접촉하는 모든 기기나 부품

에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H2는 소듐측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계통

의 압력도 증가한다. 발생열은 튜브와 같은 구조물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SWRPRS는 증기발생기내 SWR사고시에 IHTS와 IHX를 작용압력으로부터 보호

하는 과압보호(Overpressure Protection)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피동개념

인 파열판(Rupture Disk)를 사용하여 미리 설정된 압력 이상이 되면 스스로 터

지게 되어 IHTS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소듐배출탱크는 소듐과 물/

증기를 모두 계통 밖으로 빼내어 더 이상의 사고 진전이나 반응물이 계통에 

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SWRPRS를 설계함에 있어서 SWR에 대한 압력진동과 SWRPRS

작동으로 인한 소듐-물 반응물의 배출특성에 대한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CRBR(Clinch River Breeder Reactor), EFR (European Fast Reactor)에서

는 2개의 파열판을 연속으로 설치하여 1개의 파열판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듐배

출이 예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 중인 KALIMER에서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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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판이 배관내 연속으로 설치될 경우 가동중 검사에 어려움이 있어 1개의 파

열판을 설치하는 설계개념를 채택하고 있다.

SWRPRS는 물/증기의 대량 누출시에 사고를 안전하게 완화, 종료시키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외에 심층방호개념의 예방적 방법으로 소듐이 공기나 물과

는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물/증기 누출을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조기에 

감지하여 누출초기에 사고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장치는 투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장치는 수소감지계통, 능동 또는 피동형 음파감지계통, 누출

로 인한 커버가스 체적팽창 또는 소듐 액위면의 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

를 들 수 있다. 수소감지계통은 미량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지

만 누출부위에서 감지계통까지 수소가 이동되어야만 감지가 가능하므로 감지속

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 음파감지계통은 신속한 감지가 가능하나 누출량이 일정

이상 되어야만 누출감지가 가능하다. PRISM의 경우 수소감지계통을 증기발생기 

출구배관과 증기발생기 배출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음파감지를 이용한 누출감지계통에 대한 실험을 

연구 중에 있다.

3.2.2.2 기기 상세설계 기술

액체금속로 NSSS계통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기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을 

증기계통에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기기를 의미하며 관련된 기기는 일

차계통 및 중간계통 순환펌프, 중간 열교환기 및 증기 발생기가 있다. 

액체 금속로에서 사용되는 일차 계통 및 중간계통 순환펌프는 전자기식 펌프

와 기계식 펌프가 사용되고 있는데 기계식 펌프는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액체금속로의 경우에도 기존 원자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

면에 일차계통 및 중간계통 순환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펌프는 액체금속로에 

사용된 실적이 없으며 단지 액체금속을 이송하기 위하여 보조계통에 소형 전자

펌프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형 전자펌프의 상세설계 및 제작은 원자력 이

외의 일반 산업체에서 제작 운전되고 있으며 그 용량은 액체금속로의 일차 및 

중간계통에 사용되고 있는 용량 및 양정과 유사한 정도이다. 

따라서 일반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전자펌프의 상세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기술

은 러시아의 Sintez 연구소를 비롯한 극히 일부분야에서 완성되어 있으나 액체금

속로에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성능 시험은 아직은 미진한 형편이다. 국내의 경우 

소형 전자기 펌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일부 소듐 실험장치에서 사용되고 있

는 상태이다. 반면에 대형 전자기 펌프에 대한 설계 기술은 전자기 펌프의전자펌

프 설계 및 해석 방법론 개발[김성오, 200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러시아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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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력을 통하여 설계코드를 개발 완료하 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자펌프의 상세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상세설계에 대한 기술은 추가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한 형편이다.

일차계통 소듐과 중간계통 소듐 사이에서 열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 열교

환기는 소듐을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인 일본의 MONJU 및 프랑스의 Phenix와 

Superphenix에서 이미 설치 운전되고 있으므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용화 

단계의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액체금

속로의 기기 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나 기존 경수로에서 열교환기에 대

한 설계 및 제작이 충분히 수행되었고 경수로 중간 열교환기에 대한 설계개발 

기술이 개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검증 및 제작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만 

수행되면 쉽게 상용화 단계에 도달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기 발생기의 경우도 중간 열교환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상용 액체금속

로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이므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상세 설계기술이 충분히 

개발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는 기존 경수로 증기 발생기를 설계 제작하여 운전

중이나 액체금속로의 경우 아직 상세한 설계 및 제작 경험이 없는 형편이다. 그

러나 액체금속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선형 증기 발생기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

되고 있는 SMART 원자로에 사용되는 증기 발생기와 유사한 형상과 운전 조건

이므로 액체금속로형 증기 발생기의 상세설계 및 제작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2.2.3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3.2.2.3.1 국내 기술 개발 현황

전자펌프의 경우 소형 전자펌프를 설계/제작하여 기본적인 작동특성을 평가하

고, Sintez의 설계방법론에 따라 KALIMER 전자펌프의 개념설계 수행하 다. 또

한 전자펌프 맥동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해, MHD유동특성 해석을 위한 기초 연

구를 마치고 전자펌프 설계인자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IHX설

계기술은 개념설계 단계에서 보면 CONFIG, ASTEEPL, 2DHX 등의 IHX 설계

코드들을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지나 구조재의 

열부하 고려 기술, 유체유동 유발 진동기술 및 IHX 최적 설계기술 등은 아직까

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연구항목들로 남아있다. 

SG 설계기술 역시 개념설계를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신개념SG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SG 

내부 구조물의 설계 및 배치 방법, 우리고유의 신개념SG에 대한 작동특성검증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SWR 대처기기 설계기술은 개념적인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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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고, 물-증기 누출감지방법 및 SWR후 계통내 거동 등은 현재 연구가 진행중

에 있다.

3.2.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중소형 전자펌프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판되고 

있으며, 대형 전자펌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계 방법론에 따라 시험제작 단계

에 있다. 또한 IHX, SG 및 SWR 대처기기 등은 실험을 통한 기기 개념개발기술

이나 상세 설계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상업화 단계에 있으며, 특히 SG의 경우는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신개념 SG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3.2.3 전산해석기술

3.2.3.1 열유동 상세 전산해석기술

3.2.3.1.1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해석모형의 개선 및 정비기술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해석모형의 개선 및 정비기술에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

은 열성층화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의 대류항 고차화 적용기술, 유동장의 냉각재

특성 향 고려기술, 열성층화 특성 고려기술 및 해석방법의 검증 및 보완기술 

등이다.

열성층화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의 대류항 고차화 적용기술은 국외의 경우 일

본에서[Doi 등, 1997] AQUA코드를 사용하여 MONJU 원자로의 40% power 

operation 인 경우 상부구조물에서의 열성층 현상을 해석한 바 있다. 이들은 대

류항처리법으로 고차해법인 QUICK과 QUICK-FRAM을 사용하 고, 난류모델로

는 대수응력모델(Algebraic Stress Model)을 사용하 다. 계산결과를 실험데이터

와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함을 보 다. 국내에서는 원자로 정지후 정상잔열제거계

통의 기능 상실로 의하여 PSDRS만으로 잔열이 제거되는 사고에 대하여 

COMMIX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 POOL을 대상으로 사고 초반기 20분간의 

과도열유동해석[김의광, 2001]을 수행하 다. 난류모델로는 k-epsilon 모델을 사

용하 으며, 대류항처리법으로는 경사상향풍속법(Skew Upwind Scheme)을 사용

하 다. 열성층화 해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대류항처리법과 난류모델 선정이

다. 국내에서는 아직 열성층화 해석에 대류항처리법과 난류모델의 향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수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류항처리법의 선택을 여러 가지 benchmark 해들에 적용하여 

해의 정확도와 수렴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참고문헌[최석

기, 2002]에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고차유계해법인 HLPA 해법[Z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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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 해의 정확도와 안정성에 가장 적절하 다.

유동장의 냉각재특성 향 고려기술은 액체금속로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발하는 향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소듐은 물에 비해 도와 점성도

(viscosity)는 비슷하나 열전도도가 커서 수력학적인 면은 물을 사용한 경우와 비

슷하나 열전달 해석시는 물의 경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자연대류 유동이나 열

성층 해석의 경우 소듐은 열전도도가 커서(Prandtl 수는 적음) 같은 조건에서 비

교하면 유동이 불안정적이고, 난류유동해석시 벽면근처의 열유동해석을 수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벽면 근처에서는 난류에 의한 열점성도보다 물성치에의한 

열점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국내나 국

외에서 모두 문헌상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열성층화 특성 고려기술은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원자로가 불시정지되면 원자로의 power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냉

각재 속도도 감소한다. 원자로 출력의 감소가 유속(flow rate)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심 출구온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노심 출구의 

온도가 낮은 유체는 저속으로 노심 상부 풀에 유입된다. 본래 노심 상부 풀에 있

던 유체와 유입되는 유체의 도의 차이 때문에 저온의 유체는 노심 상부 풀의 

하부로 유입되고, 노심 상부 풀의 상부에는 고온의 유체가 남아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열적으로 성층화를 유발하고, 노심 상부 풀에는 온도구배가 큰 유동이 형성

된다. 성층화된 지역에서는 온도구배가 커서 원자로 용기나 UIS(Upper Internal 

Structure) 같은 내부 구조물에 심각한 열응력을 유발한다. 이러한 열성층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층화된 유체와 원자로 용기의 접촉면(interface), 노

심 상부 풀에서의 온도천이 과정을 정확히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Doi 등,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대류항처리법으로는 고차해법을 사용하고, 난류모델로는 

대수응력모델을 사용하면 원자로 노심 상부 풀에서의 열성층화 현상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언급한 COMMIX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 POOL을 대상

으로 PSDRS만으로 잔열이 제거되는 사고에 대하여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COMMIX에서 제공되는 대류항처리법이나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노심 상부 풀에

서의 열성층화 현상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CFX-4 코드에서는 고차대류항처리법과 여러 종류의 난류모델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으므로 CFX-4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 노심 상부 풀에서의 열성층

화 현상을 분석하여 COMMIX 코드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매

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해석방법의 검증 및 보완기술은 코드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

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노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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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온 풀에서의 정상상태 유동이나 열성층화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전무

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러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 없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본 JNC(Japan Nuclear Cycle)에서 수행한 실험자료

[Maekawa 등, 1987]를 확보하 으며, 앞으로 액체금속로 노심 상부 고온 풀에서

의 열성층화 현상 해석시 코드 검증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3.2.3.1.2 원자로 자유액면 제어 설계기술

액체금속로는 기존 가압경수로와 다르게 원자로 상부에 원자로 냉각재와 비활

성 가스가 서로 접촉하고 있는 자유액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유액면이 존재

하는 현상은 원자로 설계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자유액면 제어 설계기술에

서 주요한 분야는 일차계통 순환펌프 작동에 의한 상부 커버가스의 유입 방지를 

위한 설계기술과 자유액면 요동에 의한 기포 발생 및 원자로 배플 열 피로 효과

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다.

일차계통 순환펌프 작동에 의한 상부 커버가스가 유입되는 현상은 저수조에서 

액체를 흡입하는 공정을 이용하는 일반 산업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연구 및 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설계기

술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펌프 흡입부위에서 발생하는 기

체 흡입현상은 자유액면에서 발생하는 Vortex로 인한 현상이다. 이러한 Vortex

에 의한 기체흡입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Vortex breaker를 설치하는 

방법과 펌프 흡입부와 자유액면 사이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

다. 일본 MONJU 원자로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

스의 Phenix나 Superphenix의 경우는 자유액면과 펌프 흡입부의 깊이를 충분히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KALIMER 원자로 경우는 Phenix나 Superphenix

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자유 액면과 중간열교환기의 깊이를 충분히 유

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체 흡입현상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보하

다. 또한 원자로 상부 자유액면의 요동현상에 대한 설계기술은 자유액면의 요동

특성을 전산해석 기술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전산

해석 방법은 국내외를 통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액면의 요동

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액면의 요동 특성으로 인해 자유액

면파의 특성을 몇 가지 주파수 특성으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Modal analysis 방

법이 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자유액면에서 발생하는 표면파가 선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으며 해석 공간의 경계조건이 표면파의 높이로 정

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 방법은 난류 용동에 의한 자

유액면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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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액면 유동 특성을 유체 유동과 연관시

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유체 유동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유체 유동 

특성을 이상유체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개념이 있다. 이러

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 자유액면에서 발생하는 표면파는 비선형 방법을 사용

하고 유체 유동은 이상유체를 사용하므로 Modal analysis 보다는 더 정확한 표

면파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난류유동 특성에 의한 자유액면 요동 특성

을 계산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해석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해석 방법으로 자유액면 및 유체 유동을 완전 비선형으

로 직접 전산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자유액면의 유동과 

액체 및 기체 유동장의 난류 특성까지를 고려하여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많은 전산해석 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자유액면 유동 해석방법이 있으나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

서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위의 첫째 및 둘째 방법이다. 그러

나 자유액면 요동 현상이 고온으로 가동되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구조물 열피로 

현상에 중요한 특성이므로 KALIMER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는 난류 유동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유액면의 표면파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개발되어 실험 결과를 이용한 해석 방법의 검증이 

수행되고 있어서 동분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

진다.

3.2.3.2 기기성능 전산해석 기술

3.2.3.2.1 IHX 해석기술

IHX 해석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은 전열능력에 따른 크기 해석 기술, Shell 측 

유동특성 해석 기술, 전열능력 해석 기술 및 과도기시 열부하 해석기술등이다. 

국외의 IHX 해석기술은 문헌상에 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일본 CRIEPI에서 

수행한 연구[Araseki 등, 1991]가 전부이다. 일본에서 개발중인 액체금속실증로의 

중간열교환기는 열전달을 하는 삼각형 배열을 갖는 튜브와 배플이 집한

(compact)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IHX에서는 Shell측에서 3차원 

zigzag 유동에 기인하여 온도가 국부적으로 비균일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균일한 온도분포는 IHX 튜브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IHX의 열전달 성능을 평가하고, IHX 내부의 튜브번들에서의 국

부적인 온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열유동해석 코드를 개발하 다. 이 코

드의 이론적 배경은 IHX 튜브다발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공질매질법(porous body method)을 사용하고, 튜브다발의 유동이 정지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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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할 수 있는 물리학적 모델과 유동저항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물리

적 모델을 사용하 다. 계산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열전달량, 속도분

포 및 온도분포가 비교적 시험데이터와 일치하 다.

국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차원 열수력 해석코드 대신 IHX의 Shell측 및 튜

브측 압력손실 및 Shell 측의 여러 가지 흐름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ASTEEPL[심윤섭, 2000] 코드와 IHX내의 수직 및 반경방향의 튜브측 및 Shell

측의 온도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계산결과로부터 전열관의 온도분포와 전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2DHX[심윤섭, 1999] 코드를 개발하 다. ASTEEPL 코드

에 의한 압력손실 및 각 흐름별 유량해석은 Shell 내부에 존재하는 흐름을 흐름 

경로의 특성별로 몇 가지로 모형화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유로망 해석기법[Palen, 1969]을 기본 해석모형으로 사용하여 경험 및 모형 

상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로망 모형은 해석대상의 기하형태 복잡성을 

기존의 일반적인 상관식을 바탕으로 실제 물리적 특성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실

제 실험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는 액체금속로 열교환기를 개발하는 측면

에서 적절한 방법이며 유로망 접근 자체의 신뢰도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

로 평가된다. ASTEEPL 코드에서 경사류 흐름을 교차와 평행 흐름의 성분으로 

분할하여 기존의 경험상관식을 사용할 때 Reynolds 수의 선정에 불확실성이 있

다. Reynolds 수는 기존의 상관식에서 유동양상의 판단, 그리고 유동특성의 압력

손실 계수로의 정량적 연결에 사용되는데, 경사류 흐름을 교차와 평행 흐름의 성

분으로 분할할 때 한쪽 흐름은 난류로, 또 다른 방향의 흐름은 층류로 간주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열전달 해석코드 2DHX에도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수행한 다공질매질법을 사용하여 IHX 내

부 열유동현상을 분석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수행한 유로망해석법을 사용하여 압

력손실을 해석하고, 일차원식을 기본으로 하는 간이 2차원 모형 해석방법을 사용

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공질 매질법을 사용하여 IHX 내부 열유동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면 다공질매

질법에 기초한 3차원 전산코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속도분포 및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열유동 정보는 IHX 설계를 개선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각 계산 검사체적(control 

volume)에서 porosity를 계산하여야하고, 각 검사체적에 다수의 튜브와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존재함으로 파생되는 유동저항 항과 발열량을 처리할 수 있

는 상관식이 필요하다. 다공질 매질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산된 해의 정확성이 유

동저항항과 발열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상관식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일본

의 경우 이들 상관식들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구한 후 그 상관식들을 열유동

해석 코드에 적용하여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국내의 경우 예산의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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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튜브나 내부구조물의 존재에 의해 파생되는 유동저항항과 발열량의 계산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생산하는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한 IHX실험은 튜브 피치와 직경비가 일정한 경우(P/D=1.6) 정삼각형 배열과 

회전정삼각형 배열인 경우 경사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값에 대한 실험데이터 뿐

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한 IHX와 KALIMER IHX는 튜브배열과 내부구조물

이 다르므로 일본에서 개발한 상관식을 KALIMER IHX 열유동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수행한 유로망해석법을 사용하여 압력손실을 해석할 경우에는 IHX 

Shell 측의 관다발을 교차하는 주흐름과 칸막이(Baffle) 통과는 흐름으로 튜브와 

칸막이 사이를 흐르는 흐름, 칸막이와 통 사이를 흐르는 흐름 및 칸막이에 있는 

유체구멍(Flow Hole)을 통과하는 흐름 등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나, IHX 내부 

국부적인 속도분포를 구할 수 없어 실제 IHX Shell 측을 유동흐름 형태를 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IHX 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의 변화에 따른 압력

손실 값의 변화를 손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3.2.2 증기발생기 및 관련 기기 해석기술

원자력 선진국에서의 SG 전산해석기술은 액체금속로를 가동하거나, 다양한 

개념의 설계를 개발 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상용화 단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국내에서는 개념설계단계에서 필요했던 SG 열적크기 산정을 위한 전산체제

(HSGSA)가 개발되어 사용되고있으며, 또한 재순환운전시 사용되는 보조급수탱

크의 성능분석을 위한 해석체제는 정상상태에서의 열적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체제가 갖추어져있다. SG 셀 측 유동의 다차원해석을 위한 전산해석기술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이다.

3.2.3.2.3 냉각재 펌프 해석기술

외국에서의 전자펌프 성능 해석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있으나, 전자펌프에서의 

유동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러시아 Sintez의 실험 결과 외에는 공개된 자

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MHD 유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자펌프에서의 자기장해석기술 및 유동안정

성 분석기술등은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대형전자펌프에 대

한 전산해석기술은 Sintez의 해석방법을 근간으로 개발된 해석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산업현장에서 사용 경험이 풍부한 원심펌프에 대한 성능 

해석기술은 국내외 모두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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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4 관성보완장치 해석기술

관성체의 회전수에 대비 동기모터의 특성분석 및 공급전원에 대한 전자펌프 

특성 분석기술등은 관성보완장치의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전자

펌프를 PHTS 펌프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를 운전한 나라에서는 개념 개발단계

에서 상용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통 유동저항 분석

기술 및 전자펌프와 계통 유동저항과의 상호 연계특성 분석기술등도 원자로 내

부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볼 때 상용화 단계에 있을 것이

다. 국내의 경우는 관성보완 장치 해석을 위해 전자펌프 Coastdown 유량 계산 

방법론을 설정하고 관성보완장치 실험결과와의 검증작업을 수행하 다. 

3.2.3.3 Thermal Striping 전산해석기술

온도가 다른 두 유동이 혼합하여 온도요동을 일으키고 고체구조물에 열피로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Thermal striping 현상이라고 한다. 액체금속로 상부에는 

노심의 농축도의 차이 및 제어봉 집합체와 연료봉 집합체간의 온도차이 등으로 

불규칙한 온도요동 특성을 형성하여 노심 상부 구조물에 열피로 현상을 유발한

다.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요동변화 특성은 경계면을 통하여 구조재로 전

달되는 열전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요한 향인자는 온도요동의 크기와 

주파수인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온도요동 주파수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인접

한 구조재 내부에 열전달 특성이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므로 이

러한 저 주파수의 온도변화 진폭이 큰 지점에서는 구조재의 온도변화를 현저하

게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은 Thermal striping 현상을 미연

에 방지하여 가능한 열피로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를 수행하는 선결요건

이 된다. Thermal striping은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혼합되는 배관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액체금속로 Phenix에서 고온의 유체가 통과하는 

배관이 저온의 유체가 통과하는 주배관에 접속되는 T자 연결부 근방에서 

Thermal striping에 의한 과도한 열응력으로 피로파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

다. 그러므로 Thermal striping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설계지침서를 마

련하는 것은 액체금속로 설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Thermal striping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실험적 연구는 주로 일본의 JNC에서 수행되었으며, 작동유체로는 소듐, 공기 

및 물을 사용하여 액체금속로 노심 출구에서의 모양을 간단하게 모사한 double 

jet, triple jet 및 동심 환형 jet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Thermal striping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험자료를 축적하여 왔다. 이들 실험적 연구들은 참고문헌[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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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2]에 요약되어 있다. 실험적으로 실제적인 액체금속로 노심 출구에서의 형

상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Thermal strip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일본 및 프랑스 등에서 수행되어 왔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Thermal striping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난류모델, 

LES(Large Eddy Simulation) 및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방법을 사

용하 다. Thermal striping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체 유동장의 특

성을 파악하고, 둘째로 구조물로의 열전달 특성을 지배하는 온도의 시간함수를 

확보해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첫째, 

전체유동장의 유동특성 파악은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고 신속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산된 온도요동 진폭의 정확성은 사용된 난류모델의 정확성

에 의존된다. 둘째, 온도변화의 주파수와 진폭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온

도의 함수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LES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도입한다.

Thermal striping에 대한 국외에서의 수치적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Muramatsu 와 공동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참고문헌[Nishimura 등, 

2000]에서는 triple jet의 Thermal striping 현상 해석을 k-epsilon 및 저레이놀즈

수 미분열유속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참고문헌[Kimura, 2002]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방법을 추가하여 해석

하 는데 k-epsilon 모델은 jet의 요동현상을 묘사하지 못하고, 저레이놀즈수 미

분열유속 난류모델이나 DNS에 의한 해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요동현상을 잘 묘

사한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난류 요동크기는 k-epsilon 및 저레이놀즈수 미분

열유속 난류 모델을 사용하면 과다하게 크게 해석되고, DNS에 의한 해는 실험

과 잘 일치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coherent fluctuation의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저레이놀즈수 미분열유속 난류모델이나 DNS를 사용하면 적절히 해석됨

을 보 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Thermal striping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분열유속 난류모델이나 LES(Large Eddy Simulation) 또는 DNS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Muramatsu 그룹은 thermal striping 현상 해석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을 정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유동장에서의 열전달해석과 고체면에서의 열전

달해석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고체면의 온도변화의 원인을 제

공하는 유동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유동장의 해

석에서 구해지는 온도변화의 특성은 시간의 함수로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DNS에 의한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난류모델에 의한 해석은 DNS 결과

와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DNS에 의한 부분 역에서

의 경계조건의 모호함과 과도한 계산시간 등은 이들의 해석방법론의 공학적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서의 Thermal striping 현상은 노심 상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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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외에 고온과 저온의 소듐이 혼합되는 T-자형의 배관에서도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Simoneau 등, 1997]은 LES의 방법을 사용하여 T-자형의 배관에서의 

Thermal striping 현상을 해석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 다.

국내에서의 Thermal striping에 대한 수치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참고문헌[유근종 외, 2001]은 국내에서 수행될 Thermal striping 전산해석

의 선행적 연구로 Thermal striping 해석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난류모델과 LES 및 VLES 방법을 사용하여 JNC에서 수행한 triple jet 유동과 

T-자형 배관에서의 Thermal striping 현상을 해석하 다. 난류모델로는 

k-epsilon 모델과 l-k-epsilon 모델 및 미분응력모델을 사용하 다. 

난류모델에 의한 계산은 CFX-4코드를 사용하 고, LES 및 VLES 해석은 

STAR-CD 코드를 사용하 다. 이들은 검증계산을 수행한 결과 난류모델을 사용

하여 유동장을 분석할 때에는 Thermal strip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유동장의 온도분포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혼합효과를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

서 비등방성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미분응력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다. 

이들은 LES에 의한 방법은 시간에 대한 유동변수들의 정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Thermal striping 현상의 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으로 판단하 다. 다만 격자계의 크기가 적정한 아격자의 크기를 포함할 수 있도

록 설정하여야하는데, 이는 반복된 계산과정을 거쳐 격자계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큰 격자계를 사용하는 VLES의 경우에는 난류모델에 의한 

계산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함을 보 다. LES의 SGS(Small Grid 

Scale) 모델에 따른 성능의 비교에서는 Samagorinsky 모델에 비하여 k-l 모델이 

다소 강한 와류의 발달을 보여 3차원적 거동을 강하게 나타냄을 보 다.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 수행할 Thermal striping 해석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 KALIMER 노심 상부에서의 Thermal striping 해석은 참고문헌[김성오, 

2001]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JNC에서 개발한 AQUA 코드를 사용

하 으며, 대류항처리법으로는 고차해법을, 난류모델로는 대수응력 및 열유속 모

델을 사용하 다. 이 해석결과로부터 KALIMER 원자로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은 UIS 바닥 모서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온

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노심출구 온도차 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 다. 현재 본 

과제에서는 대류항처리법과 난류모델이 Thermal striping 해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상과 수치격자를 사용하여 CFX-4코드와 미분열유속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수행될 LES에 의

한 계산의 선행연구로 KALIMER 노심 상부 고온 풀에서의 Thermal striping이 

문제시되는 역과 온도요동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rmal striping 현상은 아주 복잡한 현상이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



- 111 -

는데 많은 노력과 계산시간이 요구되며, 국내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가 전무한 상태이다. 전산코드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실험데이터가 필요한데 금년

도에 소듐기술과제에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3.2.3.4 SWR 사고 전산해석 기술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는 저압의 쉘측 소듐이 고압의 튜브측 급수를 가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tube)에 결함이 발생하면 소듐과 물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발열반응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어 계통의 압력을 급격

히 상승시킨다. 따라서, 소듐과 물의 반응으로 인한 계통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듐-물 반응은 반응 요인인 물/증기의 증기발생

기 shell측 소듐으로의 유입률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Hori, 1980], 물 누출율에 따라 편의상 미세규모 누출(micro leak), 소규모 누출

(small leak), 중규모 누출(intermediate leak), 대규모 누출(large leak) 사고로 분

류하여 각각의 누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전산 해석 및 대처설계 기술을 연구, 개

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통 설계에 가장 지배적인 향을 미치는 대규모 물누출 사고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양단 파단(double-ended guillotine break)을 가정하여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의해 모사되며, 소듐과 물의 급격한 화학 반응에 의한 계통 에너

지 유입과 반응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수소 기체로 인해 계통 과도의 주요한 원

인이 되므로 해외 각국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는 소듐-물 반응사고 관련 연구 및 

전산해석 기술 개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물 누출 사고

의 해석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 초기

의 매우 급격한 압력파 전파단계(Wave Propagation Stage)인 압력 Spike 현상 

해석과 초기 압력파 전파단계 이후 발생하는 2차 압력상승 기간인 준정상상태

(quasi steady state) 매질이동단계(mass transfer stage) 해석으로 구분되어 연구

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소듐-물 반응사고에 대한 전산 해석은 증기발생기

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 반응생성물 분리탱크 및 이에 관련된 연결배관 등

과 같은 압력방출계통(Pressure Relief System) 및 SWR 대처 설계에 대한 연구

를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다.

대규모 물 누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연구기관에서 액체금속로(LMFBR)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해석

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축소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산해석 기술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여 왔다. 전산해석 기술 개발은 소듐-물 반응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가정과 각 계통에 적합한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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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물 반응사고 전산해석 코드로는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을 대

상으로 인도에서 개발한 SWEPT 코드[RAJPUT, 1980s], 일본의 PNC에서 개발

한 SWACS 코드[Miyake, 1982], 미국의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서 개발한 SWAAM 코드[Shin, 1990] 등이 있다. 

특히, SWAAM 코드는 초기 압력 Spike 해석용으로 개발된 후, 압력전파단계 

이후의 준정상상태 계통거동 평가를 목적으로 SWAAM-LT 코드[Shin, 1993]가 

별도로 개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GE에서 개발한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를 포함하는 중간 전열계통 루프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계통과도 현상 분석을 목

적으로 초기의 급격한 계통과도 해석용인 TRANSWRAP 코드를 변형하여 개발

한 것으로 각각 반응 현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Rauch, 1978]. 이와 같은 각국의 전산해석 코드들은 초기 압력전파 단계를 포함

하여 2차 압력상승부터 압력방출 계통의 작동 이후 기간까지를 해석 역으로 

하는 종합적인 압력과도 해석용 전산해석 코드이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일본 JNC의 소듐-물 반응사고 전산해석 연구는 화학 반

응시 고온 환경에서의 표면반응 모형(Surface Reaction Model) 및 기체상 반응 

모형(Gas Phase Reaction Model)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반응현상을 포함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 배열 등에 의한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기발생기 내

부의 전열관 역의 온도 분포 및 압력거동을 분석하는 진보된 전산해석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akata, 2002]. 해외 각국에서 수행되는 

소듐-물 반응사고 전산해석 코드의 해석 모형 및 그 기능상의 특징을 간략히 표 

3.2-1에 정리하 다.

프랑스는 Superㅔhenix와 EFR(European Fast Reactor)에서의 풍부한 액체금

속로 설계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실험과 전산해석 기술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며, 증기발생기(SG) 내부의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액체금속로인 Superphenix와 EFR 설계에서 역

시 이러한 SWR 시의 계통 거동 분석을 위해서는 초기 압력전파 단계와 이후의 

준정상상태 압력 거동으로 구분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며, 준정상상태 분석에서

는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및 이후의 압력방출계통 해석과 관련된 증기

발생기 소듐 액위 계산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는 Superㅔhenix와 EFR에 대한 다

양한 SWR 해석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EFR에 대한 SWR 해석코드로는 전열관 

손상(self-wastage) 해석을 위한 PROPANA 코드, 압력전파 및 첨두 압력 계산

을 위한 PLEXUS 코드, 급수측 해석을 위한 GVNOV 코드, 그리고 구조적 건전

성과 관련된 현상 분석용 MECTUB 코드 등이 있으며, Superphenix에 대한 

SWR 분석 코드로는 METCAR 코드, DEBIDO 코드, REACNOV 코드 등이 있

다. 이들 코드의 특징을 정리여 표 3.2-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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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소듐-물 반응사고 후기 분석코드의 해석모델 비교

SWEPT SWACS SWAAM-LT TRANSWRAP HISTAM

개발국(기관) INDIA 일본(PNC) 미국(ANL) 미국(GE) 미국(GE)

초기 압력 Spike ○ ○ X ○ X

Relief System ○ ○ ○ X ○

물주입 Model ○ ○ ○ ○ X

Bubble Dynamics ○ ○ X ○ X

Flow
Model

Sodium

o 초기 :
  1-D, 1-P,
  압축성

o 초기 :
  1-D, 1-P
  압축성
 Fluid hammer

o 후기 :
  1-D, 1-P
  비압축성
o 반응경계면  
추적

o 1-D, 1-P,
  압축성 유동
o wave 
propagation

o 1-D, 1-P,
o 비압축성

o 후기
  1-D, 2-P,
  비압축성

o 후기 :
  비압축성
  1-D, 2-P
  (with slip)

Gas

o Ideal Gas 
Model

o Adiabatic 
Expansion

o 압축성

o Ideal Gas 
Model

o Isothermal 
Expansion

o 압축성

o Ideal Gas 
Model

o 1-D, 1-P,
o Adiabatic
o 압축성 :
  국부적용

o 압축성
o 1-Phase
o Adiabatic 
Expansion

o 압축성
o 1&2-Phase
o Adiabatic 
Expansion

후반기 해석기능 ○ ○ ○ X ○

표 3.2-2 EFR과 Superphenix의 SWR 해석코드 기능 비교표

대상 전산해석 코드 기능 및 특성

EFR

PROPANA
전열관 손상관련 분석

- self wastage, vicinity of reaction zone

PLEXUS
secondary loop

water leak rate, pressure analysis

GVNOV blowdown (tube side 분석)

MECTUB structural integrity 분석

Superphenix

METCAR only acoustic response만을 해석, 1-D 코드

DEBIDO
leak flowrate 및 guillotine break 분석

(SWR 준정상상태 계통 거동 해석 관련)

REACNOV
mass transfer 해석 코드

(SWR 준정상상태 계통 거동 해석 관련)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해외 각국의 연구 동향과 동일한 목적으로 현재 개념설

계가 수행된 바 있는 KALIMER의 나선코일 형태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KALIMER에 대한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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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응사고 해석은 3개 전열관의 양단파단(double-ended guillotine break)으로 

가정되는 설계기준사고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반응 초기의 급격한 압력과도 

현상인 압력전파단계 해석을 위해 음향파의 전파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파동 

방정식을 적용한 SPIKE 코드[박진호, 1998]가 개발된 바 있다. SPIKE 코드는 미

국의 TRANSWRAP 및 SWAAM 코드, 그리고 인도의 SWEPT 코드, 일본의 

SWACS(Module-5) 코드, 그리고 프랑스의 METCAR 및 PLEXUS 코드에 대응

하는 초기 압력 전파단계 해석용 전산해석 코드로서 실험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초기 수 msec의 계통 압력과도 해석에서 전산해석 기술의 신뢰성 및 정확

성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초기 압력전파 단계 이후의 준정상상태 해석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최근 

매질이동 단계(mass transfer phase) 해석을 위한 단순해석 모형을 사용하여 초

기 압력전파단계 이후의 지속적인 압력 상승 및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현상을 포함하는 압력방출계통의 압력과도 전(全) 단계의 해석이 가능한 

SELPSTA 코드[어재혁, 2002]가 개발되었다. SELPSTA 코드는 미국의 

SWAAM-LT 및 HISTAM 코드 그리고 프랑스의 DEBIDO 및 REACNOV 코드

와 동일한 해석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소듐-물 반응사고 준정상상태의 전산해

석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해석코드 계산 결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검증 실험 

및 개선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의 소듐-물 반응사

고 해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은 다양한 증기발생기 형태에 대한 해외 각국의 

소듐-물 반응사고 전산해석 기술과 비교할 때 적절한 연구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소듐-물 반응사고 관련 전산해석 기술 개발 동향 역시 

국내 고유개념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3.5 작동 안정성 전산해석기술

3.2.3.5.1 증기발생기 작동 안정성 해석기술

현재 액체금속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기발생기는 관류형 증기발생기로 이상

유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운전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KALIMER-150에서는 출력 0∼25% 까지는 재순환 운전모드로 포화증기사이클

로 운전되고, 25∼100% 까지는 과열증기사이클로 운전된다.

이상유동 불안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Ledinegg(1938)에 의해 수행되었

다. 그 이후 현재까지 주로 고출력 보일러와 비등경수로의 개발 및 성능개량과 

관련한 수많은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특정 실험결과

를 잘 예측하는 이론적 해석모델은 많이 개발되었으나 실험결과에 의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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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기발생기의 불안정성 시작점을 예측하고 이후의 거동을 계산할 수 있는 상

용코드 또는 상관식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술수

준에서 일반적인 이상유동에 대한 현상의 이해 및 예측모델이 미비하기 때문이

다[강한옥, 1997]. 증기발생기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메카니즘은 flow excursion

과 도파 진동이 주원인으로 보고되어있다. flow excursion은 정적 불안정성( 

static instability)의 한 가지이며 그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단상유동에서 질량유량은 압력손실에 비례하는 반면, 이상유동은 종

종 S자 형태의 압력손실- 유속 특성을 보인다. 비등은 압력손실을 증가시키는데 

특정 역에서 일정 열속 가열의 경우에 질량유량이 감소하면 기포생성이 증가하

여 압력손실이 증가하며, 반대로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기포생성이 감소하여 압력

손실이 감소한다. 이러한 압력손실-유속 특성을 가지는 계통에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역에서의 운전은 불안정하며 일반적으로 flow excursion이 나타난다.

도파 진동은 동적 불안정성 현상의 한 종류이며 가열되는 채널에서 일시적

인 입구유속의 감소는 엔탈피 증가량을 증가시키고 평균 도를 감소시킨다. 이 

교란은 열전달 거동뿐만 아니라 압력손실에도 향을 미치며, 어떤 구조적 조건, 

운전조건, 경계조건의 결합에서는 이 교란이 출구에서 180°out-of-phase 압력진

동을 유발하여 이 압력진동이 즉시 입구 유속에 피이드백되어 외부 간섭 없이 

계속 유지되는 진동을 말한다.

불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열속 및 열속분포형태, 유속, 출구의 건도, 

운전압력, 입구의 과냉각, 입출구의 오리피스, 배관계통 등이 있다. 이들 인자중

에서 입구의 오리피스는 단상유동 역에서 계통을 항상 매우 안정화시키므로 입

구의 오리피스는 이로 인한 압력손실의 증가로 펌프소요동력이 증가하는 불리함

에도 불안정한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현재 국내에서 개

발중인 KALIMER 액체금속로에서도 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이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작동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

 1) 진동수 역, 선형화모델

 2) 시간 역, 비선형 차분모델

진동수 역의 선형화모델은 먼저 유체 유동과 열전달을 지배하는 보존방정식

과 필요한 구성방정식을 운전점에 대해 선형화한다. 얻어진 선형 미분방정식을 

Laplace변화시켜 얻은 전달함수에 대해 기존의 제어이론 기법을 적용하여 계통

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는 오직 불안장성 임계값만을 알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임계값이후에 나타나는 limit cycle 진동의 특징은 오직 비선형 

모델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1) 계산시간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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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계통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3) 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며, (4) 

차분화 기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 안정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 역의 비선형 차분모델은 지배방정식과 상태방정식을 유한차분화하여 일

차원 과도현상을 모사하는 개념으로, 실제 과도현상을 모사하는 운전변수를 정상

상태에서 교란시켰을 때 초기의 작은 교란에 대해 진폭이 줄어들지 않거나 발산

하는 진동이 나타나면 불안정성 임계조건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석을 위해 매우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며,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운전조건에서 계산이 수행되어야한다. 또한 각 운전조건에 대한 계산소요시

간은 수치해석적 이유로 시간증가분이 제약을 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순수한 열

수력적인 진동과 수치적 진동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경수로 노심열수력분야와 해수담수화 원자로의 노심 및 증기발생

기분야에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체금속로 분야에

서는 증기발생기 쉘측을 등열속조건으로 가정하여 비선형해석이 가능한 해석체

제를 개발한 바 있다.

3.2.3.5.2 Loop 자연대류 안정성 해석기술

액체금속로에서 자연대류는 발전소의 운전상황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로서 원자로 SCRAM 및 LOFA사고 조건시 발전소는 강제순환에서 자연순환

으로 주어진 온도제한치내에서 자연스럽게 천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상적

인 발전소정지시에도 펌프에 의한 유동이 정지된 이후에 수 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할 때도 자연순환이 필요하다. 자연대류현상을 유발하

는 구동력은 중력수두차이인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경우 유동은 불안정하

게 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열전달 능력이 더 감소할 수 있

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중인 KALIMER 원자로의 경우 펌프의 정지시에 소듐의 

팽창으로 원자로 배플을 넘어 고온풀과 저온풀사이에 유로가 형성되어 중간열교

환기를 통한 정상유로와 함께 병렬유로가 형성된다. 

병렬유로 조건시에는 어떤 특정한 설계인자의 조합으로 역유동이 발생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열제거 기능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열수

력적 불안정성 개시점과 안정된 운전의 한계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며, 이러

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적 실험과 많은 분석, 그리고 계통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역유동 개시점을 판별할 수 있는 설계인자의 조합

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계통성능분석용 전산코드로 LSYS를 자체 개발하

여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미국에서 개발한 Loop형 액체금속로용 SSC-L을 개량

하여 풀형 액체금속로에 safety 측면의 계통성능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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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풀형 액금로 Phnix, PFR, EBR-II에 대한 자연순환해석 전산코드로는 

Phnix의 준정상상태 자연순환해석코드가 있고, PFR의 MELANI코드는 일차계통

을 lump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과 IHX를 각각 한 개의 점으로 취급하고, 풀은 완

전 혼합을 가정하고 역간에는 적절한 transport delay가 주어져 있다. EBR-II

는 준정상상태코드인 CONVECT 전산코드가 사용되었는데 노심을 core, blanket, 

reflector 3개의 평행유동채널로 구분하 으며, IHX, 일차계통 펌프, 배관은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지는 일차원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난류에서 층류로의 유동의 변

화도 고려되어있다[S.G. Bankoff, 1977].

3.2.3.6 신개념 IHTS/증기발생기 작동특성 전산해석기술

계통 구성이 지금까지의 설계 개념과는 다른 설계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그러한 설계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통개념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 기술은 기존의 해석체제를 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전산체제의 개발을 이루는 기술이 사용되기

도 한다.

최근 들어 외국에서 새로운 노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는 데 이때 사용되는 해석 기술은 대부분 다 기존의 해석체제를 활용하는 기술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존의 해석체제 활용기술 및 새로운 전산

체제 개발기술이 병행 사용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2

년도에 국내에서 다양한 IHTS/SGS 계통개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수행[김성오, 

2002]이 이루어졌으며 이 수행에서 설계 개념의 변화에 따른 주요 설계 인자 값

의 정량적 변화에 대한 해석이 기 구축된 설계 해석체제를 활용하는 기술개발 

결과[심윤섭1, 2002]가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종류의 해석에는 계통설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설계자료 그리고 경험

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데 이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액체금속로의 계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개념설계 개발이 완성되었기에 가능해진 결과로서 국내의 계통

설계 기술력이 일정단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전산체제의 개발

을 이루는 기술 경우는, IHTS/SGS를 기존의 설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전열관다발 이중배치 설계 개념을 이용하여 IHTS를 제거한 신 계통개념의 개발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기술에서는 신설계 개념의 기존 개념 대비 특징을 

도출하여 상대적 주요 특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심윤섭2, 2002]이 개발

됐다.

이 기술의 개발에서 신개념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되기에 분석의 간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점을 충실히 만족시키는 점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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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됐으며 개발된 기술은 신개념에 실제로 적용되어 신개념의 일차적 타당성 여

부를 밝히게 됐으며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발명특허가 출원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에 의한 분석방법의 분해능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격적인 설계차원의 전산해석 코드의 개발이 200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된 예비해석 방법론 및 본 해석방법론의 검증을 위한 실험적 연구 역시 진

행중이다.

3.2.3.7 잔열제거계통 특성 전산해석 기술

액체금속 원자로의 잔열제거계통 특성 해석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

술은 경수로에 비해 고온에서 운전되는 액체금속 냉각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

통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소듐 냉각재와 공기와의 자연순환 열교환 특성 해석 

및 제열용량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액체금속로의 잔열제거계통 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은 제열기능 작동을 위한 운전원의 개입 또는 추가적

인 계통의 구동 없이도 작동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등급의 완전한 피동형 

제열계통 해석 기술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안전 등급의 능동형 제열계통 해

석기술로 구분되어 수행되며, 주로 피동형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성능 특성 전

산해석 기술을 통해 계통의 전반적인 성능 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비안전 등급

의 능동형 제열계통 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은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보

조 수단으로서 비상 노심 냉각 및 정상 원자로 출력 정지시의 계통 냉각기능 요

건 만족 여부에 대한 성능 분석을 포함하여 잔열제거계통의 전반적인 설계 최적

화를 가능케 하도록 연구, 개발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잔열제거계통 특성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은 피동

형 및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에 대하여 제열용량 해석기술, 과도기 구조물 표면 온

도 특성 분석기술, 과도기 냉각재 온도변화 해석기술, 그리고 계통 냉각을 위한 

잔열제거 방법 설정 전산해석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산해석 기

술은 액체금속 원자로를 설계 또는 운전하는 각국의 필수 확보 기술로서, 다양한 

형태의 계통에 대한 계통 모사 및 해석 알고리즘 설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미국 GE사의 풀형 액체금속 원자로인 PRISM 및 S-PRISM 설계[Boardman, 

2000]는 비상 노심 잔열제거시의 계통 냉각을 위해 원자로용기(RV)를 직접 냉각

하는 RVACS(Reactor Vessel Auxiliary Cooling System)를 사용하므로, 원자로 

풀 내부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 배플을 이용한 고

온 소듐의 overflow를 이용하며 원자로용기(RV)와 배플 사이의 환형공간에서의 

소듐 대류 전열과정 및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 사이의 복사 전열과정, 

그리고 격납용기(CV)와 공기와의 대류 및 복사 전열과정에 대한 전열량 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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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RVACS 전산해석 기술은 세부적으로는 소

듐 overflow시의 환형공간 소듐 유량 및 대류 전열계수 전산해석 기술, 원자로용

기(RV)와 격납용기(CV) 사이의 복사 전열량 계산을 위한 표면 방사율 설정 및 

설계구현 기술, 그리고 공기유로에서의 공기측 대류전열계수 계산을 위한 공기유

량 분석 전산해석 기술과 공기유로 분리기(air separator)와 격납용기(CV) 사이

의 복사전열량 계산을 위한 표면 방사율 변화시의 전열량 변화 분석 전산해석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RVACS에 대한 잔열제거계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GE사에서는 원자로 열출력 471 MWth인 PRISM(Mod.A)을 대상으로 

전도, 대류 및 복사 전열공정에 의해 지배되는 계통의 종합적인 열유체적 현상 

분석용 AGENA 코드[Salmah, 1991]를 기 개발하여 설계에 활용한 바 있다.

특히, 고온의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는 계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사전열과정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표면 방사율 변화시의 전열량 전산해석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공기유로에서의 전열량 중에서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제열량 비가 약 55 : 45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어재혁, 2002]. 이

와 같은 복사전열 과정은 온도항의 4승에 비례하므로 전산해석 기술 역시 4차 

방정식의 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해석 방법의 개발 및 대류 또는 

전도 전열량 계산을 위한 1차 지배 방정식의 전산해석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비안전등급의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인 증기발생기 직접냉각계통에 대

한 전산해석 기술은 증기발생기 표면과 공기와의 대류 전열량 계산을 위한 전산

해석 기술과 증기발생기 표면과 외피관(shroud) 사이의 복사전열량 계산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을 포함한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개발된 Super PRISM 설계는 전통적인 RVACS 형태의 

잔열제거계통 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 외에 제열성능 향상을 통한 원자

로 열출력 증진을 위해 공기유로에 설치한 다공성 구조물(Perforated Plate)의 복

사전열량 증진 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설계에 반 하

고 있다[Boardman, 2000]. 다공성 구조물의 설치에 의한 복사 전열량 증진 특성

은 복사전열량 증진효과가 RVACS 공기유로의 유로저항 증가에 의한 대류 전열

량 감소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과 병행하여 수행되

었으며, 이러한 전산해석 기술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다공성 구조물의 설치가 약 

20%의 제열성능 증진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고 실제 Super PRISM 설계에 적용

한 바 있다[Boardman, 2000].

대용량 풀형 액체금속 원자로인 Superㅔhenix와 EFR에 대한 풍부한 설계 경

험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풀 직접 냉각계통(DRC ; Direct Reactor Cooling 

system)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을 채택하고 있으며[Darrington, 1993], 1차계통 냉

각재인 소듐 및 공기의 자연순환을 이용하는 DRC1 계통과 공기측의 강제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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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계통의 열을 제거하는 비안전 등급 능동형 제열계통인 DRC2 계통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설계에 반 한 바 있다[Farrar, 1999]. 이와 같은 

DRC 계통은 원자로 풀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제거하기 위해 소듐-소듐 

열교환기(DHX), 소듐-공기 열교환기(AHX), 그리고 DHX와 AHX를 연결하는 별

도의 제열용 소듐 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계통의 설계 및 성

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은 계통의 총 제열량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 연구,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되어 왔다.

즉, 고온의 소듐 풀에 담겨있는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는 별도의 제열용 

소듐 루프 내부의 2차 소듐과 열교환을 수행하여 공기측으로의 최종적인 열제거

를 담당하는 공기 열교환기(AHX)로 계통의 열을 전달하게 되므로, 풀 직접 냉각

계통(DRC)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은 자연순환 및 강제순환을 이용하는 제열계통 

모두에 대한 소듐-소듐 열교환기(DHX)의 성능 및 전열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

석 기술, 제열용 소듐 루프에서의 소듐 자연순환 유량 계산 관련 전산해석 기술, 

그리고 공기 열교환기에의 제열 유로에서의 자연순환 공기유량 계산 및 열제거 

용량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안전등급의 피동형 계통

의 경우에는 소듐 및 공기의 자연순환 유량 계산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능동형 계통의 경우에는 강제순환 유량 변화에 의한 제열용

량 계산 결과를 토대로 최적 강제순환 유량 설정 관련 전산해석 기술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비안전 등급의 능동형 계통의 경우에는 발전소 전원 상실 등과 

같이 설계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자연순환 운전시의 제열용량 분석 

전산해석 기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설계시 이에 대한 사항을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arrington, 1993].

일본의 MONJU, CFBR 및 DFBR[Fujii-e,1990; Farrar, 1999] 등으로 대표되

는 대부분의 루프형 액체금속 원자로 역시 안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고유 

잔열제거계통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부분 루프형 발전소의 특성을 반 하여 

1차계통 풀(pool) 또는 중간열교환기(IHX) 및 증기발생계통(SGS)으로 연결되는 

냉각재 배관에 별도의 제열용 소듐 루프를 설치하고 2차 소듐의 자연순환을 이

용하여 공기 열교환기를 통해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열을 제거하는 방식인 

DRACS(Direct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또는 IRACS(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계통을 사용하고 있다[Dunn, 1988; Farrar, 

1999]. 따라서, DRACS 및 IRACS의 성능특성 분석과 관련된 전산해석 기술 역

시 제열용 소듐 루프에서의 2차 소듐 자연순환 유량 계산을 통한 대류 전열량 

계산 관련 전산해석 기술과 공기 열교환기에서 공기측 자연순환을 이용하기 위

한 공기유량 계산 관련 전산해석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루프형 액체금속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개발과 관련

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unn, 1988; Farra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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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에서 수행한 바 있는 풀형 및 루프형 액체금속 

원자로의 잔열제거계통 전산해석 기술 연구 동향과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한국형 

액체금속로인 KALIMER-150[한도희, 2002]에 대한 잔열제거계통 설계 및 성능

분석 전산해석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KALIMER의 제열성능 분석 전산해석 기

술은 크게 격납용기(CV) 외벽을 공기에 의해 직접 냉각하는 방식의 

PVCS(Passive Vessel Cooling System) 공기유로의 열제거 특성 분석용 전산해

석 기술과 중간열전달계통(IHTS)을 통해 증기발생기(SG) 내부로 유입되는 고온

의 소듐 냉각재 특성을 활용하여 증기발생기(SG) 외벽을 자연순환 또는 강제순

환 공기에 의해 직접 냉각하는 비안전등급 능동형 제열계통인 SGACS(Steam 

Generator Auxiliary Cooling System)의 제열용량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을 통해 핵연료 재장전 등의 목적으로 계통을 냉

각하는 정상 원자로 정지시의 잔열제거 방법 설정과 관련된 전산해석 기술을 기 

확보한 바 있다[한도희, 2002].

KALIMER의 PSDRS 해석 전산해석 코드로는 계통의 정상상태 및 과도기 분

석이 가능한 PARS(Performance Analyzer for Residual heat removal System)가 

있으며[Sim, 1999], 비안전등급 제열계통인 SGACS의 전열량 해석 전산코드로는 

QSGACS[위명환, 1998]가 기 개발되어 KALIMER 잔열제거계통 설계에 활용되

고 있다. 특히, PARS 코드는 일본에서 수행한 원자로용기(RV) 직접냉각 계통의 

공기유로에 다공성 매질 삽입시의 전열량 증진효과 분석과 관련된 실험[Nishi, 

1993]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공기유로측 특성 해석에 대한 대략적인 검증이 수행

된 바 있다[어재혁, 2002]. 이와는 별도로 KALIMER의 원자로 열출력 증진 가능

성 타진을 위한 복사구조물 설치시의 복사 전열량 증진 관련 전산해석 기술과 

관련하여 RADST 코드[Sim, 2000]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개념 적용성 검토를 

통해 KALIMER의 열출력 증진에 대한 물리적 타당성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설계 자료의 생산을 이루었다[어재혁, 2002]. 또한, 복사구조물 설치시

의 제열용량 증진경향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 개발은 복사구조물 설치와 관

련된 국제특허 획득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액체금속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성능 및 특성 분석용 전산해

석 기술을 토대로, 원자로 열출력 1,000 MWth 이상의 대용량 액체금속 원자로 

설계를 위한 공기 열교환기(AHX) 및 소듐 열교환기(DHX)의 성능특성 분석 관

련 전산해석 기술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주제의 기술을 토대로 

대용량 잔열제거계통의 정상상태 및 과도기 계통 성능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

술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잔열제거계통 성능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기술은 미국, 일본 및 프랑스 등의 액체금속 원자로 연구 관련 선진국

과 비교할 때 국제적인 연구 동향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구 방향이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유로의 대류 및 복사 전열량 특성 분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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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전산해석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3.8 NSSS 과도특성 전산해석 기술

NSSS 과도특성 전산해석 기술은 계통성능분석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구성된 계통이 운전조건 및 상태 변화에 따라 어떠한 과도특성을 지니게 되는 

가를 전산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기술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전산해석 코

드의 체제는 해석대상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loop 형 액체금속로에 대하여는 SSC 코드[Guppy J.G. 외, 1983]가 사용되지

만 pool 형 구조의 KALIMER와 같은 노형에 대하여는 SSC-K[김경두, 1999] 및 

LSYS코드[심윤섭3, 2002]가 과도특성 해석 범위 및 목적에 따라 각각 달리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계통 과도특성 전산해석 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술로 구

성된다.

3.2.3.8.1 노심 동특성 묘사기술

운전에 의한 계통의 과도기 변화시 필연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노심의 출력변

화로서 이는 제어봉의 제어 또는 노심보호계통에 의한 정지봉의 낙하 및 온도의 

반응도 효과에 의해서 그 출력이 변하게 되고 이는 계통거동에 정량적으로 큰 

향을 주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노심의 동특성 효과 분석이 계통설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노심 동특성 해석이 최소의 신뢰성으로서 빠른 속도로 이

루어지는 것이 요구되게 된다. 이에 따라 계통설계에서의 노심 동특성 묘사기술

은 노심설계에서의 동특성 묘사 기술과는 그 차이를 지니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 

되게 된다.

3.2.3.8.2 유량 특성 묘사 기술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이 노심을 통과하는 냉각재에 의해 다음 계통으로 전달

되게 되는 데 이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냉각재 자체 및 핵연료와 구조물의 온

도는 바로 유량의 함수가 되므로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유량이 어떤 방향

으로 흐르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 사고시 노심 

통과 유량이 정방향이 되지 못하고 역방향이 된다면 이는 노심 냉각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된다. 또한 KALIMER와 같은 원자로의 잔열제거 계통인 PVCS 

(Passive Vessel Cooling System)가 사용되는 경우는 사고시 원자로내에 병렬유

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 병렬유로에서의 역류 발생여부의 판단은 원자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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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 및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은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이고 또 정량적인 해석에서는 냉각재 유량 범위가 정격운전시의 100 %에

서 사고시 또는 정지시의 수 %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의 유량이 흐르게 되고 이

에 따라 유동저항 역시 크게 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연대류시의 유동저항은 

통상적인 유동저항과는 큰 차이를 지닐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 기술이 과도시 발전소의 성능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2.3.8.3 계통열유동 특성묘사 기술

계통 열유동 특성묘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는 특성을 지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액체금속로는 다른 

노형의 계통과는 그 계통의 구성이 다르기(예: IHTS의 존재) 때문에 실제 적용

에서는 그 기술 역시 다르게 된다. 특히 KALIMER와 같이 원자로의 잔열제거 

계통인 PVCS(Passive Vessel Cooling System)가 사용되는 경우는PVCS의 작동

이 원자로내의 냉각재 체적 팽창에 의해서 그 시점 및 특성이 결정되게 되며 이

는 기존의 경수로에서는 없는 특성으로서 액체금속로의 고유기술이 된다.

3.2.3.8.4 BOP 묘사 기술

BOP는 NSSS의 과도기 분석에서의 경계 조건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다. 따라서 NSSS 설계에서 필요한 BOP 묘사기술의 상세성은 NSSS 설계 단계

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세설계 수준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BOP 묘사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NSSS 개념설계 수준에서는 NSSS 해석 경계조건으로서의 BOP 

인자의 해석 또는 모형화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NSSS 설계의 과도특성 

해석에서 경계조건 생산에 필요한 BOP 묘사 기술은 주로 급수온도의 변화가 되

며 NSSS 설계에 관련되는 기술은 터빈 및 증기사이클의 효율에 대한 평가 기술

이 된다. 이러한 BOP 묘사 중 BOP 상세 묘사는, 액체금속로의 BOP와 경수로의 

BOP가 구성에서 상호 유사하기에 해석 기술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OP 상세 분석용으로 PEPSI코드 및 BESBET등의 상용 코드

가 존재한다.

3.2.3.8.5 제어 및 보호 기능 묘사 기술

발전소 운전목표치 유지를 위한 제어 및 상태 변화를 위한 제어계통의 작동에 

따른 계통제어를 묘사하는 기술은, 설계되는 제어계통의 논리성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제어설계를 이루는 데에 필요하고 또 설계된 제어계통에 의한 계통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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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이는 묘사 대상의 구체성 및 빈도수 정

도에 따라 이용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달라져 논리 자체의 개발과 같은 성격의 

분석에서는 MATLAB과 같은 상용코드가 사용되고 개발된 제어 논리의 계통에

서의 성능평가 성격의 분석에서는 계통코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그 

묘사기술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보호기능 묘사는 계통과도해석 기능의 코드에서 통상 구현되며 이 묘사 기술 

역시 국내외에서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3.2.3.8.6 신개념 계통 해석 기술

계통 해석기술은 계통의 구성 및 작동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

므로 신개념에 대한 계통 해석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로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다발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IHTS를 제거하는 신 개념[심윤

섭2, 2002]에서는 새로운 증기발생기 구조의 열유체적 특성을 반 하는 해석 방

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석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연구가 수행되

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에 비해 노심 윗쪽 지역에 급수

를 직접주입하여 원자로내에서 증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에 대한 

해석기술이 미국에서 최근 개발되었었다. 이와 같이 신개념 계통해석 기술은 계

통의 신개념이 개발되면서 그 필요에 따라 그 해석기술이 개발되어지는 데 중요

한 점은 그러한 신 개념에 대한 해석기술을 필요시기내에 개발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기술개발의 잠재력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 모형 설정 및 이의 전산해

석체제화의 기술에서는 국내의 수준과 국외 수준이 대동소이하나 이러한 기술의 

밑받침이 되는 설계 자료 및 검증실험능력에서는 국내와 국외간에 그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2.3.9 전산체제 검증기술

개발된 전산해석 코드의 활용을 위해서는 코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을 통하여 코드의 보완이 요구되는 점이 도출되고 이에 따라 보완이 이루어지며 

또한 개발된 코드의 불확실성의 정량적 크기 산정이 가능해지는 데 이러한 점은 

개발된 코드를 실제 설계에 활용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점이다.

검증은 그 접근 방법이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누인다. 한가지는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론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전산해석된 결과를 

이론적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접근 방법 또는 이미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다른 전산해석 코드와 새로이 개발된 코드간의 상호 해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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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전산해석 코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현상자

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자연으로부터 직접 그 답을 얻어 이를 이용하는 검

증이라는 점에서 전산코드의 검증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

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접근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에 실험의 설

계가 매우 중요해지며 이에 따라 적정규모의 실험계획 확보와 실험기술 자체의 

신뢰성 확보가 이런 접근방법의 타당성 확보에서의 관건이 되며 국내와 국외간

의 그 기술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험규모 및 측정기술에서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국내의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기술이 현

단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준 개발된 것을 

국산화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정상수준에 도달하는 과정

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된 전산체제에 대한 검증은 검증 대상 및 여건의 특성에 따라 적정방법이 

설정되어 국내외적으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국외에서는 

검증작업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국내에서

는 검증 실험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증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3.2.3.10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전산해석 기술은 계통의 설계개발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계통에 대한 설계 개발이 주춤한 상태이거나 또는 개발되는 

계통설계의 기본 구조가 기존 설계의 구조와 유사하기에 전산해석 기술 개발이 

특정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기에 계통설계에 필요한 전산해석 기술에서 축적된 것이 미약하기에 

비교적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3.2.3.10.1 국내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의 전산해석기술은 액체금속로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수로 기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액체금속로에서의 전산해

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계

통설계 기술과 더불어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즉, 원자력 중장

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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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수행된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0∼2001)를 통하여 계통의 

설계 개발 및 해석에 필요한 그림 3.1-2와 같은 전산체제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연구 개발 3단계에 들어선 2002년도 부터는 이러한 전산해석

체제에 Thermal striping과 같이 기술적으로 난이성이 높은 주제 및 신개념 증기

발생기 이용의 NSSS 특성 해석과 같이 새로운 설계 개념에 대한 해석 기술 연

구 등 액체금속로 계통설계의 전산해석 체제의 수준 및 적용범위를 높이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3.2.3.10.2 국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 액체금속로가 건설, 운 되는 수준이기에 NSSS 열유체

적 설계를 위한 전산체제 기술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구축된 

전산체제 기술 중 기초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개선이 가능해지는 주제에 

대한 기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제가 일본 및 프랑스 등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Thermal striping 해석 기술로서 지금까지는 Thermal striping에 

대한 해석 결과를 설계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Thermal striping의 해석 기술은 설계에서 참조적인 기술의 역할을 하여 왔으나 

난류 해석 모형의 발전 및 전산설비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산해석법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 결과의 설계 적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

술의 개발은 설계에서의 불확실도를 줄여 더 경제적인 설계 또는 더 안전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열유동 상세 해석 기술 역시 좀더 다양한 경우의 해

석 및 신뢰성 높은 해석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3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방법론

3.3.1 계측 제어 및 보호 설계 요건 설정 기술

액체금속로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은 크게 계측 계통, 제어 계통, 보호 및 안

전계통, 운전지원계통, 통신망 그리고 경보 및 감시계통으로 구성되며 관련 설계 

요건은 기존의 안전성 관련 요건과 디지털화와 계통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능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안전성 관련 요건은 안전 관련 계통이 따라야 하는 각종 

원자력 법규 및 관련 표준을 의미하며 크게 IEEE-603, 7-4.3.2의 요건 및 관련 

인허가규제요건 및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요건은 관련기

능 수행에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요건과 보호계통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만족

해야 하는 안전등급, 내진등급, 다양성과 다중성, 독립성, 신뢰도 및 가용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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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성능요건을 포함한다. 또한 계통운전과 관

련된 전원, 환경, 보수성 등에 대한 운전요건과 설계확인시험, 설치 및 운전시험

의 시험요건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에 대비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전체적이고 주요한 설계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통모드고장에 의한 보호계통 취약성 분석 (FTA, FMEA 수행)

나) 공통모드고장 대처방안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검증과 다양성 만족

다) 단일고장요건과 다중성요건

라) 채널간 물리적 및 전기적 격리

마) Fail-safe 개념으로 설계

바) 상용등급기기 사용 시 10CFR21 요건 만족을 위한 Dedication 수행

사) 자동 on-line 시험기능과 자가진단기능 수행

아)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주하여 자동기동

자) 소프트웨어 설계는 IEEE 7-4.3.2-1993 및 SRP BTP-14의 요건 만족

그리고 계측 제어 각 세부 계통의 기능 요건은 아래와 같다. 먼저 액체금속로 

계측 계통은 각 계측제어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센서로부터 계측 신호를 제공한

다. 액체금속로는 디지털 계측 제어 계통을 구성하므로 계측을 위한 신호 처리는 

센서로부터의 아날로그 출력을 전처리한 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하여 

측정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계통이나 계통내의 처리 모듈

에 전송하는 멀티플렉싱 방법을 사용한다. 보호 및 안전 계통은 비정상운전시에 

액체금속로의 주요한 변수들이 주어진 설정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사고를 완화시켜야 하고 주제어실과 현장제어반에 완전히 독립된 수동

작동기능을 제공하여 자동보호동작이 방해받을 경우 액체금속로를 안전하게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어 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 안전성 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으며 액

체금속로의 신뢰성, 가용성의 목표를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산제어계통(DCS)

으로 구성한다. 구성되는 세부 제어 기능 요건은 원자로 반응도 제어, 소듐 흐름 

제어, 급수 및 증기발생기 관련 제어 요건 등이 있으며 2%/min의 출력 변화, 

10% 계단 출력 변화 등의 성능관련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안전에 관련된 

요건으로는 제어 계통의 운전으로 인한 보호 및 안전계통의 기능 수행을 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호 및 안전계통과 다양한 계통으로 구성하여 공통모드고장

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지원계통 역시 비안전계통으로 액체금속로의 운

전 상태를 감시하고 주제어실에 관련 상태를 표시하여 운전원이 항상 액체금속

로의 출력운전 상태, 과도 상태, 정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관련 경보 

및 필요한 운전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전지원계통의 수행주기는 1초로써 매 1초마다 관련 계측 신호의 취득 및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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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연산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통신망의 

고장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이상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지원계통의 

입력 신호는 운전지원과 유사하게 신호 변환, 신호 검증, 경보 점검 요건에 상응

하는 전송률 및 전송 주기를 가져야 한다. 경보 및 감시계통은 액체금속로 이상

상태를 감시하고 관련 경보를 발생시킨다. 운전원의 오판을 막기 위해 경보 및 

감시 계통은 불필요한 경보 제거, 다량의 경보 발생시에 경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경보의 축약, 발생된 경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화, 후속 경

보에 대한 원인경보 제공 등 경보 처리 알고리듬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보 및 감

시 계통의 입력 신호는 운전지원과 유사하게 신호 변환, 신호 검증, 경보 점검 

요건에 상응하는 전송률 및 전송 주기를 가져야 한다.

3.3.2 계측계통 설계기술

계측제어기술 중 계측기술은 타 계통에 비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는 

계측계통이 갖는 복합성, 즉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으로부터 전자, 전산, 

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적 분야가 종합될 때 하나의 계측계통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측계통과 연계되는 분야가 다양하므로 각 분야 개발자와의 상

호조정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보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계측

계통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요소로는 계측루프 분석기술과 계측장비 기술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계측루프의 분석기술로는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기술, 응답시

간 및 채널 오차 분석기술 등이 있다. 장비기술로는 감지기술, 신호조정 및 처리

기술 및 신호전송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측정대상의 물리적 특성

에 따라 핵계측, 공정계측 및 특수계측기술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3.3.2.1 계측계통 분석기술

계측루프 분석기술 중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기술은 설정된 계측계통 구조가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이

다. 신뢰도 분석은 설계요건에서 명시되는 신뢰도, 가용도,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및 MTTR (Mean Time To Repair) 에 대한 목표치를 분석한

다. 안전성 분석은 고장허용 구조, 공통모드고장, 단일고장 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함으로서 시스템이 주어진 안전목표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이다. 응

답시간 및 채널오차분석기술은 플랜트의 안전성과 성능목표에 모두 향을 주는 

인자들이다. 응답시간 분석기술은 센서로부터 구동기까지 신호가 전달될 때 지연

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안전해석 입력자료에 이용된다. 채널오차분석기

술은 계측장비가 갖는 다양한 오차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함으로써 플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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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를 설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 특히 응답시간 및 오차분석기술은 디

지털 기술의 적용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 방법론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즉 디지털 루프에 대한 아나로그/디지털 변환 오차, 계산오차, 

처리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3.2.2 계측장비기술

계측계통에 대한 범위는 계측장비기술이 쓰이는 환경이나 주관적인 사고방식

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물리량 또는 화학량

을 나타내는 변수의 흐름 또는 변환에 따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자연

적인 변수의 변화량을 기계가 알 수 있는 신호의 형태로 감지하는 감지부분, 센

서에 의해 감지된 신호를 조정하거나 처리하는 신호조정 및 처리부분, 이러한 두 

부분간의 신호전송 또는 외부 시스템과의 신호전송을 담당하는 신호전송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계측장비기술은 센서기술, 신호조정 및 처리기술, 신호

전송기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허섭, 1998].

3.3.2.2.1 센서기술

센서기술은 물리, 화학적 자연현상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여 기계 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로 센서기술 또는 계측기 기술이라고도 한다. 

감지기술은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동일

한 피측정변수 내에서도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감지기술 또는 센서의 

분류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센서기술의 분류방식은 국제적

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측

정대상에 의한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감지기술은 원자력 분야에 

연관을 맺고 있다. 감지기술은 측정 대상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감지기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각 감지기의 특성평가 및 분석은 유

체, 기계 및 노심의 특성이 도출되어야 가능하다.

공정센서의 경우 대부분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 측정원리도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공정센서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그러나 유체의 특성과 직결되는 센서의 경우 예를 들면 유량센서의 경우 산

업체에서 널리 사용되는 접촉식 유량계보다는 비접촉식인 전자유량계를 사용함

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액체금속로의 특성에 따라 특히 개발되어야 할 공

정센서기술을 요약하면 유량센서와 액위센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유

량센서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술로서는 전도성의 띠는 소듐의 투자율의 불

균일성에 대한 대비책, 이방성을 갖는 전기 전도도에 대한 보정, 유체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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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위전류를 감쇄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초음파 유량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

술로서는 시간차 측정방식과 도플러 측정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술과 유속의 불균질성에 의한 오차의 보정기술 등이 있다. 액위센서의 경우도 

전기식 액위센서와 음파/초음파센서, 그리고 방사선 센서 등의 사용가능성에 대

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식 센서의 경우 용량성, 전도성, 저항성 중 어느 것

이 적합한지 평가해야 하며 접촉식인 경우에는 환경변수에 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음파/초음파 센서는 감지방식을 평가함에 있어 반사식, 투과식, 진동막식 

및 표면파 전달식 등에 대해 각각의 환경에 따라 평가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핵계측 센서의 경우 노심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종류, 크기, 특성, 그리고 냉

각재 특성 및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만 도출 가능하다. 특히 노형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노외핵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센서의 설계는 매우 달라진

다. 일체형인 경우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 누설이 작으면 노외 계측기를 원자

로 용기 밖에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원자로 용기 내에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고 중성자속에 따른 센서의 수명문제, 고온환경에 따른 센서의 불안정

성, 증대되는 배경잡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온 및 고 중성자속 환경

에서 반 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센서를 개발 또는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노내 핵계측센서의 경우에도 경수로에 비해 고온인 점을 감안하면 고온에

서 신뢰도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센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특수센서라 함은 핵계측센서와 공정센서를 제외한 센서신호 자체가 비 선형적

이거나 미약한 센서들을 일컫는다. 핵계측 센서도 특수센서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따로 분류하 다. 특수 센서의 예로서는 누설감지센서, 진동 및 음향 감지센서를 

포함하는 건전성 감시센서, 그리고 방사선 센서 등을 의미한다. 이중 액체금속로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센서는 누설감지센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진

단계통에서 다룬다.

3.3.2.2.2 신호조정 및 처리기술

센서는 센서가 검출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밖으로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인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표시기능)이

다. 또한 센서에서 검출한 정보는 기계(예, 제어시스템)에 전달하기도 한다. 센서

에서 검출한 신호는 인간이나 기계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처리과정이 요구된다. 즉 센서출력이 사용처에 필요한 에너지와 불일치

할 경우 변환 필요하고, 변환된 에너지가 미약할 경우에는 증폭이 요구되며, 센

서출력과 검출변수가 비례관계가 아니라면 선형화작업이 요구되고, 오차의 제거 

및 아나로그 양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적하는 변수 값을 위해 

센서출력에 대한 각종 연산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센서출력신호의 참값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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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즉 신호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증폭 또는 변환작업을 신호조정이라 하고 각종연산처

리를 요하는 작업을 신호처리기술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기술은 산업체에서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표준화된 형태가 많으므로 액체 금속로에서

는 이를 잘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스마트 센서를 도입할 경우 상

기의 세부 기술들은 하나의 디지털 장비 또는 원칩에 구현되므로 이에 대한 평

가기술이 필요하다. 핵계측루프의 경우 기존에는 신호조정 및 처리를 위해 복잡

한 아나로그 로직을 이용하 다. 이는 중성자속 측정범위가 12 디케이드 정도이

고 중성자 준위마다 센서출력이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수로직, 판

별로직, 미분로직, 펄스로직등 다양하고 정 한 로직이 필요하다. 이를 디지털화 

할 경우 주변 잡음에 대한 향을 줄일 수 있고 장비의 단순화를 이루며 타 시

스템과의 연계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타 공정센서와 달리 고 샘플링 주기

가 요구됨에 따른 컴퓨터계통의 부하감소 방안 등은 추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스마트 센서는 컴퓨터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센서기술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지능화된 센서를 의미한다. 스마트 센서는 컴퓨터가 갖는 뛰어난 데이터 처리기

능, 기억기능 등과 센서기술을 결합한 것이므로 스마트 센서의 특징은 외란에 의

한 신호변동이 없고 해석/통계적 연산가능, 타 센서와 정보교환가능, 데이터의 취

득과 처리가능, 사용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 가공능력, 그리고 센서자신의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센서를 평가하는 기술은 신호조정 및 처리기

술, 신호전송기술(통신기술), 자동 교정기술, 자동 보상기술,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 취득조건,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기술, 메모리 기술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 센서의 지능화 비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능화 구조에 대한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며 I 단계는 센서와 신호조정기, A/D 변환기 및 마이

크로프로세서가 분리된 단계이고, II 단계는 A/D 변환기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혼합되나 센서와는 분리된 단계이고, III 단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기기가 한 기기

에, 최종적으로는 원 칩에 내장된 단계를 의미한다.

3.3.2.2.3 신호전송기술

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아나로그 신호가 많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서 신호를 직접 원격으로 전달할 수 없다. 설사 원격 전송

이 가능하더라도 수신입장에서 보면 수신된 신호는 원래의 송신신호와는 다른 

흐트러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수신자 입장에서 정제되고 통일된 신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신호전송이라 한다. 계측계통에서의 신호전송

기술은 아나로그 전송방식과,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크게 대분할 수 있다. 아나로

그 전송기능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기술이나 디지털 전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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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3.3.6 통신망 기술에서 좀 더 다룬다. 스마트 센서가 

사용될 경우 신호전송기술은 신호조정 및 처리기술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3.3.3 제어계통 설계 기술

액체금속로의 제어 계통은 원자로를 비롯한 전체 플랜트의 운전을 위해 요구

되는 각종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통칭하며 각 세부 제어 계통은 원자로 

반응도 제어, 소듐 흐름 제어, 급수 및 증기발생기 관련 제어 계통 등이 있으며 

2%/min의 출력 변화, 10% 계단 출력 변화 등의 성능관련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

계한다. 이러한 액체금속로의 제어 계통은 현대의 기술 추세에 따라 실시간 분산

제어(DCS : Distributed Control System) 구조를 이용하여 제어 계통을 구성한

다. 실시간 분산제어시스템은 중앙에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상위스테이션을 일명 

MMI(Man Machine Interface) 또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라고 부르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플랜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어스테이션(RCS : Remote 

Control Station)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총칭하여 말하며, 흔히 플랜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실시간 운 체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조이다.[함창식, 

1996] 

실시간 분산제어시스템의 특징은 유연성, 확장성, 시스템부하의 경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면서, 제어스테이션간에 데이터 통신 및 플랜트의 이벤트 발생시 실

시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시간 분산제어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현장계기와 제어스테이션의 연결고리로서 변화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접촉 신호의 입력과 출력 역할을 담당하는 입출력 모듈(input & output 

module)과 제어연산을 하는 제어모듈(control module) 등으로 구성되는 제어스테

이션이 있고, 제어스테이션내의 정보를 통합화하여 운 자와 시스템간의 대화를 

통한 플랜트공정의 감시 및 제어를 하기 위한 상위스테이션과 이러한 상위스테

이션과 제어스테이션들 간에 서로 데이터의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장치가 

있다.

실시간 분산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상위스테이션의 하드웨어 사양은 워크

스테이션이나 X-서버, X-터미널 등을 이용하 으나, 최근에 사용자의 요구가 

PC의 사용을 원하므로 PC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운 체제는 범용 운

체제와 실시간 운 체제의 공동 이용방법 등을 채택한 혼합방법이 사용된다. 

혼합방법은 실시간 운 체제의 빠른 성능을 위해 그래픽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범용 운 체제와 공동으로 이용되어 플랜트 공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어스테이션의 구성요소는 연산을 위한 CPU 보드, 저장을 위한 메모리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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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출력 장치를 가지며, 이러한 CPU 보드, 메모리 보드와 입출력장치간에는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버스구조로 되어있으며 산업용 제어 공정을 처

리할 수 있는 운 체제로는 실시간 운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데이터 장치로는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LAN이나 광 매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송수신

을 처리한다. 분산제어시스템은 플랜트 공정의 부하가 단위 공정별, 즉 여러 제

어스테이션으로 분산되어 연산수행이 빠르며 알고리즘 또는 복잡한 제어 루프의 

연결이 용이하므로 고급제어의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처리 및 관리기능이 강화되고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다

운이나 제어스테이션 다운 시 전체 시스템에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과 

제어스테이션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분산제어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분산제어시스템이 실시간 운 체제를 탑재하여 고속의 연

산 수행과 정확한 시간 내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간 분산제

어시스템이다.

분산제어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가지며, 이 네 가지 기능은 상위스테

이션 기능, 데이터 통신 기능, 제어스테이션 기능, 공통 기능이다. 상위스테이션 

기능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래픽 처리 및 데

이터를 저장하고 플랜트 공정의 계산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고, 통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환경의 시스템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이 부가되

긴 하 지만 상위스테이션 기능의 핵심은 감시 및 제어 기능이다.

이 장치는 플랜트의 정보를 제어스테이션에서 받아 알람이나 제어기록을 남기

는 이벤트 처리 및 아날로그의 추세를 보여주는 트랜드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데이터의 기록을 남기는 보고서 기능 및 망이나 네트워

크에 접속된 스테이션, 또는 프린터 등의 디바이스 진단을 제공하고, 제어스테이

션의 독자적인 처리를 위한 데이터 다운로드 및 설정치를 보기 위한 업 로드 기

능을 제공한다. 또한 플랜트 데이터 값을 적산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래픽 

환경 하에서 감시 기능도 제공한다. 데이터 통신기능은 광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

을 주로 한 통신로를 통해 전송거리가 수 km이내 이고, 분산제어시스템의 신뢰

성과 안정성을 위한 전송로이므로 이중화로 설치가 많이 되며, 공정의 특성상 동

적인 데이터를 위한 실 시간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여러 시스템과의 자원공유 및 확장성, 보수성을 위한 진단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이용된다. 이러한 기능이외에 분산제어 시스템은 플랜트 운 상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공통 기능이 존재하며, 공통 기능은 포인트의 속성을 감시하고

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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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 기술

보호계통은 액체금속로 이상 상태 시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전 관련 변수들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만약 감시상태가 안

전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정지차단

기를 개방한다. 원자로정지차단기(RTSG)를 개방하면 제어봉 제어전력이 차단됨

으로써 제어봉이 중력에 의해 원자로심으로 낙하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또한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기능에 의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고시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학적안전설비(ESF)의 작동 기능도 제공한다. 

보호계통은 A, B, C, D 네 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은 물리적 변수를 감지하는 

센서,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트랜스미터, 전기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고 멀티플렉싱하는 원격 멀티플렉서를 거쳐 보호계통 캐비넷에 

입력된다. 보호계통 캐비넷은 변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보호계

통의 기능 모듈에 제공하는 입력모듈(input module), 수집된 각각의 안전 관련 

변수들이 미리 설정된 안전제한 설정치를 초과하는지를 비교, 판단하는 바이스테

이블 모듈(bistable module), 네 개의 채널을 종합하여 변수별 트립 여부를 결정

하는 동시논리모듈(coincidence module), 모든 변수의 트립 여부를 취합하여 채

널별 트립을 최종 출력하는 원자로정지 개시모듈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개시모

듈(initiation module), 운전원의 수동 트립을 추가하는 원자로정지 개시회로 및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개시회로, 공학적안전설비의 두 개의 트레인 출력을 결정하

는 공학적안전설비작동 2/4 회로로 구성된다[구인수, 1999].

보호계통의 주기적인 시험과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패널(maintenance and test 

panel : MTP)이 보호계통 캐비넷에 포함된다. 그리고 보호계통의 일부로써 제어

실에 설치되어 운전원의 각종 수동 입력 처리와 현재 보호계통의 상태 및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운전원 모듈(operator module)이 있다.

이러한 트립 기능의 발생을 위한 각 채널의 출력 신호 생성은 아래와 같다. 

네 개의 보호계통 채널에서, 바이스테이블 모듈은 공정 감시를 요하는 안전 관련 

공정 측정값을 계측계통으로부터 입력모듈을 통해 입력받는다. 각 안전 변수마다 

각각 바이스테이블 기능이 있으며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측정된 안전 변수와 미

리 설정된 설정치를 비교하여 트립 상태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 변수의 특성에 

따라 원자로 기동과 정지 시에 불필요한 트립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 변수에 대

한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막기 위한 운전 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우회는 안전 변수 값이 기설정된 범위 내에 있을 때 각 채널마다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입력되며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또한 바이스테이블은 또 다른 설정치로부터 플랜트의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

기 위한 예비트립 신호를 생성한다. 예비트립 신호는 트립 신호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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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우회에 의해 향을 받는다.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트립 출력은 자기 채널과 다른 세 개 채널의 동시논리 

모듈에 의해 사용된다. 각 채널에서, 동시논리 모듈은 각각의 바이스테이블 트립 

기능에 대한 동시논리 알고리듬을 포함한다. 동시논리 알고리듬은 네 개의 트립 

입력 상태와 각각의 트립 채널 우회 입력에 근거하여 동시 논리 출력의 상태를 

결정한다. 트립 채널 우회는 출력 운전 상태에서 트립 채널의 보수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 모듈에서 채널별로 그리고 각 트립 기능별로 

수동으로 동작된다. 채널 우회는 동시논리의 확보를 위하여 한번에 하나의 채널

만이 우회 허용된다. 네 개의 트립 입력 신호 중 최소 두 개 이상이 트립 상태이

고 네 개 트립 채널 우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동시 논리 출력의 상태는 

트립이다. 하나의 트립 채널 운전우회는 동시논리 알고리듬의 자기 채널의 트립 

입력을 무효화하고 남은 세 개 중 두 개의 보팅(voting) 논리로 변화시킨다.

원자로 정지 개시 모듈과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은 동시논리에서 판단된 

트립 신호를 입력받아, 트립 및 개시신호의 불필요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

부적인 지연 루틴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각 변수별로 원자로 정지 신호와 공

학적안전설비 개시 신호를 아날로그 회로부로 출력한다.

최종적인 구동 신호 생산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부는 최종적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를 생산하기 위한 모듈로서 개시 모듈에서 생산된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

전설비 개시 신호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정지 스위치 기어와 공학적안전

설비 구동단으로 입력시킨다. 구동단의 입력 신호는 보호계통에서 생성되는 자동 

구동 신호와는 별도로 운전원의 판단에 의해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안

전설비를 개시할 수 있는 수동 스위치의 입력을 받아 개시 모듈의 출력 신호와 

조합하여 최종 구동단으로 보내진다. 원자로 정지 회로부는 원자로정지 스위치 

기어를 구동시키고 공학적안전설비 회로부는 관련 구동 신호를 생산한다. 이러한 

회로부는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구동신호 생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백업 수단의 의미도 가진다.

운전원 모듈은 제어실 운전원의 보호계통 관련 수동 작동과 상태감시 기능을 

제공한다. 수동작동 기능에는 운전우회, 설정치 수동리셋, 트립채널 우회 등이 포

함되며 상태감시는 모든 변수에 대한 입력상태, 트립상태, 우회상태, 시험결과, 

각종 경보 등을 포함한다. 유지보수 패널은 보호계통 캐비넷에 장착되어 보호계

통 전체의 주기적인 시험과 보수 기능을 담당한다. 유지보수패널은 자동시험의 

개시 및 결과 검사, 모듈별 자체시험 결과 검사, 보수요원용 각종 수동개시 스위

치와 상태표시를 위한 인간기계연계 설비 기능 등을 보유한다.

디지털 안전계통의 안전성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세그먼트와 분할 개

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보호계통을 설계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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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수평적으로 분산된 세그먼트 개념은 원자로 입력 

신호를 원자로 과도 현상에 따라 다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도 현상에 연

관되는 두 변수를 두 세그먼트 각각으로 분산 입력하여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이

상 상태 발생시에도 보호계통 전체 입장에서 트립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채널 내에서 입력 변수의 기능적 다양화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설계이다. 두 번째로 각 세그먼트 내에서는 계측계통부터 

원자로 정지 모듈까지의 기능을 각각의 하드웨어 모듈로 할당하여 상호 독립적

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분할 개념으로 이는 디지털 시스템의 단

점인 각 기능 모듈 내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고장에 대하여 알 수 없

는 오류에 대한 방어 대책이다. 하나의 기능 모듈에서 정상 신호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에 그 다음 기능에 할당된 모듈에서 이전 기능 모듈의 오류에 대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이다. 즉, 하나의 기능 모듈에서 알 수 없는 오류 발생시 

(이상 상태 출력, 무한 루프, 연산 오류 등) 다음 단계의 건전한 모듈에서 이전의 

모듈 고장 상태를 고장난 모듈 자체로 격리시키고 전체 보호계통 입장에서 기능 

수행에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회로부를 

두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최종 백업 및 고장에 대한 방어 수단을 설계한다.

3.3.5 감시진단계통 설계기술

원자력 플랜트에서의 감시진단은 제어 및 보호기능을 기계가 직접적으로 수행

하지 않고, 이를 운전원에게 인식시킴으로서 운전원의 제어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기술을 갖는 전통적인 계측제어시스템에

서는 계측계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감시

진단 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정착

되었다. 계측계통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계측계통 중 피측정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맞도록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시스템은 독립적인 감시진단계통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감시진단계통

에는 건전성 감시, 경보, 사고후 감시, 노심운전제한치 감시, 플랜트 감시계통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액체금속로에서 특히 필요한 계통 또는 기술인 

누설 감지계통, 핵연료집합체 유로폐쇄감시계통에 대해 주로 기술한다.

3.3.5.1 누설 감지계통 설계 기술

소듐으로의 물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격렬한 화학반응에 의한 원자로 과도상

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 누출 감지계통은 액금로에서는 필수적인 계통중

의 하나이다. 소규모 누출이란 물 누설을 감지기로 검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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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원자로를 트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누설을 의미한다[황

성태, 1999]. 물 누설감지에 대한 주요 기술현안은 누설감지기 기술, 배경잡음 제

거 등의 신호처리기술, 그리고 누설 거동 분석 가시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누설감지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화학적 센서와 물리적 센서로 구분할 수 있다. 

화학적 감지방법은 소듐 내 및 커버 개스내의 수소농도 또는 산소 농도를 측정

하는 방법, 소듐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고, 물리적 방법으로는 

소듐내 및 커버개스의 음향파를 측정하는 방법, 증기발생기 주위의 음향파를 측

정하는 방법, 소듐의 기포(bubble)를 측정하는 방법, 소듐 유량측정방법, 소듐의 

액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M.Hori, 1980]. 음향파 측정 방법은 피동

형과 능동형으로 나뉘어지고 이 들 중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기술적 현

안이다. 배경잡음 제거를 위한 신호처리기술로는 아나로그 필터링 기술과 디지털 

필터링 기술을 들 수 있다. 아나로그 필터링 기술과 디지털 필터링 기술의 근본 

개념은 유사하다.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해서는 A/D 변환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aliasing 오차를 줄이기 위해 아날로그 소자로 이루어진 anti-aliasing 

filter를 설계해야 한다. 의미 있는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퓨리에 변환

이나 Z-변환 등을 통해 주파수 특성과 시간의존 특성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이

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필터를 선정 설계해야 한다. 누설거동의 가시화 기술은 

잡음이 최소화된 물리적 신호를 처리하여 누설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처

리기술이다. 이는 피 측정체의 특성과 누설량에 따라 알고리듬이 개발되어야 하

며, 궁극적으로 누설크기에 대한 정보와 이에 더하여 누설위치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처리기술로는 전통적으로 사용한 시

간 및 주파수 특성 분석, 수학적인 계산 등 고전적인 방법과 인공지능, 신경회로

망 등 고급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3.3.5.2 핵연료 유로폐쇄감시계통 설계 기술

핵연료 유로폐쇄에 따른 국부적인 온도상승으로 인한 핵연료의 손상을 막기 

위해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로폐쇄감

시계통이 필요하다. 핵연료 유로폐쇄감시를 위한 기술로는 감지방법론 설정기술

과 감지방법에 대한 신뢰도 및 성능분석기술로 나눌 수 있다.

감지방법론은 각각의 노심유로출구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온도가 특정하게 

상승하는 핵연료를 찾는 간접적인 방법과 유로의 유량이나 압력을 직접 측정하

는 방법, 유로내의 기포를 측정하는 방법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접촉식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상태시 핵연료 유로를 흐르는 유체의 유동에 

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식 온도센서의 경우 고

온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센서로 열전대가 고려될 수 있는데 핵연료 유로 내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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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경우 유동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핵연료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설계

해야 한다. 핵연료 유로 출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로 출구의 유동에의 향을 

최소화 하면서 유로폐쇄 여부를 적절히 판단가능 하도록 하는 위치가 선정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의 기하학적 구조와 설치 위치에 따른 유동 향과 

개개의 온도센서가 해당 핵연료 유로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접촉식 유량센서의 경우 원자로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비접

촉 유량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비접촉식 유량센서로는 초음파센서 

등을 들 수 있는데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핵연료 구조물과 유동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제거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기포를 측정하는 방법은 경

수로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실용화 단계이나 소듐의 기포를 측

정하는 방법은 향 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이다. 기포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는 외부설치 센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

우와 초음파 등의 이용가능한 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자로 

구조물의 복잡성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힘든 실정이다.

감지방법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 분석기술 중 온도센서의 경우 온도의 물리적 

특성인 전파속도의 지연에 따른 응답시간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설치 위치선정과 연동하여 풀어야 할 현안이다. 나머지 타 센서의 경우에는 측정

신호에 결합된 잡음신호를 분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3.3.5.3 건전성 감시계통 설계 기술

기타 건전성 감시기술은 장비측면에서 볼 때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된 장비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측정위치 선정과 이에 따르는 진단 알고리즘은 

대부분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구조물의 평가와 더불어 소듐의 진동전파 특

성이나 음향파 전달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3.3.6 통신망 기술

3.3.6.1 통신망 구성요소

통신망의 구성요소는 토폴로지, 프로토콜, 전송매체, 망간 접속장치로 크게 분

류된다[김동훈1, 1996].

통신망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노드간의 통신접속을 제공하는 경로와 스위치로 

이루어진 구조”로써 통신링크와 스위칭 요소들의 배치와 접속경로를 나타낸다. 

통신망 토폴로지는 근거리망 응용으로는 성형(star), 버스형(bus) 및 링형(ring)

이, 원거리망으로는 백본형(back-bone), 그물형(mesh) 및 조합형(hybrid)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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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통신망 프로토콜은 “정보기기들간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전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약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프로토콜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의 7 계층 구조로 기능을 정의하며 각 계층별로 수많은 프로토콜 

종류가 존재한다. 7계층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

으로서, 물리계층은 인코딩, 동기화, 멀티플렉싱 및 매체연계의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링크 계층은 링크제어, 흐름제어, 에러제어,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전송매체는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물리적인 경로로써, 트위스트 페어,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및 무선이 이용되고 있다.

망간 접속장치는 통신망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통신망에 전송연

계를 갖는 구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장치로써, 일반적으로 리피터, 브리

지,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로 분류된다.

3.3.6.2 상용 통신망 기술

상용 통신망 기술은 크게 원거리망과 근거리망으로 분류하며 원거리망은 회선

교환과 패킷교환기술로 나누어지며 근거리망은 이더넷, 토큰링, 토큰버스가 대표

적이다[김동훈2, 1996]. 회선교환 방식은 공간분할과 시분할로, 패킷교환은 X.25, 

프레임 릴레이, ATM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더넷은 10 Mbps부터 Gbps까지 매우 

다양하며 토큰링은 IBM 토큰링과 토큰링의 수정형인 FDDI등이 이용된다. 토큰

버스는 ARCnet, MAP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망과는 별도로 필드버스 응용에 

이용되는 각 기기공급 업체에서 개발한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master-slave 구조의 폴링 방식이다.

회선교환 방식은 아날로그 전화 교환기로부터 시작하여 디지털 전송 응용까지 

발전한 공중전화망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술이다. 교환기의 특

성상 전체적으로는 트리 구조를 갖으며 사설 교환망 등의 국부적인 접속은 성형

의 구조를 갖는다. 물리적으로 일대일 링크를 갖으며 논리적으로는 연결지향형 

링크이다. 전송 접속 구조는 중앙의 스위칭 장치에 의하며 시간분할에 의한 고정

적인 접속 권한을 갖는다.

패킷교환은 패킷단위의 데이터를 전용로 없이 가상회선 또는 데이터 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물리적 링크는 다수 대 다수이며 논리적 링크는 가상회선

의 경우는 연결지향, 데이터 그램의 경우는 비연결지향형 (connectionless)이다. 

토폴로지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으며 접속 권한은 랜덤할당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더넷은 프레임단위의 데이터를 공통선로에 전파하는 버스형태의 구조를 갖

으며 물리적 링크는 다대다, 논리적 링크는 비연결지향형이다. 접속권한은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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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어에 의한다.

토큰링은 프레임단위의 데이터를 링형의 공통선로에 순차적인 전송구조를 갖

으며 물리적 링크는 다수 대 다수 논리적 링크는 비연결지향형이다. 접속권한은 

토큰이라는 제어방식에 의한 요구제어 방식이다.

토큰버스는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를 공통버스에 전파하는 전송구조이다. 물리

적 링크는 다수 대 다수이며 논리적 링크는 비연결지향형이다. 접속권한은 토큰

링과 같이 요구제어 방식이다.

필드의 데이터수집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통신망이라기보다는 프로세서 버스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토폴로지는 버스형태이며 물리적 링크는 일대다, 논리적 

링크는 비연결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제어 방식은 전송권한을 master가 

제어할 수 있는 고정할당형이라고 할 수 있다.

3.3.6.3 적용분야

일반 상용분야는 현재 이더넷과 ATM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표준화도 이

미 완성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도 기가 비트의 고속 전송용량으로 고도화되어 있

으나, 이들 상용 통신망은 경제성과 이용자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었기 때

문에 결정론성, 격리성, 신뢰성, 검증성 등의 특성을 요구하는 원전 안전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공장 자동화 등과 같은 산업용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망 적용 사례는 MAP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필드버스 용도로 개발된 제품은 수백 종류가 존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신방식은 대부분이 기존의 이더넷 또는 토큰 패싱 방

식을 자사 제품과 호환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어 원자력 산업 적용에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토큰패싱 방식의 경우, 토큰분실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결정론성이 존재하며, 폴링에 의한 Master-Slave 방식은 전송용량

과 격리성에 한계를 갖고 있어 원전 안전계통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원전 시스템의 경우, “안전”이란 특성 때문에 근래 들어서야 디지털 또는 컴

퓨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디지털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링크 

방식이나 필드버스 수준의 데이터 통신망이 적용되어 왔다. 또한, 자동차나 항공

기 등과 같은 안전-필수 분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적용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적인 표준안에 의한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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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기술

운전지원계통은 TMI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운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SPDS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계통이다. 이러한 운전지원계통은 기존의 SPDS가 단순히 몇 개의 안전 변

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발전소의 이상 상태에서 운전원의 의

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된 개념이

다[장귀숙1, 1998].

운전지원계통은 첫째, 운전원 행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발전소 이상 

시에 운전원의 심각한 의사 결정에 대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비상 대

응 절차를 사건기반(Event-based)에서 증상기반(symptom-based) 또는 기능기반

(function-based) 대응 절차로 바꾸어 고장을 피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

소시킬 수 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관측되면 그 증상에 따라 미리 

정의된 대응책을 연계적으로 수행하여 증상을 회복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기반의 운전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 분

기가 복잡하고 현재의 발전소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액체금속로에서는 계측 및 제어계통이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되므로 현대적인 

지식기반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신경회로망, 수학적인 모델과 통계적인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컴퓨터 기술과 도구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운전지원계통의 구현이 이전의 아날로그 기반의 시스템보다는 용이해졌다. 위와 

같은 운전지원계통이 수행하는 세부적인 기능은 원자로 감시, 컴퓨터 기반의 운

전절차 제공, 지능적인 경보 처리, 고장 발견, 진단 및 예측, 안전기능 감시, 비상

대응 지원, 공정과도 현상의 판별, 사고 진단, 성능 및 공정변수의 검증 등의 기

능을 수행하며 기존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처리계통과 특히 SPDS 혹

은 CFMS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하여 위의 운전지원계통과 연계하여 각 계통의 현

재 신뢰성 및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운전원에게 유지 보수를 요

구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액체금속로의 신뢰성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한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 기기의 고장 시에 액체금속로를 안전

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성공경로(success path)를 항상 확인하고 운전원에게 

제시하여 일부 기기의 유지 보수 중에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운전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계통의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정상

상태의 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관련 판별 

및 성공경로가 적절한 지를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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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제어실 설계기술

제어실의 목적은 플랜트의 공정기능과 안전기능을 감시하고 제어를 원할히 수

행하는데 있다. 제어실은 운전원의 플랜트 운전을 위한 연계장소이므로 운전원의 

직무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는 플랜트의 안전성과 효율

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해 최근의 제어실은 운전원의 직무 수행도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직무수행의 위해 사

용하는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인간공학의 제반원칙을 체계적으로 반 하여야 한

다. 제어실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로는 인간공학 분석 및 검증기술, MMI 

설계평가/검증기술 및 MMI 인허가 및 확인검증기술로 나눌 수 있다.

3.3.8.1 인간공학 분석 및 검증기술

인간공학 분석 및 검증기술로는 기능분석 및 할당, 직무분석, 인적 신뢰도분석

과 관련된 기술로 집약된다. 기능분석의 목적은 원자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

고하기 위해 최상위의 목표에서 하부수준의 세부기능을 여러 수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최상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잇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술이

다. 기능분석업무는 원자로의 기능정의, 설계 원자로와 선행원자로와의 기능비교 

및 기능분석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기능할당은 기능분석의 결과를 이용하

여 수행된다. 기능할당은 운전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나 운

전원의 능력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능할당은 분석된 기능을 운전

원과 기계 중 어디에 할당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기능할당을 위해서는 할당기준

이 필요하며 이를 요약하면 감지한계 및 특성과 정보처리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수행능력 기준에 따른다. 할당 방법론으로서는 기계와 운전원 중 어디에 적

합한지를 신뢰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절충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이 필요

하다.

직무란 공통적인 목적을 갖는 일단의 활동집합체를 말하며 직무분석을 통해 

플랜트 운전원이 그들에게 할당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의 행

동요건을 확인한다. 직무분석은 설계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원의 수행도 요건이 운전원의 능력한계를 초과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

야 하며, 조작기술, 훈련, 통신요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디스플레

이, 자료처리, 및 제어기 설계에 대한 상세요건의 기초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직

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는 정보요건(요구된 정보, 가용한 정보), 

의사결정요건, 반응요건, 피드백요건, 작업부하평가, 직무지원요건, 작업장 요건, 

운전조 구성과 통신 요건, 그리고 위험확인 평가 등이 있다.

인적신뢰도 분석은 PSA의 한 부분으로 수행된다. 인적신뢰도 분석은 원자로의 

MMI 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인적신뢰도의 목적은 플랜트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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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오류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인적오류가 어떻게 원자

로의 안전성에 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류하고, 인적오류의 발생시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적오류분석을 위한 주요기술로는 인적오류분석 방

법론 설정과 인적오류확률 저감기법, 인적오류분석 지원을 위한 PSA 모형정립, 

인적 신뢰도에 향을 끼치는 수행도 제고요건 정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3.8.2 MMI 설계평가/검증기술

MMIS 설계평가/검증기술은 설계가 인간공학적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운전원이 안정성과 다른 운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MMI 이용도 확인, 인간공학설

계의 적합성 확인, 종합시스템 검증, 인적 요인 문제점 확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공학/MMI의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인간기계연계 이용도 확인은 직무

분석, EOP 분석, 그리고 PSA의 중요한 행위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서 직무와 인

적행위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MMI의 모든 방향이 확인된다. 인간공학 설계의 적

합성 확인은 MMI의 모든 방향이 직무요건에 적합하고 설계사양서에 정의된 대

로 적절한지, 그리고 인간공학기준, 표준, 원칙들과 서로 부합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종합 시스템의 검증은 목적달성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 동적 직무수행

도를 평가함으로써 수행되며 주로 시뮬레이터가 사용된다. MMIS 설계평가/검증

기술을 위한 세부 기술요소로는 평가시에 필요한 기술들로서 전체 MMI 구조의 

타당성평가, 기능할당과 개인에게 부여된 직무구조의 확인, 인력배치와 인력배치 

지원을 위한 MMI의 타당성, 절차서의 타당성, 직무성취를 위한 MMI의 동적방향

의 확인, 인적오류와 시스템 고장의 허용오차 평가 및 표현 기술 등이 있다.

3.3.9 MMIS 인허가 및 확인검증 기술

MMIS 계통의 인허가 및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코드 및 표준에 관련된 내용과 

그에 따른 기술적 요건으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관련 코드 및 표준은 10CFR 

50, Reg. Guide 1.152, SECY-91-292, SECY-93-087, IEEE Std 7-4.3.2, ASME 

NQA-2, Part 2.7 등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계통의 설계를 위한 주요한 기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3.3.9.1 전자파 적합성(EMC)

IEEE Std 603, 3(7)절에서는 보호계통의 설계기준에서 그 계통이 수행해야 할 

기간에 생길 과도 및 정상 조건들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의 경우 고려되어야 조건들은 정전기 방전을 비롯한 전자파 환경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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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PRI TR-102323과 관련된 안전성평가보고서(SER)에는 어떤 플랜트의 

환경에서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들을 기술하고 있

다. 전자파 적합성 검토의 일환으로서 낙뢰 보호가 다루어져야 하며 낙뢰 보호설

비는 NFPA Std 78과 IEEE Std 665의 지침들을 따라야 한다.

3.3.9.2 컴퓨터계통의 품질

안전관련에 적용하는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 계통들이 IEEE Std 603, 

일반설계기준 1, 21, 29, 그리고 10CFR 50 부록 B의 품질 및 신뢰도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내장용 소프트웨어 포함)가 고품질이어야 한다. 하드

웨어에 적용 가능한 품질요건은 IEEE Std 603, 그리고 ASME Std NQA-1에 문

서화되어 있으며 IEEE Std 7-4.3.2에는 디지털 계통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추

가 지침들을 따라야 한다.

3.3.9.3 기기검증

10CFR 50 일반설계기준 4, 10CFR 50.49, 그리고 IEEE Std 603의 기기검증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환경검증에서 그 기기가 정상 및 최악의 환경 하에

서도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기준과 성능요건들이 만족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IEEE Std 323을 승인한 Reg. Guide 1.89는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관련 계측제

어 기기의 검증지침을 따라야 한다.

3.3.9.4 계통 건전성

IEEE Std 603과 일반설계기준 21은 모든 보호계통의 채널들이 환경, 에너지 

공급, 잘못된 기능,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악조건 하에서도 필요한 기능적 능력

을 유지해야 한다. IEEE Std 603, 5.5절에도 안전계통을 위한 유사한 요건들이 

있고 요건들에 대한 디지털 계통의 평가는 컴퓨터 건전성을 위한 설계와 시험 

및 검/교정을 내용을 포함한다.

3.3.9.5 통신 독립성

IEEE Std 603에서는 보호계통의 다중 채널들 간의 독립성과 안전계통과 비안

전계통 간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설계기준 21, 22, 그리고 24와 

같은 유사한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IEEE Std 7-4.3.2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디지털 계통의 평가에서는 데이터통신이 독립성에 미치는 향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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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안전부분과 비안전부분 간의 격리를 고려해야 한다. IEEE Std 

7-4.3.2의 부록 G에는 컴퓨터 통신의 독립성에 대한 수락 가능한 방법으로 (1) 

다중 안전급 장비는 단방향 통신로를 경유해서 통신하는 것과, (2) 안전급 계통

들은 시험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비안전급 계통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

록 하며, (3) 만약 양방향 통신로가 사용된 경우에는 계통들 간의 송신과 수신을 

위한 조정 혹은 Handshaking의 실패가 어떤 계통의 정확한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4) 통신링크의 제어는 송신계통에만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3.9.6 신뢰도

일반설계기준 21과 IEEE Std 603은 보호계통이 높은 기능적 신뢰도에 맞게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EE Std 603은 안전계통이 설계기준으로서 설

정된 신뢰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통의 설계에 대한 분

석을 요구하고 있다. IEEE Std 7-4.3.2 5.15절에 토의된 바와 같이 신뢰도 목표

치가 계통-수준에서 설정되었을 때 그 목표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려면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계통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일반설계

기준 21 그리고 IEEE Std 603의 기본적인 신뢰도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

검증과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3.9.7 공통모드고장의 방어 대비책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엔지니어링 공정들과 시험을 거친 최고급 품질의 소프

트웨어에서도 요건과 설계의 결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

와 같은 잠재적인 결점들은 공통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 구조물

로써 달성된 다중성을 파기시킬 수 있는 공통원인 또는 공통모드 고장들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컴퓨터기반 

보호계통을 채택한 설계는 SECY-93-087의 SRM에 기술된 심층방어(D-I-D)와 

다양성에 관한 규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3.10 검사 및 정비개념 설정기술

상기 기술은 운전중인 계측제어계통이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 계측제어계통 

기기가 나타내는 값의 교정이 필요한지, 자연열화 등으로 추후 고장발생이 가능

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운전중의 주기

적 시험, 계획정지 후 검사, 교체 및 교정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다. 검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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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주로 아날로그 기술로 이루어진 기존의 계측제어기기에 대해 수립된 상태

이므로 행정절차에 의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검사 및 정비개념은 자동시험이나 예측정비 등 디지털 

기술이 갖는 지능성이 이용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여기에서는 디지털화에 따

라 부각되는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기술을 언급한다. 주요 기술로는 연속 온라인 

시험, 자동주기시험, 온라인 교정기술, 예측/예방정비기술을 들 수 있다.

3.3.10.1 연속 온라인 시험기술

아나로그 계통으로 이루어진 계측제어계통의 경우 기기의 검사를 위해 보수요

원에 의한 주기적 시험이나 검사에 의존함으로써 인적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았

다.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은 연속온라인 시험이 가능해짐으로 운전원 및 보수요

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속 온라인 시험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시스템 내의 주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술이

다. 시험기능은 소프트웨어로 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장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부 기술로는 시험대상 기기준위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하

는가를 판단하는 범위설정기술과 시험로직개발기술, 시험로직으로 인한 계통자체

의 기능에 대한 장애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3.3.10.2 자동 주기시험

주기적 시험은 플랜트 운전 중 운전원에 의해 다중채널의 안전계통에 대해 시

험채널을 설정하고 이를 우회시켜 시험로직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시험이 

수동으로 이루어져 인적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

하는 계측제어계통의 경우 수동개시 자동시험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스템의 기능

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자동 주기시험의 주요 기술요소

로는 자동시험 회로의 디지털화 기술과 이를 구동하는 처리로직개발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3.3.10.3 온라인 교정기술

기존 플랜트의 경우 센서시험 및 교정은 설치 전에만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가동 후에는 주로 루프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센서의 교정에 난점을 지닌다. 스

마트 센서를 이용할 경우 센서의 드리프트 및 기능저하에 대한 추이를 자체적으

로 관찰 기록함으로써 일정한 문턱값을 지날 경우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교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 값의 예시가 필

수적이다. 예를 들어 온도센서의 경우 아나로그/디지털 변환모듈내에 표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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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내장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정센서를 교정할 수 있다.

3.3.10.4 예측정비기술

기존 원전의 불시정지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기의 자연열화에 의한 오동작으로 

원자로가 트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의 자연열

화는 약 4-5년 주기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구인수, 1994], 이를 바탕으로 부

품의 교체 주기가 설정된다. 이는 예방정비의 일환이다. 그러나 개개부품의 자연

열화 주기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열화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경

우 모듈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발생 이전에 예측하여 정비가 가능하다. 예측정비

를 위해서는 자연열화 또는 오동작에 대한 패턴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

트웨어를 통해 예측정비 논리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세부기술로

는 부품의 고장예측패턴개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한 모듈의 고장시에 타 모듈이 향이 없도록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운전중 모듈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기술이 필요하다.

3.3.11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3.11.1 국내 기술개발 현황

3.3.11.1.1 계측계통

계측루프에 대한 분석기술은 기존 경수로 설계시 대부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루프에 대해서는 국부적인 분석고려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

고 전 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제반 분석기술은 현재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산업체에서 사용되는 공정센서의 경우 대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원전의 품질등급을 만족하는 공정센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신호

조정 및 처리기술의 경우 센서를 도입할 때 신호조정 및 처리장비는 센서와 한 

패키지로 도입됨으로 센서의 기술현황과 동일하다. 신호전송기술의 경우 아날로

그 신호전송은 계측루프의 한 부분으로서 센서와 같이 취급된다. 디지털 전송의 

경우에는 관련 장비를 제작하여 원전에 적용한 적은 없으며, 단지 연구개발 수준

에서 결정론적인 통신망 구조를 설정,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바는 있다.

스마트 센서의 경우 일반산업체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세계의 기술 추세에 발 맞추어 산업체 및 학계에서는 마이크로 센서의 개발

이 광법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초기 형태의 스마트센서가 

일부 비안전 루프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현황으로는 각 대학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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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에서 원 칩 스마트센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원자력 연구소의 경우 디지털 

감시계통 관련 개발과제를 통해 계측루프를 종합적으로 디지털화는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초보적 수준의 스마트 계측루프이다. 전자식 유량계와 

같은 비접촉식 공정센서의 경우 산업체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며 원전에서도 이

미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초음파 센서 등도 일부 비안전 루프에 적용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 맞는 고온용 핵계측기는 현재 전무하며, I-NERI 과제를 통해 원자

력연구소와 미국 연구기관간에 고온용 핵계측기를 연구개발 중에 있으나 이는 

제한된 측정 역을 갖는 노내용 핵계측기이다.

3.3.11.1.2 제어계통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PLC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 계통을 도입하여 운전

하고 있다. 아직 아날로그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념이 아니라 제어기 부분만 산업

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PLC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아직 

초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KNICS 과제, 전력기술원, 우리기술 

등이 원자력 발전소 제어계통을 분산제어계통으로 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시제

품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 일반 산업계에서

는 이미 많은 분산제어 방식으로 제어계통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같은 제품에 신

뢰성 및 고장에 강인한 구조 및 기능을 추가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3.3.11.1.3 원자로 보호계통

현재 국내에서는 울진 5,6호기를 목표로 디지털 보호계통이 설계되고 있다. 설

계되는 디지털 보호계통의 제품은 미국 Westinghouse사의 제품을 도입하여 설

치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현재 이미 정해진 보호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계통의 구조 및 기기를 KNICS, SMART 등의 과제에서 추진 중에 있으

며 관련 산업계에서 원전의 안전 계통에 적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3.3.11.1.4 감시진단계통 설계기술

기존 경수로에 대한 감시진단기술은 중장기 과제를 통해 연구소, 학계, 산업체

가 참여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90년 대 중반의 디지털 감시기술 개

발과제에서는 건전성 감시계통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금속파편감시계통, 음향

누설감시계통, 진동축감시계통에 대한 국산화 기반이 마련되었다[구인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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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보 및 진단계통에 대한 연구도 중장기과제로 진행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

다[함창식, 1996]. 현재 KNICS 과제에서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

행중이다. 또한 I-NERI 과제를 통해 상태감시(condition monitoring)기술이 진행

되고 있는데 주로 첨단 센서의 활용과 이에 대한 신호처리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액체금속로 특유의 누설감지계통은 소듐기술개발과제를 통해 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음향탐지시스템과 수소센서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험을 통

해 기초적인 데이터는 산출된 상태이다. 향후 이를 계통설계인자를 고려하여 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연료 유로폐쇄감시계통의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경

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3.3.11.1.5 통신망 기술

국내 원전의 경우, 울진 5,6호기부터 통신망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비안전

망의 경우에는 상용망을, 안전망의 경우에는 산업망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외국의 제품과 기술에 의한 것이다.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은 

SMART와 KNICS를 통하여 안전계통을 위한 통신망 개발이 현재 시도되고 있

다. SMART의 경우에는 광 스위칭 장치를 적용한 회선교환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중이며, KNICS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망의 한 종류인 Profibus를 원전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3.3.11.1.6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기술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기술은 PSA 기법을 응용한 원

전의 비상운전지원시스템(KOSSN)[박창규, 1993], 규칙기반의 원자력발전소의 온

라인 운전지원에 관한 연구[강기식, 1995], 냉각재 펌프의 건전성 감시를 위한 전

문가 시스템[구인수 1996] 등이 있으며 학계에서도 경보 진단이나 지식처리형 원

자력발전소 운전지원 시스템이 많이 연구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

된 전체 발전소에 대한 계통은 없으며, 부분적인 적용 및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3.3.11.1.7 제어실 

기존 경수로의 제어실은 KOPEC에 의해 설계되었다. 기존 아나로그 형태에 

기반을 둔 한국표준원전의 제어실의 설계는 개량형 원전의 요건을 따르지 않았

으므로 제한된 인간공학적 업무분석 및 검증만 시도되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기반의 제어실에 대한 주요 연구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90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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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차세대 원자로 설게기술개발과제가 그 예이다. 여기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기능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이를 설계에 입력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SMART 제어실은 디지털화된 제어실이므로 전규모의 인간공학

적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기능분석이 이루어져 MMI 설계에 조금 

반 되고 있는 상태이나 보다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3.3.11.1.8 MMIS 인허가 및 확인검증기술

원자력 연구소 주관으로 중장기과제를 통해 계측제어 시험검증기술 연구를 수

행한 바가 있다[권기춘1, 1996]. 이는 디지털 시스템의 채택에 따른 제반 인허가 

현안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디

지털 계통의 인허가 현안, 특히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의 기반을 마련하

다. 또한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검증하

는 기초장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3.3.11.1.9 검사 및 정비개념 설정

국내에선 아직까지 종합적인 연구과제로 수행된 적은 없다. 그러나 각 계통개

발관련 연구과제시 이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KNICS

의 디지털 보호계통 개발과제에서는 자동 온라인 시험, 자동주기시험 등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SMART 개발과제에서도 MMIS 계통 프로토 타입을 구현할 때 

일부 온라인 시험기능이 도입되었다. 자동교정이나 예측정비에 관해서는 국내 연

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3.3.11.2 국외 기술개발 현황

3.3.11.2.1 계측계통

계측루프 관련 국외의 기술현황은 기존의 재래식 센서, 스마트 센서 등에 대

한개발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념의 센서에 대해 원자력 환경 즉 

고방사선, 고온, 고압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외에

도 센싱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 및 핵계측센

서의 경우 기체대신 액체를 사용하는 전리형 방사선 센서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액체 Xe은 전자의 이동도가 크고, 전자증폭이나 비례성이 Xe 기체와 동일

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액체 헬륨 내에서의 진공자외선을 검출하기 위하

여 액체 He 속에 고순도 Ge 광다이오드를 넣어 검출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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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경우는 파장 변이재(wavelength shifter), 광파이프, 광전증배관이 필요 없

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된다.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이동

가능하고, 고 해상도를 갖으며, 기계적으로 냉각되는 반도체 방사선 센서를 개발

중이다. 광섬유를 이용하여 온도센서를 개발중에 있다[허섭 1998]. 여기에는 반도

체 필터형, 적외선 방사 방출형, 광로 차단형, 형광 강도 검출형, 마하젠더

(Mach-Zender) 간섭계형, 패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형 등을 포함한다. 스

마트 센서의 경우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는 마이크로 크기의 원칩 마이

크로 센서의 개발이 한창이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 센서와 비교하여 차세대 스마

트 센서라 불릴만 하다.

3.3.11.2.2 제어계통

국외 원자력발전소는 Westinghouse 사의 Ovation 제품이 발전소 제어 계통을 

위한 분산제어계통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완성된 발전소가 없다. 유럽

에서는 독일 Siemens 사의 Teleperm-XP 제품이 분산제어 방식을 채택한 완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RTP 사에서도 원전에 적용 가능한 분산제어 

체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외 제품은 아직 정확한 사양은 공개

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로만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마도 일반적인 분산제

어 체제에 원자력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및 가용성 부분을 강화한 제품의 형태로 

추정된다.

3.3.11.2.3 보호계통 

국외에서는 미국의 Westinghouse의 PLC 기반 제품, Framatome의 STAR 모

듈, Foxboro의 SPEC200Micro 제품, 독일의 Teleperm-XS 제품 등이 있으며 구

체적인 사양과 하드웨어적인 특징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이 상용 등급 기기

의 변형을 통한 자체적인 완제품 형태의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3.3.11.2.4 감시진단계통 

경보진단 관련 연구는 ABB-CE, WH, 및 Halden 등에서 전산화된 경보처리

계통을 개발하 다. 여기에는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의 억제 및 감

축을 포함하는 경보의 축약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함창식, 1996]. 미국의 각 원

자력 관련 연구소에서는 감시진단에 이용되는 특수센서 및 신호처리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LNL, ORNL, SNL 등을 들 수 

있다[이동 , 2000]. 감시진단과 관련된 주요연구로는 구조물 건전성 및 상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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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광학센서, 부식 센서, 방사선 센서 등과 이를 신호처리하기 위한 각종 

필터링 방법과 감시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액체금속로 관련 물 누설감지계통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프랑

스 등에서는 소듐-물 반응에 의한 물 누설감지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음향 검출

방법으로는 러시아가 수동형을 통해 가장 검출특성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일

본의 경우는 능동형에 대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황성태, 1999].

3.3.11.2.5 통신망

프랑스 프라마톰의 N4, 캐나다 AECL의 CANDU 9,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AP600 및 구 ABB-CE의 Nuplex 80+ 등에서 비안전망과 안전망에 대해 이미 설

계 또는 구현하 다[김동훈2 1996]. 이들 통신망의 특징은, 비안전망의 경우에는 

이더넷 등의 상용망 기술을 적용하 으며 안전망의 경우에는 데이터링크 또는 

필드버스 방식의 산업망 개념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

다. 그러나, 이들 통신망은 안전계통과 비안전 계통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각 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 산업 적용을 위한 결정론적, 검증성, 신뢰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통신망 기술 표준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3.3.11.2.6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기술

국외에서는 많은 수의 운전지원계통이 개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 개발된 안전진단 시스템인 ICS-EXPERT, 비

상대응 데이터 시스템인 ERDS, 실시간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인 DISYS/DICON 

등 많은 계통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사고 진단을 위한 DISKET, 증상기반 운전

원 지침 시스템인 INS 등이 있다[Bernard1, 1989]. 그 외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

서도 많은 수의 운전지원시스템이 연구 개발되었으나 국내와 유사하게 아직까지 

전체 발전소에 대한 완성된 계통은 없으며, 부분적인 적용 및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3.3.11.2.7 제어실 설계기술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방법론을 

적용하여 첨단제어실을 설계 및 설치하여 운전 중에 있거나 인허가를 받은 상태

이다. 특히 프랑스의 N4 제어실과 일본의 Ohi-3, 4호기, 캐나다의 



- 153 -

CANDU[S.K.W. Yu, 1998] 등은 전 제어실을 컴퓨터화하므로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동 , 2000]. 미국의 WH AP600[WestingHouse, ], ABB-CE의 

NUPLEX80+[함창식, 1994] 등도 컴퓨터 기반의 제어실을 설계하여 인허가를 획

득하 으나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인간공학 분석 및 확인 업

무와 관련하여는 캐나다의 CANDU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기능분석 

및 할당, 직무분석을 통해 이를 설계에 반 하 다.

3.3.11.2.8 MMIS 인허가 및 확인검증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디지털 기술의 채택에 따른 인허가 현안

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이동 , 2000]. 미국의 경우 LLNL에서는 소프트웨

어 안전 관련 절차서,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기준, 디지털 시스템의 실시간 기준,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기반 계통의 확인검증 승인기준 평가, 공통모드고장/심층방

호/다양성 평가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 위해도 해석 지침서 및 기준 등을 개발하

고 있다. NRC에서는 ORNL과 공동으로 개량 계측제어계통의 환경검증, 

EMI/RFI 허용기준, 연기의 향 등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유

럽의 경우도 유럽실정에 맞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현안에 대해 집중 연구중

이다. 댸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다.

3.3.11.2.9 검사 및 정비개념 설정

현재 자동 온라인시험이나 자동 주기시험의 경우 스마트 센서가 아니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형 원전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추

세이다. 반면 자동교정의 경우 센서와 관련된 기술로서 이는 스마트센서의 적용 

위에서 비로소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자동교정기능을 갖는 스마트센서를 개발하

는 연구는 많이 진행중이고 완성한 경우도 많지만 원전에 적용한 적은 BOP 부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미국 EPRI의 경우 계측제어계통 개량계획을 통해 

스마트 센서의 개발을 수행중에 있으며[Integrated, 1992], 여기에 자동 시험 및 

자동 교정 더 나아가 예측정비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허섭 1997]. NRC의 지원을 

받은 AMS(Analysis and Measurement Service)사의 경우도 계측기 교정업무 감

소를 위해 스마트 센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H.M 

Hashemian, 1992]. ORNL도 스마트 온도센서의 개발을 통해 자동교정기능을 부

여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F.R. Ruppe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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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합

3.4.1 유체계통 설계기술

유체계통 설계기술 개발 측면에서 지난 수년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의미 있는 시기 었다. 즉, 유사기술인 경수로에 대한 계통설계 기술은 확보되었

지만 액체금속로에 대한 설계 기술은 전무한 상태에서 액체금속로의 계통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계통설계 기술의 기본을 갖추게 된 

시기 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동안 진행되어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

0∼2001)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액체금속로 NSSS에 대한 개념설계 개발이 이루

어졌고 이에 따라 계통 설계기술이 PHTS, IHTS, RHRS, SGS 및 계통의 종합

화 기술과 BOP 연계 처리 기술의 개발과 같이 액체금속로 NSSS의 개념설계 수

행에 필요한 수준에서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지난 1, 2 단계에서의 기술개발은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기술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단계 기에 그 기술 개발 특성이 해외 기존 기술의 국산화적인 성

격이 강했었으나 3단계 시작 년도인 2002년부터는 지난 1, 2 단계에서 개발한 계

통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통 개념의 창출 및 이의 설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가 진행되어 1, 2 단계에서 개발된 계통설계 기술 중 취약 부분이었

던 기존 개념보다는 개선된 성능의 계통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다양한 액체금속로 노형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노형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 개념

보다 더 우수한 설계 개념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잔열제거 계통

에 대한 독자적으로 개발된 설계개념을 이용하여 피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최초의 액체금속로 설계인 KALIMER 설계의 용량을, 150 MWe에서 600 MWe

로 증가시키는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설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 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증가

하고 더불어 고가의 IHTS를 NSSS에서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계

통설계 개념을 창출하여 이의 기본적인 성능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의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 연구가 지난 단계까지는 해

외기술의 국산화 수준에 머물 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제무대에서 국내기술의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향 및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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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더불어 액체금속로의 산업적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 역시 

이루어져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중의 한 연구주제인 가스 

터빈 사이클의 액체금속로 적용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착수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액체금속로의 원천적인 설계방법론을 완

전히 국산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선진 외국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

통 개념을 개발할 예정이다.

3.4.2 유체계통 전산해석체재 기술

액체금속로는 사용되는 냉각재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수로 기

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액체금속로에서의 전산해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 중장

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

동안 수행된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0∼2001)를 통하여 계통의 

설계 개발 및 해석에 필요한 전산체제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산체제는 계통 설계개념 설정과 개략적인 과도 특성에 초점

이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계통 제어 및 미세 변화에 대한 분석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연구 개발 3단계에 들어선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전산해석체제를 

바탕으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및 과도특성 해석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진

행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통 성능해석체제에서는 NSSS 계통성능분석 코

드인 LSYS는 원자로가 정지된 직후 계통의 병렬회로의 자연대류 유동에서 발생

하는 역류현상에 대한 해석능력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펌프 관성보완장

치의 미세 설계요건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소듐 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해석 코드인 SELPSTA 코드의 해석 능력의 정 성을 증가

시키는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NSSS 주요기기를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기 성능분석 코드 측

면에서는 전자펌프에서 유동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펌프 맥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중간 열교환기의 최적설계를 위한 

연구개발과 신개념 증기발생기 이용의 NSSS 특성 해석과 같이 새로운 설계 개

념에 대한 해석 기술 연구 등 액체금속로 계통설계의 전산해석 체제의 수준 및 

적용범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 개념 설정에 필수적이나 아직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열유동 해석기술, 자유액면 요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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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술 및 전자펌프 유동 불안정성 해석기술과 같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

은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4단계 말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유체계통 전

산유체 해석 기술을 완성하면 선진국 수준의 유체계통 전산해석 체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4.3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기술

액체금속로 계측 및 제어 계통은 액체금속로의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원

자로 계통과 다른 부분을 제외하면 많은 부분에서 경수로에서 개발된 설계개념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은 액체금

속로와 기존 경수로 노형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측 및 제어계통의 독

특한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설계개념을 개발하는 일이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의 주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지난 1∼2단계의 업무를 통해서 액체금속로 계측 및 제어계통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기존 경수로에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

을 평가하고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선정된 항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 다.

액체금속로에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소듐 냉각재

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 감지계통, 노심 유로폐쇄 현

상 감지계통 및 열용량이 큰 풀형 원자로의 제어개념 설정에 대한 항목들이 도

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소듐-물 반응 현상 감지계통에 대

한 연구는 소듐-물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빠르게 반응 현상을 감지하여 대규

모 사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처계통을 작동시키기 위한 연구와 감지 계통의 신

뢰도를 향상시켜 원자로 계통의 가동률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노

심 출구 유로 폐쇄 현상도 소듐-물 반응 사고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또한 열용량이 큰 풀형 원자로의 경우 기존 경수로 제어 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본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개념을 평가한 결과 액체금속로의 경우 경수로 제어 개념과 많

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ALIMER 원자로에 가장 적합한 제어 개념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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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금속로 기계 설계

4.1 기계 설계 개요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설계기술 분야의 기술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일본, 국, 

러시아 등은 과거 40여년 동안 실험로, 원형로 및 실증로의 설계/건설과 운전경

험을 통하여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개발과 관련된 각

국은 최근 개발 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기계계통 핵심기술인 고온/박막구조물 

설계해석기술, 지진하중 저감기술개발 및 주요기기 개발과 발전소의 경제성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액체금속로 개발은 후발국이

지만 자국의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축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활발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GEN-Ⅳ 원자로 후보 개념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원자로는 고온 운전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박막 원자로 구조물의 설계해석기술은 기계분야 핵심기

술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국은 고온구조 재료개발, 고온 크립-피로 

평가, 좌굴평가, 노심지진해석기술, 원자로계통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개발과 원

자로 기기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관련 구조시험 및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액체

금속로 기계계통 설계에 사용되는 ASME-NH, RCC-MR, BDS, R5/R6 등의 설

계 및 평가코드를 개발하고, 설계코드의 보수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

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ANSYS, ABAQUS, SYSTUS, CASTEM-2000, 

FINAS, NASTRAN 등의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나라

들로서 고도의 비탄성변형 해석이 필요한 고온구조해석 기능 중 일부를 FINAS, 

SYSTUS, CASTEM-2000 코드 등에 장착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 

설계검증과 전산체제 검증을 위한 방대한 규모의 고온 재료시험과 구조시험을 

수행하여 재료 데이터베이스와 구조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온 박막 원자로용기 좌굴평가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좌굴거동에 관한 많은 시험과 해석을 수행하여 이를 액체금속로 설계코드인 

RCC-MR에 반 하고 있다. 미국은 고온 원자로 구조건전성 평가코드인 ASME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H에 고온 구조설계시 반드시 만족해야 할 좌굴하

중 한계에 대한 요건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

에 대한 좌굴설계 지침서 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험과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시험적 결과에 기초한 지진좌굴 설계지침을 제시한 바 있

다. 액체금속로 개발에 적극적인 인도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일차냉각재 향 

등을 고려한 실제적인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에 대한 지진좌굴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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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로 노심지진해석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해석코드 개발에 많은 노

력을 들이고 있으며 프랑스 CEA의 CASTEM2000 코드, 일본 JNC의 FINAS 코

드, 인도 IGCAR의 CORE-SEIS 코드, 일본 Mitsubishi의 FINDS 코드, 일본 

Hitachi의 SAFA 코드, 일본 Toshiba의 SALCON 코드, 그리고 러시아의 

DINARA 코드가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노심에 대한 시간이력

지진응답 해석코드인 SAC-CORE2.0 코드와 노심지진 해석모델링에 필요한 덕트

간 유체간격에 따른 유체부가질량과 감쇠를 결정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코드

인 FAMD 코드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 SAC-CORE2.0 코드에 대한 유체속 노

심지진해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랑스 CEA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한 필수적인 핵심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액체금

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을 상용 액체금속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필수적

인 현안 기술은 다음과 같다.  

- 200°C의 소듐 내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온 초음파 센서의 설계 및 

제작기술 

- 고온, 고방사능 환경하에서 작동하는 정 소형 로보트의 설계/제작 및 원격

운용 기술

- 소듐 내부에서 초음파 펄스의 송수신 및 고분해능을 갖는 소듐내부주사 초

음파 상처리기술  

-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시 소듐-물 반응 조기탐지용 수동 및 능동 음향누설 

탐지 기술 개발

고온/박막 원자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최근 개념이 제안된 

대부분의 원자로는 상용화 단계에 있는 수평방향 면진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

으며, 2020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3차원 면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차원 면진기술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3차원 

면진장치 개발에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액체금속로 LBB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비탄성 해석평가절차 개발을 

위해 CEA를 중심으로 고온설계지침인 RCC-MR의 부록으로서 "Guide for LBB 

analysis"에 관한 A16절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국은 R6의 Appendix 9 (A procedure for Leak-Before-Break 

Assessment)에서 LBB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온 크립 향을 

고려한 절차를 개발하여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4.1-1과 같다. 



- 165 -

표 4.1-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분석

기술분야 국외수준 국내수준

액체

금속로

설계평가

코드

- ASME-NH(미국), 

RCC-MR(프랑스), R5( 국), 

BDS(일본) 등 고온구조 

설계코드의 과도한 보수성을 

줄이는 연구개발이 진행중임

- 국내 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본 과제  

1, 2단계에서 ASME-NH를 설계/해석에 적용 

하 으며, 다른 코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정도임.

- 기술격차: 선진국 대비 30%

기계구조 

개념설계

- 이미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를 설계/운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자료를 확보

- 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경험을 갖고 있지만 

개념설계 경험이 KALIMER 개발이 처음인 

관계로 타당성 있는 개념을 독자적으로 도출 

하는 것에는 경험과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국제공동연구 필요). 

- 기술격차: 선진국 대비 50%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 기술

- 이미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 

를 설계/운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자료를 확보 

- 고온구조 설계해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비탄성 해석 

코드는 계속 보완 중에 있음

- 개념설계단계에서 고온구조해석 및 건전성 

평가가 일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시험 

기술은 초기 단계임.

- 기술격차: 선진국 대비 40%

원자로 

건물 

면진기술

-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면진 

설계지침서를 개발하고 일반 

건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용으로도 

개발하고 있음.

- 최근에는 3차원 면진 설계 및 

장치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반건물에는 일부 적용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용으로는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임.

- 3차원 면진장치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일부 앞서 있는 

분야로 일본/프랑스 등으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고 있음.

- 기술격차: 일부 선진국 대비 80%

노심지진

해석기술

-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 

금속로 노심 지진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 시험 

장치를 갖추고 이를 모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

- 경수로에는 상용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지 

만 액체금속로 노심구조는 하부지지방식, 고  

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으로 노심 

집합체의 진동 및 지진건전성평가기술이 빈약 

한 상태로 일부 해석적인 접근만이 있음.

- 기술격차: 일부 선진국 대비 30%

국내는 1∼2단계를 통해 기계계통 개념설계를 위한 각 분야간 연계체계를 구

축하고, 150MWe 용량의 고온 원자로구조물 형상 및 기기배치설계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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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고온환경 구조물에 대한 비탄성거동 해석체제를 

일부 갖추었고, 고온구조물에 대한 건전성평가는 각국의 평가코드를 추적하는 수

준이며, 지진해석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외국은 실험로, 원형로, 상용로를 설계․건설․운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530℃ 

이상의 고온 냉각재와 접촉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관, 기기 등에 대한 고온

크립, 열피로, 좌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더불어 고온특성이 강화된 재료개발, 3

차원 면진 적용성 연구, 구조 최적화를 통한 경제적 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액체

금속로 고온구조 설계코드는 미국의 ASME-NH, 프랑스의 RCC-MR, 일본의 

DDS, 국의 R5 등이 개발/보완되고 있으며, 고온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 해석

기준 및 건전성 평가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있다. 

4.2 기계계통 설계기술

4.2.1 원자로계통 구조설계기술

4.2.1.1 원자로구조물 구조형상설계기술

모든 원자로구조물 설계와 마찬가지로 설계관점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약점을 

피하도록 하며, 계측과 결함검사 및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 용접부위는 응력집중

이 발생되는 부위이므로 손상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설계약점이므로 

되도록 피해야 한다. 특히 기하학적 불연속부위에서의 용접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야 한다. 

Superphenix에서는 상부내부구조물의 원자로헤드와의 연결방식으로 연장 플

랜지 형식을 취하 고, EFR의 상부내부구조물은 원자로헤드 상단에서 상부내부

구조물 상단으로 관통되는 36개의 볼트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되었다. 궁극적으

로 상부내부구조물의 진동과 지진거동은 시험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어봉구동

장치의 미끄럼 부위와 제어봉 끝과 덕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의해서 진동은 

피할 수 없다. 설계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들에 의한 손상이 수명동안 견딜 수 있

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상부내부구조물 감시와 관련하여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특별한 온도 그리고 진동에 대해 계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측은 

구조물 거동을 표현하는 주요위치에 열전대와 변형률센서를 설치한다. 추천 위치

는 상부내부구조물 외부표면, 제어봉보호관 내측, 상부내부구조물 바닥 및 중간

판 위치 등이다. 이들 계측은 가동시험 결과에 의해서 구조물의 열수력적 그리고 

기계적 거동이 설계해석과 일치하는 지와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제어봉보호관과 계측기보호대가 노심 상단으로부터의 위치하는 거리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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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학적 계산으로 결정되고 시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보호관 위치는 노심출

구 소듐 유동패턴에 대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열전대의 위치는 감시하는 

핵연료집합체의 냉각재 출구 온도를 가장 잘 계측해야 한다. KALIMER에 있어

서 상부내부구조물의 비대칭성은 상부내부구조물 주위의 유동분포가 비대칭적이 

되어 구조물에 고응력 부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구조물 하부

와 계측기 부위의 유동분포 계산이 요구되며, 이는 FIV 현상에 대한 위험이 있

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상부내부구조물과 제어봉보호관에 의한 원자로 헤드 관통부에 대한 적절한 차

폐설계가 필요하다.

EFR 상부내부구조물 설계를 위해 프랑스에서 수행한 JESSICA 열 수력시험

은 핵연료집합체 출구유속 측정, 동일 반경 상에 위치한 각 집합체 출구 내의 온

도측정, 고온 풀 일부 주변에서의 유속 측정, IHX 입구에서의 소듐 유속 측정, 

소듐 자유표면 거동파악 등이며, 특히 핵연료집합체 상단과 열전대 사이의 거리

를 -30㎜에서 120㎜ 사이에 위치하면서 최적의 온도측정 위치를 찾은 결과 30㎜

가 되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 자료는 상부내부구조물과 계측기의 위치설계를 보

완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원자로 노심지지구조물에는 단순치마형과 분리형이 있다. EFR에서 채용한 분

리형인 경우 노심지지구조물이 지지받침대 위에 놓여 상대 미끄러짐이 허용되는 

구조로 조립이 용이하며, 단조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용접부가 없어 가동중

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설계가 복잡해진다.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와 내부구조물은 고온풀 자유액면 부위에 축방향 온도

구배와 반경방향 온도 구배가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큰 열응력이 발생한다. 고온

풀 자유액면이 상하로 변동하는 과도운전조건에서는 고온 구조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원자로용기의 구조손상을 방지하는 설계개념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의 열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념은 설계방식에 따

라 저온소듐 순환방식, 고온소듐 접촉방식 그리고 고온소듐 격리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로 저온소듐 순환방식은 고온 소듐이 원자로용기 벽면에 직접 접촉

하지 않게 하고 저온풀의 소듐을 원자로용기 내벽면을 따라 흘려주어 원자로용

기가 크립효과가 작은 400℃이하의 저온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Superphenix와 유럽 EFR과 같은 풀형 액체금속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계개념

이다[Aita, 1985; Borsoi, 1991]. 이 방식은 고온소듐이 직접 용기에 닿지 않게 함

으로써 열응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념이지만 유체 유발 진동에 의한 

불안정한 overflow 발생으로 열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내부구

조물 형상이 복잡하며 가동중검사가 용이하지 않고 보수유지가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둘째로 고온소듐 접촉방식은 소듐 순환이 없는 간단한 구조로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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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고온 크립 역(425℃ 이상)에 바로 노출되지만 구조 단순화에 의한 불확

실성 제거를 목적으로 일본 CFBR에서 채택한 방식이다[Inagaki, 2000]. 셋째로 

고온소듐 격리방식은 환형의 배플구조물을 설치하여 고온소듐을 격리시키고 고

온소듐과 저온소듐의 액위차에 의한 가스공간을 확보하여 원자로용기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PRISM과 우리나라의 KALIMER가 채택

하고 있다[한도희, 2002]. 대용량 액체금속로인 Superphenix(1300MWe)와 

EFR(1470MWe)은 저온소듐 순환방식을, CFBR(1500MWe)은 고온소듐 접촉방식

의 열손상 방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RV 외부는 단열되어 있다. 

4.2.1.2 원자로헤드 및 지지구조물

4.2.1.2.1 원자로헤드

원자로헤드의 형상은 BOX 구조와 판 구조로 나눌 수 있고, 현재 새롭게 설계

되는 형식은 판구조이다. 판구조에서 몇 개의 판으로 용접되는가에 따라 몇 가지 

설계개념이 있을 수 있다. 단일판인 경우 링기로 공장에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직경이 10m 이내이고, tap, bore, mill, face, slot, contour를 위해서 무게는 500톤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S-PRISM의 경우 2개의 판으로 단조되고 subvert라는 점

진적인 submerged arc로 용접된다. EFR의 경우는 여러 판재의 narrow gap 

welding으로 만들며, 두께가 85cm이고 직경이 17.2m이다. 단일판 원자로헤드의 

장점은 원자로헤드 강제 냉각장치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S-PRISM의 경

우는 원자로헤드 온도가 121℃로 낮다. 또한 단열과 차폐체를 포함하는 용접 박

스 구조물에 대한 ISI의 필요성이 적어져 유지 보수비가 저렴하다. 이로부터 가

능하면 적은 조각 개수로 제작하는 것이 경제성 관점에서 유리하다.

4.2.1.2.2 원자로지지구조물

액체금속로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형상은 면진설계의 채택유무와 면진계통의 

설치 위치 및 원자로헤드의 구조와 긴 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면진

계통의 설치 위치는 원자로의 상단과 원자로 하단에서 지지하는 방식이 있으며, 

격납 경계와의 연계, 헤드접근구역에서의 작업성 및 가동중검사 요건도 고려해서 

적합한 형상이 결정된다. 

면진설계를 채택하지 않으면 지진하중이 커지게 되므로 지진하중에 의한 과도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사이에 지진키(seismic key)나 측면키(lateral 

key)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면진설계를 채택하지 않고 지지방식을 하부

지지로 하게 되면 전체 원자로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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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두꺼워져야 하고 또한 좌굴 향을 평가해야 한다. MONJU는 상부지지

방식을 채택하면서 수평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로 하부에 지진키를 설치하여 

수평거동을 구속하 고, BN600과 BN800은 두꺼운 상부데크를 만들어 원자로구

조물과 기기들을 분리형 상부데크에서 지지하면서 원자로용기 하단에서도 지지

하는 복합방식을 사용하 다. Phenix와 EBR-Ⅱ도 Roof와 상부데크를 분리형으

로 하 다. 그 외 대부분의 액체금속로는 원자로헤드가 원자로용기 및 내부의 기

기들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고 원자로상부에서 원자로를 지지하는 방식을 사용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원자로지지구조물은 원자로헤드의 설계가 두꺼운 박스형태인 경우와 강판으로 

만든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원자로헤드의 운전온도가 높고 낮음에 많은 

향을 받는다. 고온 원자로헤드의 경우는 열변형 거동을 적절하게 수용하도록 고

온 지지구조설계가 필요하며, 고온 환경으로 인한 운전중 손상과 이에 대한 가동

중 검사요건이 강화된다. Superphenix와 DFBR은 박스형태의 원자로헤드를 채택

하고 지지구조는 원자로헤드 끝단에서 스커트형태로 이루어져있다. 380MWe의 

CRBRP와 400MWt의 FFTF는 강판 형태의 원자로헤드를 사용하고 있고 지지구

조는 원자로헤드의 끝단을 링타입으로 연장한 형태이다. MDP는 고온의 원자로

헤드와 그 위에 지지데크를 별도로 설치하고 원자로지지는 고온의 원자로헤드에 

역 U자형 스커트구조를 부착한 형태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 추진했던 EFR의 경

우에는 기존의 박스형 원자로헤드에서 강판 헤드로 변경되면서 원자로지지는 헤

드의 끝단에서 이루어지고, 헤드의 열변형은 롤러베어링으로 흡수하도록 하 다. 

원자로지지구조물이 원자로의 열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로헤

드를 저온헤드로 만들어 열변형을 원천적으로 작게 하거나 또는 유연한 지지구

조를 설계하여 열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지지구조와 지지바

닥 사이에 무급유베어링을 설치하여 미끄럼을 허용하여 열변형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WH사의 경수로 원자로의 지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PRISM의 원자로헤드는 강판 형태이며 지지구조는 격납용기 상단에 플랜지를 만

들어서 지지브라켓을 볼트체결하도록 하 고, 열변형은 루브라이트판으로 수용하

도록 하 다. KALIMER-150의 경우는 강판으로 만든 원자로헤드 끝단을 링형태

로 확장하여 원자로를 지지하도록 하 고, 원자로 열변형은 무급유베어링을 사용

하여 수용하도록 하 는데 KALIMER-600의 경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예상된다.

4.2.1.3 원자로계통 기기배치기술

원자로 개념 도출에 있어서 원자로의 용량에 따라 원자로용기, 배관계통, 원자

로헤드의 구조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제약사항을 검토하 다[Board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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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크기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수송할 것인가와 현장에서 제작할 것인가

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듈형인 경우 철도운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경이 6m, 

원자로용량이 500MWt 원자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듈형이 아닌 대용량의 경우

는 Barge운송이 경제성 관점에서 문제가 없고, 이 경우는 원자로 직경이 12m에 

1500MWt 이상 용량의 원자로가 가능하다.

액체금속로는 고온 냉각재가 사용되며, 배관의 직경은 고온에 따른 배관의 열

팽창 흡수를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관의 직경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열을 갖는 소듐 냉각재(1/5 of water)

와 배관 직경 제한으로 인해 배관 1개는 대략 600MWt 이하를 나를 수 있다. 때

문에 대부분의 대용량 액체금속로는 경수로에 비하여 많은 열전달 loop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개념설계중인 CFBR(JNC)은 고온배관 직경이 127㎝이지

만 특수한 배관 지지장치와 중간계통에 bellows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배관의 

크기에 문제가 없지만 bellows 사용으로 유지보수가 어렵고, 배관 지지장치는 아

직 검증된 설계 개념은 아니다.

4.2.2 원자로 기기설계기술

4.2.2.1 일차계통 순환펌프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냉각재 순환펌프에 대해서는 기존 참고문헌[IAEA- 

TECDOC-866; 김용균, 1997]에 기술현황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를 액체

금속로 상용원자로에 사용될 수 있는 크기의 전자식 펌프와 기계식 펌프에 초점

을 맞추고 취지에 맞게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4.2.2.1.1 EMP 펌프의 현황

전자식 펌프는 장치 자체의 단순성과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윤활베어링과 동

적 봉장치가 필요없다. 작은 원자로 직경이 필요한 모듈러 원자로 형식에 채택

되어 있다. 장점으로는 원자로 내부에 봉상태로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성과 신

뢰성이 좋으며, 봉을 위한 자유액면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정전에 대비한 전력

공급을 위해 관성보완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서 길이가 

4∼5m 이상 길어야 한다. 그리고 대용량이 될수록 효율이 떨어지며, 현재는 효율

이 45% 정도에 있어 용량이 작은 보조계통에 주로 사용된다. 

전자식 펌프는 사용범위가 금속유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산업에서 대용량 

전자펌프를 개발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액체금속로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한 저비용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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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로용 전자펌프는 선형유도형 전자코일과 원자로내 플침지식 설치방법

을 채택하며, 정상운전시에는 400℃ 이하에서 운전되지만, 가상사고조건에서는 

500℃를 넘을 수 있다. 때문에 전자펌프를 구성하는 전자석 코일, 철심(core), 절

연재, 구조재 등에 내고온성 재료가 필요하다. 

플침지형 전자펌프의 철심재료는 철(Fe-Ni), 규소강판, Permender 등이 있다. 

플침지형 전자펌프의 절연재는 유기질 재료와 무기질 재료가 있으며, 대용량 침

지식 전자펌프의 실용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유기질 재료는 Kapton이 있

지만 최대온도가 400℃로 낮다. 무기질 절연재는 Mica,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SiC 등이 있지만 코일 절연을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다. KALIMER에는 침지식, 

이중 stator, 자체냉각방식이다.

4.2.2.1.2 기계식 펌프의 현황 

기계식 펌프는 현재까지의 입증된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직경이 EMP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이의 채용은 원자로 직경이 커진다. 이로부터 대형 원자로나 

중형이지만 원자로 직경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은 원자로에 사용된다. 실증 및 

상용로로 설계/건설된 대부분의 원자로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효율이 80%에 이

르지만,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소듐 봉을 위해 상부에 cover gas 공간이 존재

하며 cover gas가 노심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식 펌프는 일반 산업에도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대형화를 위한 개량 등 기술개발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펌프개발을 기다려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각 원자로별 채택한 1차/2차 펌프의 형식과 크기를 표 4.2-1

에 나타냈다.

4.2.2.1.3 경제성 비교

액체금속로에 사용되는 전자펌프나 기계식 펌프는 정상운전시 모두 원자로 저

온풀의 온도 450℃ 이하에서 장기간 사용된다. 

용융금속을 수송하기 위해 기계식 펌프의 회전날개는 고온 용융금속에 잠겨 

회전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열피로에 의한 강도감소가 있다. 그러나 재료관점에서 

기계식 펌프는 기존 운전경험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펌

프는 원자로 풀 속에서 대용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자로 풀에 설치

될 경우 철심과 발열코일, 절연재에 대한 냉각성능이 관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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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원자로 별 펌프형식과 외형크기

원자로

(국명)

DFR

(UK)

EBR-Ⅱ

(USA)

PFR

(UK)

Phenix

(France)

BN-600

(Russia)

MONJU

(Japan)

SPX-I

(France)

IFR

(USA)

S-PRISM

(USA)

KALIMER

(Korea)

열출력, MWt 60 62.5 600 568 1470 714 3000 600Mwe 1000 382

 1차 열전달계통 

 -원자로형식

 -Loop No.

 -Pump Type

 -Pump Flow,kg/s

Loop

(24)

전자

450

Pool

(1)

기계

481

Pool

(3)

기계

3,090

Pool

(3)

기계

2,760

Pool

(3)

기계

6,050

Loop

(3)

기계

4,260

Pool

(4)

기계

16,900

Pool

(4)

기계

-

Pool

(4)

전자

1,416

Pool

(4)

전자

535.8

 2차 열전달계통 

 -Loop No.

 -Pump Type

 -Pump Flow,kg/s

(12)

전자

900

(1)

전자

481

(3)

기계

2,920

(3)

기계

2,280

(3)

기계

5,310

(3)

기계

3,120

(4)

기계

13,200

(4)

-

-

(2)

전자

-

(2)

전자

901.8

1차 펌프 외형

 -길이(모터포함)

 -직경

 -무게(모터포함)

 -헤드(MPa)

-

-

-

0.175

-

-

-

0.386

-

-

-

0.8

-

-

-

0.5

-

-

-

0.81

-

-

-

0.8

14(22)

2.5

90(120)

0.53

11

2.8

-

-

12.3

1.1

22.5

0.8

7.0

1.2

-

0.8

2차 펌프 외형

 -길이(모터포함)

 -직경

 -무게(모터포함)

 -헤드(MPa)

-

-

-

0.175

-

-

-

-

-

-

-

0.4

-

-

-

0.4

-

-

-

0.31

-

-

-

0.5

6

-

25

0.25

-

-

-

-

-

-

-

0.34

6.0

1.32

-

0.3

RV 크기

 -길이

 -내경

 -두께

 -재질

6.3

3.2

1.2

18/8/1

3.96

7.92

1.9

SS304

15.2

12.2

2.5/5.0

SS321

12

11.82

1.5

SS316

12.6

12.86

3.0

Cr18Ni9

7.8

7.1

5.0

SS304

17.3

21.0

2.5/6.0

SS316

15.85

15.85

5.0

SS316

19

9.6

2.5

SS316

18.5

7.4

2.5

SS316

경제성 관점에서 볼 때 원자로 수명이 30년이라고 할 때 기계식 펌프는 봉

부품을 20,000 시간마다 교환해 주어야 하지만 전자펌프는 30년간 사용할 수 있

다.  기존 상용 기계식 펌프와 미래 기술인 전자기 펌프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

문에 이들을 경제성 관점에서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원자로 용량 및 형식 

등 기본 설계요건에 따라 이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2.2.2 제어봉구동장치

액체금속로의 짧은 노심길이에 맞추어 정 한 제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경수로와 다른 gear 구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안전정지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안전정지 기능으로는 전자석의 온도에 따른 자력변화를 이용한 

SASS(Self Actuated Safety Shutdown)와 금속의 온도 팽창 차이를 이용한 제어

봉 낙하방식이 있다. 비상정지의 경우에 제어봉의 삽입 방식에서 EFR에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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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구동장치에 붙어있는 제어봉이 제어봉구동장치와 함께 중력에 의해서 삽입

된다. EFR에 있어서 제어봉이 자동으로 삽입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력에 의한 것으로 0.8∼0.9초가 소요된다. 구동모터에 의한 삽입은 5㎜/sec의 

저속으로 80초가 소요된다. 이러한 저속은 2차계통이나 BOP에 향을 주는 사고

의 경우 노심과 1차계통의 부담을 피하면서 원자로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하다. 프

랑스는 EFR 설계에 있어서 노심으로 제어봉의 빠른 삽입을 위해서 고속삽입 모

터를 갖고 있지 않다.

프랑스 Superphenix에서의 제어봉의 걸쇠형식으로 수동 구동형식인 Bayonet 

형을 채택했다. 이는 핵연료 교체시기에만 수동으로 제어봉의 탈/부착이 이루어

진다. 구동축과 관련된 틈새로 소듐 연무질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봉설계를 

위해 EFR에서는 Bellows를 채택했다.

KALIMER의 경우는 외부보호관과 인장관 위치 표시계 사이에 봉설계가 요

구되며, 외부관과 인장관 사이에는 bellows를 채택했다.

제어봉핀설계에서 EFR에서는 제어봉에 배기구가 있어서 헬륨가스등이 배출

될 수 있고 소듐이 Porous plug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EFR 제어봉구

동장치 하우징 내에는 argon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내부 압력은 1300 mbars 정

도인 노내 상부 보호가스압력 보다 50mbars 높다. 이는 하우징 내로의 소듐의 

침입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어봉 관련해서 고려하는 사고는 소듐의 증착에 의한 제어봉 낙하의 방해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EFR에서는 bellows를 갖추고 있다.

4.2.2.3 핵연료 재장전 기기

핵연료 교환기기는 원자로 노심집합체를 원자로 정지기간동안 취급하고 운송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핵연료 교환기기의 여러 설계개념 중 착탈식, A-Frame 

type, 회전플러그 방식이 있다. 착탈식 설계개념은 KALIMER-150의 초기 설계

단계에 고려된 개념으로 핵연료 교환 시에 노내 상부구조물을 노외로 인출하고 

그 자리에 핵연료 교환기를 장착하여 사용한다[남호윤, 1997]. 이 방식은 사용 전

에 장치의 기능시험 및 유지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전플러그 방식

에서와 같이 복잡한 작동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어 원자로 보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착탈식 핵연료 교환기의 도입은 원자로로부터 장비

들의 인출 및 장입이 이루어지므로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 cover 가스의 유출방

지 등의 기능이 설계되어야 한다. A-Frame type은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구조

가 복잡하고 크기가 커지며 containment dome안에 기기의 일부가 설치가 된다. 

회전플러그 방식은 회전플러그와 노내 핵연료교환기를 사용하며, 원자로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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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핵연료 교환기가 노내에 고정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2.2.3.1 회전플러그 방식 재장전기기 

회전플러그 방식 재장전기기의 주요시설은 노내 핵연료 교환기, 회전플러그 

및 운송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내 핵연료교환기의 기능으로는 노심, 노내 저장소, 핵연료 교환소 사이에 노

심 집합체를 이동시키며, 보조장비와 함께 손상된 receptacle을 제거, 교환한다. 

노내 핵연료교환기는 노심, 노내 저장소, 노내 교환소에서의 배치를 위해 노심집

합체를 회전시키고, 고장시에는 노내 핵연료 교환기가 집어 올린 노심 집합체와 

같이 원자로헤드의 관통부를 통하여 제거된다.

회전플러그는 핵연료 재장전시에 회전운동으로 노내 핵연료교환기를 이동시키

는 역할을 하며, 원자로헤드의 중앙에 위치하여 특별한 봉장치로 고정되어 있

다. 노내 핵연료 교환기가 노심 내의 모든 위치 및 핵연료 교환소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2-2는 회전플러그 및 노내핵연료 교환기에 대한 종류 및 장단

점을 비교한 것이다[EPRI, 1979]. 표 4.2-2의 회전플러그 비교에 따르면 1안의 회

전플러그의 직경은 868㎝로써 1개 회전플러그 방식의 직경에 비해 큰 편이나 노

내 핵연료교환기의 구조가 간단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다.

표 4.2-2 회전플러그 방식 핵연료 교환기기의 종류 및 장단점을 비교

회전플러그 종류
회전플러그

직경
*

장점 단점 원자로 비고

1. Two Rotating Plugs,

  Two Fuel Handling

  Machines(FM, VM)

868 cm*

단순구조,

고장이 적음,

Straight pull

machines

조작시간이 

길어 재장전 

시간 증가

EFR

Superphenix

PFBR

EBR-II

2. One Rotating Plug,

  One Offset Arm(FM)
640 cm*

회전반경이 

작음

UIS와 노심 

일치 않음

MONJU

Phenix

3. One Rotating Plug,

  One Pantograph Arm

  (PM)

630 cm*
회전반경이

아주 작음

Pantograph 

Arm의 기능 

복잡, 안전성 

확보 필요

KALIMER

PRISM

PFR(UK)

*Pantograph

Arm의 최대

길이 2.74m

정도

* Core Barrel Diameter : 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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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회전플러그 개념 중 3안의 판토그라프식 핵연료 교환기는 구조가 간단

하고 회전플러그의 직경을 제일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노내 핵연

료 교환기도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을 고려하여 수직 단순 입,인출의 기능을 

갖는 수직 인출 교환기, 팔길이가 고정되어 작동하는 Offset arm 방식, 수평방항

으로 팔이 신축할 수 있는 Pantograph arm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2-1은 위의 설계개념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cL of RP

640 cm

548cm  CORE 
BARREL

Pivot for 
381cm UIS

CORE

Offset Arm cL of RP

cL of RP

640 cm

548cm  CORE 
BARREL

Pivot for 
381cm UIS

CORE

Offset Arm cL of RP

Fuel Transfer  
Station

Pantograph Arm

630 cm

548cm  CORE 
BARREL

381cm UIS

CORE

Fuel Transfer  
Station

Pantograph Arm

630 cm

548cm  CORE 
BARREL

381cm UIS

CORE

Fuel Transfer  
Station

Pantograph Arm

630 cm

548cm  CORE 
BARREL

381cm UIS

CORE

(Offset Arm 교환기)                    (판토그라프식) 

그림 4.2-1 1개의 회전플러그 개념도

4.2.2.3.2 국내 기술개발 현황

KALIMER-150의 노형에 대한 GE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의 세 가지의 개념

에 대하여 제작 및 유지보수, 경제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형의 경우 판토

그라프과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핵연료 교환기의 설계개념이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어 이를 KALIMER-150의 설계개념으로 채택하 다[한도희, 2002]. 또한 원

자로가 KALIMER-600으로 대형화 될 경우에 판토그라프식 노내핵연료 교환기

의 팔 길이가 증가됨에 따라 한계길이 검토를 통하여 대체 개념설계 안이 제시

될 것이다. 

4.2.2.3.3 해외 기술개발 현황

핵연료 교환기기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방식이 사용되어 왔

고 현재 설계되고 있다. 착탈식 설계개념은 일본의 MDP(Modular Double Pool)

에서 채택하고 있다. A-Frame type 핵연료 교환기는 노내 핵연료 교환기가 경

사진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경사진 핵연료 주입구를 통하여 노내에서 노외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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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집합체를 이동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프랑스의 Phenix, Superphenix와 

SAFR(Sodium Advanced Fast Reactor)등이 있다. 그러나 비용이 고가이고 구조

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액체금속로의 설계

방식은 회전플러그 방식으로 원자로 운전 중에 핵연료 교환기가 노내에 고정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자로 내에서 재장전 기간 동안 소듐 

및 방사능에 노출된 노내 핵연료 교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캐스크, 처리 

및 보관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노심집합체의 교체주기를 짧게 

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4.3 고온구조 설계해석

4.3.1 설계코드

여기서 설계코드는 고온구조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지침(design and 

construction rules)을 의미한다. 액체금속로를 건설 또는 운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거의 설계건설에 관한 독자적 혹은 유사한 형태의 설계지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액체금속로 원자로 구조 및 배관

의 설계를 위한 각국의 고온구조 설계지침의 개발현황 및 기계구조 관점에서의 

특징들을 기술하기로 한다. 

4.3.1.1 미국

고온구조 설계 지침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기계학회 보일러 및 압력용기 

위원회 원자력발전 부위원회(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mmittee on 

Nuclear Power)가 제시하는 설계지침을 따르고 있다. ASME의 원자력발전 부위

원회는 액체금속로를 주요 대상으로 고온구조 설계기준 개발을 위해 1967년에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Code Case 133-4를 4페이지 분량의 

처음 개념을 설정하 고, 1971년에 이를 다시 41페이지 분량의 Code Case 

1331-5로 정비하 는데 여기서는 재료를 316 스테인리스강(SS) 및 304SS로 한

정하여 그 절차를 제시했다. 1974년에는 이를 다시 117페이지 분량의 Code Case 

1592-0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여기에는 NB3000 및 배관설계지침이 포함되었

다. 1977년에는 운전조건 A, B, C, D로 분류하여 지침을 제시한 Code Case 

N-47을 개발했고, 1989년에는 보수성의 감소 노력을 반 하여 이를 N-47-29로 

개편했다. 

미국의 액체금속로 개발 계획이 중단되면서 코드 개정 노력도 미진하 지만 

ASME의 원자력발전 부위원회는 1995년 그동안 Code Case 던 N-47-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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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그 동안의 몇 가지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H로 격상시켰다. 이들은 주로 DOE의 HTSD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계획과 WRC(Welding Research  

Council) 및 PVRC(Pressure Vessel Research Committee)의 연구활동의 지원으

로 추진되어 왔다. 매 3년마다 발간되는 ASME-NH코드는 최신 버전이 2001년

도에 발간되었지만 액체금속로 개발 프로그램 중단 이후 코드개정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고온 설계코드의 내용은 1995년도 버전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

나 미국의 ASME는 고온거동이 우수한 최신 재료인 Mod.9Cr-1Mo과 일본의 고

온구조 스테인리스강인 316FR을 ASME NH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액체금속로 구조설계에 필요한 재료 물성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DOE 주도로 방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 NSMH(Nuclear Systems Materials 

Handbook)를 만들었지만 이는 미국 국외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까

지 개발되고 있는 PRISM 원자로구조의 경우 특기할만한 점은 비록 ASME-NH

와 같은 고온구조설계코드를 갖고 있지만 설계시 크립-피로 거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PRISM의 경우에도 노심출구의 온도를 500℃이하로 설정했

고, S-PRISM의 경우에는 510℃로 제한함으로써 고온구조설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비록 설계코드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액금

로 설계지침인 RCC-MR 및 일본의 설계지침인 BDS 평가절차의 근간을 제공하

으며 특히 ORNL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매우 높은 개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GEN Ⅳ 로드맵이 확정되면 미국도 설계지침의 개선

을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ASME NH 코드는 액체금속

로 전용코드는 아니며 고온 가스로 및 화력발전소의 설계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미국은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고온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및 고온구조 평가와 관련하여 조지아공대(GIT)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하게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 기술현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라체팅 평가절차에 대해 비

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열응력과 같은 이차응력에 의해 진행성 비탄성 변

형률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라체팅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ASME 코드는 가장 먼저 Bree 선도에 기초한 라체팅 평가절차를 제시하 다. 

Bree는 1967년에 노심의 fuel can에서 발생하는 라체팅 거동을 평가하는 절차를 

제시했는데 이는 축방향의 일차 막응력과 역시 같은 방향의 이차 반복성의 굽힘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이다. 이것이 그 후 크립 변형을 동반하는 경

우에도 변형률 평가가 가능하도록 Bree 선도법을 일부 수정한 O'Don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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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wski 선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것도 일차 막응력과 이차 굽힘응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절차로서 실제 풀형 액금로의 열라체팅 평

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일본 및 프랑스가 이미 라체팅에 대한 개선

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미국도 추후 코드 개정시 풀형 액금로에서와 같이 이

차 막응력만으로도 발생하는 라체팅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크립-피로 평가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ASME는 크립에 대해서도 시간비율법

(time fraction rule)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적용절차가 간단한 반면 과도한 보

수성으로 인해 연성소모법(ductility exhaustion method) 등의 도입을 검토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성소모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에 대한 연성 데

이터 물성치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ASME NH 지침은 변형률 

또는 크립-피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력 및 변형률에서 일차, 이차 및 첨

두 성분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점 등 비교적 적용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보수

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향후 GEN Ⅳ 로드맵이 확정되면 미국도 신재

료의 물성치 DB구축 및 고온구조 평가관련 새로운 기술의 적용연구 등을 포함

한 설계지침의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판의 Class I의 고온설계지침(Class 1 component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인 ASME NH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다.

  NH-1000 : Introduction

  NH-2000 : Materials

  NH-3000 : Design

  NH-3100 : General Requirements for Design

  NH-3200 : Design by Analysis

  NH-3300 : Vessel Designs

  NH-3400 : Design of Class 1 Pumps

  NH-3500 : Design of Class 1 Valves

  NH-3600 : Piping Design

일반적으로 ASME Subsection NH는 설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① 허용 건설재료

  ② 피로 및 크립파단에 대한 시간 및 온도의존 허용치

  ③ 온도한계치

  ④ 운전 수명(열하중 에이징 기인 기계적 물성치의 열화 포함)

  ⑤ 다음 네가지 파손모드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설계지침

    - 단기하중으로부터의 연성파손

    - 장기하중으로부터의 크립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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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피로파단

    - 점진적 붕괴 및 라체팅에 기인한 전체적 변형

  ⑥ 다음 형태에 기인한 파손 방지를 위한 간략한 지침

    - 과변형에 기인한 기능상실

    - 단기 하중으로 인한 좌굴

    - 장기하중으로 인한 크립 좌굴

미국의 ORNL은 NRC의 의뢰에 의하여 ASME NH의 기술 현안문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1993년에 발간했다[ASME-NH, 2001]. ASME NH의 전신인 Code 

Case N-47은 1989년판에서 크립평가시 응력이완 개념이 도입되는 등 비교적 크

게 개정되었다. 그 후 1992년 판의 Code Case N-47과 Subsection NH로 승격된 

1995년도 판은 물성치에서 약간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이 평가보고서에서는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한 개량형 액금로(ALMR)

의 기대 수명기간 동안 안전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규제지침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분야를 현안사안으로 제기하 다. 여기서는 23개의 사

안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10가

지의 중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60년 수명기간에 대한 허용 설계 데이터 및 곡선에 대한 재료 물성치 부족  

- 노치 약화효과(notch weakening effect)에 대한 이해 부족

- 검증된 용접 설계법의 부족

- 장기 조사에 따른 고온 물성치의 열화 (환경문제)

- 장기 부식현상에 따른 물성치의 열화 (환경문제)

- 검증된 열 스트라이핑 자료의 부족

- 신뢰할 만한 크립-피로 설계지침의 부족

- 결함 평가절차의 부족

- 배관의 비탄성 설계절차 부족 

- 고온에서 지진효과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의 부족

한편 ASME Section Ⅲ 코드의 고온설계(ETD) 서브그룹은 1999년 5월 회의

[ASME Meeting Minutes, 1999]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1998년 이후 버

전인 2001년도 ASME NH 코드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아래의 항목들

은 미국에서 코드제정 활동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2001년도 판에는 반

이 안되었지만 향후 개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항목들이다.

  ① 9Cr-1Mo-V강 재료의 추가

  ASME ETD 서브그룹이 9Cr-1Mo-V강의 재료 물성치를 ASME NH에 추

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판에는 아직 등재가 안되었지만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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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에서는 률, 등시곡선 등 일련의 물성치가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1992년도 ORNL 보고서[ORNL, 1992]에 의하면 크립-피로 손상 평가시 

TFA(time fraction approach)보다 DEA(ductility exhaustion approach)가 더 좋

은 결과를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의 채택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노심지지 및 2/3 등급 지침에 대한 고온설계 지침 제정

  ETD 서브그룹은 노심지지 및 Class 2/3 지침이 ASME NH에 추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③ 816℃ 이상의 고온 허용 응력치에 대한 SG-ETD(SubGroup-Elevated 

Temperature Design)의 검토

  SG-ETD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816℃ (1500℉) 이상의 고온 허용 응력

치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④ 고온 Section Ⅷ. Div. 2 지침

  Section Ⅷ의 크립-피로 면제지침(creep-fatigue exemption rule)에서 제시

하고 있는 100 cycle에서 항복의 2배가 Corum의 연성소모(ductility exhaustion) 

방법 및 Severud의 크립 응력이완 평가결과에 따르면 보수적인 값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⑤ Code Case N-999 추가

  Porowski가 제안[Porowski, 1988]한 방식대로 N-499를 ASME-NH의 

Appendix P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 N-499의 508 Class 3을 508 Grade 3 Class 1로 표기한다. 

      그러면 343℃의 온도제한이 제거된다.

    + 이 appendix를 참고하기 위해 NH-1110을 수정한다.

  ⑥ 316FR을 NH에 추가하는 방안

  316FR은 일본이 개발한 액체금속로 용도의 개량형 316 스테인리스강이다. 

외국 재료를 ASME NH에 추가하는데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먼저 Section Ⅷ의 

시간의존 및 시간 비의존허용치(NH 설계조건에서의 So)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⑦ Alloy 617의 982℃까지 사용 가능하게 하는 초고온설계 Code Case 제정

  이는 10년 전부터 Al Dalcher 주도하에 가스냉각로(GCR)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GCR 프로젝트가 종료

되면서 이 Code Case 제정도 중단되었다. 서브그룹 ETD는 이들 정보와 방법의 

보전, 활용 및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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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프랑스

액금로 고온구조 설계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실험로 및 원형로 단계에

서는 설계, 건설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하여 당시의 경험이나 시험연구, 공학적 

판단 등에 의하여 수행해 오다가 그 당시까지의 설계 건설, 운전경험과 오랜 연

구개발을 바탕으로 1978년 CEA, EdF 및 Novatome이 구성한 고온구조체 기계해

석위원회(AFCEN)를 구성하고, 양 조직에 의해 프랑스의 풀형 액금로 기기의 설

계/건설 기준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 다. AFCEN은 ASME 코드를 근간으로 

자국의 환경에 맞게 변경한 액체금속로 전용 설계코드인 RCC-MR을 1985년에 

발간하 다. RCC-MR은 액체금속로 전용 설계지침이다. 그리고 전 국가적인 노

력을 기울여 1987년과 1993년에 개선 보완판을 발간하 다. 

1993년판의 RCC-MR에는 미국의 ASME NH에서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일

차배관의 설계절차(RB 3600)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이차 배관(RC 3600), 

박스구조 설계지침(RB 3800), 벨로우즈(RC 3700) 및 일차 열교환기(RB 3900), 

이차 열교환기(RC 3900)의 설계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AFCEN은 2003년 상반기에 열라체팅 평가에 관한 개선된 절차 등을 포함한 

RCC-MR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다른 한

편으로 유럽 각 참여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럽 공동으로 개발하

던 EFR(European Fast Reactor) 개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프랑스는 

EFR 설계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EU 국가들과 연합하여 DCRC(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Committee)를 구성하고 많은 공동연구를 수행했지만 유럽의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 EFR 계획이 중단되면서 코드개발 노력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LBB 평가절차 및 용접구조 평가절

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고온설

계지침인 RCC-MR의 부록으로서 "Guide for LBB analysis"에 관한 A16절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RCC-MR 코

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부품 및 2차 부품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RCC-MR의 고온구조설계 관련 특징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RB-1000 : Introduction

  RB-2000 : Materials

  RB-3000 : Design Rules for Class 1 Materials

  RB-3100 : General Design Rules

  RB-3200 : General Rules for Analyzing Component Behavior

  RB-3300 : Shell Design Rules

  RB-3600 : Design Rules for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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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3800 : Box Structure Design Rules

  RB-3900 : Design Rules for Heat Exchanger Elements

  RC-3000 : Design Rules for Class 2 Materials

  RC-3100 : General Design Rules

  RC-3200 : General Rules for Analyzing Component Behavior

  RC-3300 : Shell Design Rules

  RC-3600 : Design Rules for Piping

  RC-3700 : Design Rules for Bellows

  RC-3800 : Box Structure Design Rules

  RC-3900 : Design Rules for Heat Exchanger Elements

4.3.1.3 일본

고온구조 설계기술개발을 위하여 일본은 1971년 JOYO에 대하여 나트륨 기기 

구조설계지침을 작성한 바 있고, 원형로인 몬쥬의 설계시 초기에는 JOYO에 비

하여 고온 운전환경으로 인한 비탄성 거동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의 Code Case 1592를 적용하 으나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독자적인 설계코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MONJU의 구조설계지침인 BDS 코드를 작성하기에 

이르었다. BDS 코드는 Code Case N-47과는 달리 비탄성거동에 대한 재료의 거

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탄성추종법을 개발하여 채택하 고, 배관설계지침 및 크립

-피로 설계지침도 미국의 Code Case와 상당히 다른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12월에 발생한 MONJU 2차계통 배관의 누설사고 이후 후속 액금

로 개발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JAPC를 중심으로 MONJU 후속

의 실증로인 670MW급 DFBR의 계통설계를 1982년에 착수하여 수행해오던 중 

1999년 DFBR의 개념설계를 종료하고, 1999년부터 1,500MWe급 상용 액체금속로

의 개념설계에 착수했다. 또한 JAPC, JNC, 산업체 등은 경제성 있는 액체금속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냉각재(납, 납-비스무스, 소듐, 가스, 물 등)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일본의 JAPC는 DFBR 설계용 코드로서 BDS 코드를 개선한 DDS 코드를 개

발하여 1998년에 발간했다. 일본의 JNC와 CRIEPI 등은 설계코드의 개발 및 실

증을 위해 대규모 구조시험시설 및 소듐루프를 이용한 구조시험을 수행한 바 있

고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등의 제작회사와 연계하여 재료 및 구조시험 연구

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DFBR 및 CFBR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탄성 평가절차

의 개선 및 새로운 평가법의 개발을 위해 JNC, CRIEPI 및 JAPC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일본도 LBB 평가절차 개발을 위한 연구를 

CRIEPI 주도로 수행 중에 있지만 아직 프랑스에서와 같이  설계코드의 부록으로



- 183 -

서 또는 별도의 정리된 절차로서 지침을 발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도에 발간된 일본의 액체금속로 전용 설계코드인 DD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구조설계방침

  II. 고속증식실증로 제 1종 기기의 구조설계방침

    1. 적용범위

    2. 설계 방법

    3. 일반설계방침

    4. 용기의 설계방침

    5. 관의 설계방침

4.3.1.4 국 

국의 AEA-T와 NNC 등은 유럽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EFR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왔으며 특히 고온구조의 설계 해석과 건전성 평가기술 분야에서 방

대한 실험을 통해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국의 액금로 설계코드는 EFR 

추진시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공동으로 구성된 DCRC의 주도하에 새로운 설계

지침의 개발을 해왔지만 이는 EFR의 중단과 함께 각 기술항목에 대한 보고서로

서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실험로(DFR)와 원형로

(PFR)을 설계 건설 및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실증로 수준의 CDFR 건설 프로젝

트도 추진한 적이 있는 고온 구조 설계 및 평가기술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국의 British Energy는 특히 액체금속로 및 고온가스냉

각로의 유지보수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코드(assessment code)로서 R5/R6를 개

발하여 오래 전부터 상용화시켜오고 있다. 이는 설계 여유도가 포함된 ‘설계지침’

이 아닌 고온 ‘평가지침’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이다. 

국은 고온 평가부문에서 프랑스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다. 국은 고온평가지침의 개발에 British Energy가 R5/R6의 개발을 주

도하고 있으며 공동개발에는 BNFL, Serco Assurances 및 Imperial College 등의 

산학연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British Energy사는 R5/R6의 개발을 주도하

고 있으며 개발기금의 약 60%를 출연하고 있으며 고온에서 운전되는 AGCR 

(Advanced Gas Cooled Reactor) 및 Sizewell(PWR) 등을 운 해오고 있다. 

BNFL은 GCR을 운전하고 있는 전력회사로서 R5 개발비용의 약 30%를 제공하

고 있으며 AEA T/Serco Assurance사는 DFR 및 PFR을 소유 및 운전해왔던 기

관으로 R5 개발비의 약 10%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5/R6 코드개

발에는 Imperial College 등의 학교 및 산업체 등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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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R5의 주요 적용 대상은 AGCR이며 운전온도가 비슷하게 고온인 액

체금속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ASME 설계코드는 매 3년마다 개정이 되

고, 프랑스의 액금로 전용코드는 85년, 87년, 93년에 개정되는 등 불규칙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반면 R5코드는 매년 업그레이드 또는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R5코드는 고온 평가용 지침으로 약 15년 전에 개발이 되었으며 R6는 결함이 있

는 저온 구조물에 대해 파괴역학적 접근법으로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약 

25년 전에 개발되었다. R5/R6 코드를 따른 평가를 위해서는 물성치 데이터가 있

어야 하는데 이는 R66(여기서 R은 Report, 즉 보고서를 의미)에 담겨져 있지만 

물성치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어 입수가 불가능 상태이므로 R5/R6를 따른 평가

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온 및 저온 구조건전

성 평가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국의 R5 및 R6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고온 LBB 평가절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은 R6의 Appendix 9(A procedure 

for Leak Before Break Assessment)에서 LBB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고온 크립 향을 고려한 절차를 개발하여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1998년도 6월에 발간된 R5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Vol. 1 : overview

  Vol. 2 : Assessment methods for defect-free structures

  Vol. 3 :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Vol. 4 : Assessment Procedures for Defects under Steady Loading

  Vol. 5. : Creep-Fatigue Crack Growth

  Vol. 6 : Assessment Procedures for Dissimilar Metal Welds

  Vol. 7 : Behavior of Similar Welds - Guidance for Steady Creep Loading 

of CrMoV Pipework Components

이상에서 열거한 원자력 선진국 이외에도 액체금속로 실험로 및 원형로를 설

계, 건설 및 운전한 경험이 있는 독일과 러시아 등도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을 보

유하고 있지만 자료수집이 어려워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BN-350의 경우 액체금속로를 이용한 담수화 및 발

전용도로 상용 운전을 해온 바 있는 등 구소련 지역 및 러시아 내에서 소듐 냉

각 액금로 및 납-비스무스 액금로 등의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3.1.5 국내

국내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기술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성균관대 산업설

비 안전성 평가센터(SAFE) 및 전력연구원 등이 수행해오고 있다. SAFE와 전력

연구원 등은 주로 화력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평가기술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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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체금속로 관련 설계 및 평가기술을 개발은 유일하

게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 수준은 정부주

도 중장기 과제 1, 2단계를 거치고 3단계 1차년을 거치며 각국의 설계기술의 분

석 및 적용을 통해 기존의 설계 및 평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 으

며 최신의 설계 및 평가기술은 아직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액체금속로 기술선진국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설계 해석 기술은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얻었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 개발은 대부분을 독자적

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앞으로 이를 위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원자로 기계

계통 개념설계 정립, 고온구조 해석 및 평가기술, 기계계통 전산체제 구축, 관련 

구조시험기술개발 등 기본적인 기술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온구조 평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열라체팅 구조시험장치를 구

축하고 여러 가지 형상 및 특성에 대한 열라체팅 거동에 대해 시험 및 비교평가

를 수행하 다. 특히 열라체팅 구조시험장치는 국내특허를 취득했으며 단순원통 

시편, plate-to-shell 원통구조물 및 Y-구조 시편 등을 이용한 주요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학술저널에 다수를 발표 및 게재했다. 시험결과는 고온구조물의 결합탄소

성 거동을 효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개발한 NONSTA-EP의 검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고온구조물의 고온 크립-피로 거동 및 손상기구를 규명하기 위한 크

립-피로 시험장치를 구축했고 현재 공기중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 중에 있

다. 여기서 나온 시험데이터는 해석적 결과 및 설계코드를 따른 평가결과와 비교

하여 설계코드의 여유도 분석 및 전산코드 NONSTA-VP의 검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용접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거동 구조시험 및 평가연구도 3단계 2

차년도에 수행할 예정이다. 

LBB 평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는 2단계에 해외 평가절차를 수

집 및 분석하고 국내 칼리머 노형에의 적용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고온 

액체금속로에 LBB를 적용하는데는 고도의 비탄성 평가기술 및 파괴해석기술이 

요구되는 바 중장기연구개발 3단계에서 이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4.3.2 고온구조 비탄성 해석 및 평가기술

액체금속로는 530℃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고온 소듐 냉각재에 접

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크립(Creep)과 같은 온도와 시간 의존성 변형 기구가 작동

되면서 복잡한 변형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입계 강도의 변화, 변형시효 및 

석출물 등으로 인하여 금속학적으로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재료 내부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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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캐비티(Cavity)가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균열과 결합하면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Viswanathan, 1989]. 그림 4.3-1은 고온에서 일정한 응력을 받을 

때 변형률의 증가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크립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에 

변형률의 증가가 급속히 나타나서 점차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일차크립) 일정 기

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차크립이 나타난다. 그 후 변형률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크립파단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크립변형과 손상 메카

니즘 때문에 고온구조물의 거동은 복잡해지게 되며 기존의 가압경수로 설계해석

에 사용했던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고온 구조물의 신뢰성 있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온 구조 해석기술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4.3-1 크립 발생 및 전개 현상

액체금속로의 고온구조물을 설계해석할 때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나 프랑스의 RCC-MR 설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설계코

드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비탄성거동과 이에 따른 손상을 평가

할 수 있는 단순평가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직접적인 비탄성해석을 수행하지 않

기 때문에 충분한 설계여유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크립변형과 소성변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액체금속로 구조물을 탄성해석방법에 의해 설계할 때 과도한 

보수성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설계코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때 실제 구조물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도한 보수성을 가진 해석방법이 문제라면 신뢰성 있는 상세 비탄성해석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 상기 설계코드들은 고온구조물의 설계해석시에 상세 비탄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설계

자가 사용한 방법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조해석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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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에서는 구조물의 비탄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고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개발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탄성해석 기능은 다음과 같다.

ANSYS[ANSYS, 2002]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석코드이고 

사용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구조재료의 비탄성해석 기능이 기본적인 등방경

화모델, 이동경화모델, 및 크립모델만 제시하고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을 들어왔

다. 하지만 최근 비탄성해석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한 개정판을 출시하 고 특

히 Chaboche의 비선형이동경화모델과 Voce의 비선형등방경화모델을 추가하 다. 

Chaboche의 비선형 이동경화모델의 주요 구성식은 다음과 같고 이는 재료의 경

화와 Bauschinger 거동 및 주기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기에 라체팅과 같은 고도

의 비선형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이동경화를 모사하는 역응력을 나타내고 p는 누적등가소성변형

률, θ는 온도, C와 γ는 재료상수를 나타낸다. Voce의 비선형 등방경화모델의 

주요구성식은 다음과 같고 등방경화의 크기가 크고 변형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을 권하고 있다.

여기서 k는 초기 항복값이고 R과 b는 재료상수들이다. ANSYS에서는 이들 

두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의 탄소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

게 하 지만 크립 모델과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개정

판에서도 크립모델은 일반적인 등방경화모델이나 이동경화모델에 국한하여 별도

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비선형 경화모델과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립-피로해석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점소성(Viscoplasticity)

은 소성변형과 크립변형이 동시에 모사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ANSYS에서는 점

소성을 Rate dependent plasticity로 규정하고 Perzyna 모델과 Peirce 모델을 제

공하여 등방경화 소성에 변형률속도 의존을 고려할 수 있게 하 고 이를 크립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금속 성형을 모사할 수 있는 Anand의 

점소성모델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모델들은 액체금속로 고온구조물의 크립-피

로 해석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ABAQUS[HKS, 2002]는 비선형해석 Solver의 기능이 우수하여 전처리와 후

처리 그래픽 처리 기능이 약해서 사용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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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최근에는 ABAQUS/CAE를 출시하여 이를 대폭 개선하 다. ABAQUS는 

소성경화모델로 등방경화와 이동경화 및 결합경화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크립모

델은 이차크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1990년대 후반 

Version 5.6 이후에 결합경화모델을 추가하여 라체팅과 같은 복잡한 탄소성해석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데 Ziegler의 이동경화모델을 기초로 한 주요 구성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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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결합경화 모델 3차원 응력공간 및 1차원적 설명도

여기서 첫 번째 식은 이동경화를 모사하는 역응력 X의 발전식을 나타내고 두 

번째 식은 등방경화를 모사하는 저항응력 κ의 발전식을 나타낸다. C, γ, b, Q

는 재료상수들로써 그림 4.3-2에 결합경화 모델의 설명도를 나타내었다. C와 γ

는 재료상수로써 재료의 반복응답시험 결과를 적용하여 구해야 하며 C는 초기 

이동경화 계수를 나타내고 γ는 소성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경화 계수가 감

소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γ가 이면 선형이동경화모델이 되고 C와 γ

가 모두 이면 등방경화모델이 됨을 알 수 있다. Q∞와 b는 재료상수인데 Q∞

는 그림 4.3-2에 보인 것과 같이 탄성범위 크기의 최대 변화를 나타내고 b는 소

성변형이 발전함에 따라 탄성범위의 크기가 변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등방경화계

수 κ가 초기 항복응력값인 σY와 같다면 결합경화모델은 이동경화모델과 같아지

게 된다. 역응력은 소성변형이 큰 포화상태에서의 값인 Xs의 3/2 배를 반경으

로 하는 실린더 역에 놓이게 되고 응력상태는 max3/2 σ 를 반경으로 하는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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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역에 놓이게 된다. 

ABAQUS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 소성경화모델을 크립과 연계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고온구조물의 크립-피로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점소성모

델은 아직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다. 

SYSTUS는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에서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Framatome이 

처음 개발하 던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로써 지금은 ESI 사가 SYSWELD 및 

PAM-CRASH 등의 유한요소해석코드와 같이 개발 판매하고 있다. 구조재의 비

탄성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모듈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등방경화모

델과 Prager의 선형 이동경화모델, Amstrong-Frederic의 비선형이동경화모델

[Amstrong, 1966], Marquis-Chaboche의 Cyclic model을 제공하고 있다. A-F모

델은 ANSYS에 장착된 비선형 이동경화모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 SYSTUS

에서는 이동경화와 등방경화를 합친 결합경화모델도 제공하고 있다. 시간의존적

인 크립변형을 모사할 수 있는 일차크립과 Norton의 이차크립모델을 제공하여 

소성경화모델과 조합하여 분리형 점소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Marquis-Chaboche의 탄소성모델을 점소성 역으로 확장한 통합점소성해석 모

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능과 성능은 SYSTUS 코드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CEA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CASTEM- 

2000을 개발하여 구조재의 비탄성해석 기능을 상당히 우수하게 제공하 는데 최

근에 기존의 다른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사장되고 있

다. CASTEM-2000에는 Chaboche의 통합 점소성해석모델이 장착되어 일본 JNC

와 국제공동연구로 316SS강에 대한 재료상수 결정 방법과 해석능력을 검증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바 있다[Felix, 1996]. 

일본의 JNC는 컴퓨터코드 개발회사인 CRC와 공동으로 1976년부터 액체금속

로 고온구조물의 비탄성해석을 위한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인 FINAS를 개발해

왔다[FINAS, 1995]. FINAS에는 316SS와 304SS의 기본 물성치가 내장되어 있고 

이동경화모델, 등방경화모델, 결합경화모델, ORNL 모델[Robinson, 1978]이 제공

되고 있고 시간의존적인 크립변형률은 Blackburn의 크립구성식[Skrzypec, 1993]

이 장착되어 소성모델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lackburn의 크

립구성식은 다음과 같고 일차크립과 이차크립이 모사될 수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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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1(σ) , c 2(σ) , r 1(σ) , r 2(σ), a, F는 재료상수들이다. FINAS는 아직까지 

통합 점소성해석 모델을 제공하지 않고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능과 성능은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조사한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 외에 NASTRAN과 ADINA 및 

COSMOS/M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유한요소해석코드들에서는 기본적인 등방경

화모델, 이동경화모델 및 크립모델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MSC-MARC코드는 그 

외에도 결합경화모델과 ORNL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결합경화모델을 Maxwell의 

크립모델과 조합한 점소성해석을 가능하게 하 지만 이는 고온 금속구조물의 크

립-피로해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까지 고온에서의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상용 유한요소해

석코드들의 기능을 조사 분석하 다. 시간의존적인 크립이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결합탄소성 모델의 사용이 적절하며 크립이 중요한 경우에는 탄소성모델과 크립 

구성방정식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분리형점소성해석모델(Separate Viscoplasticity 

Model)과 소성변형률과 크립변형률이 하나의 변수로 취급되는 통합 점소성모델

(Unified Viscoplasticity Model)의 사용이 적절하다. 분리형 점소성해석은 

ABAQUS와 SYSTUS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는 SYSTUS의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ABAQUS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통합 점소성모델은 SYSTUS에만 장착된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고가의 코드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은 확

인할 수 없었다.

고온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은 구조물의 종류와 하중의 형태에 따라 상당히 다

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탄성해

석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비탄성해석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성해석에 사용되는 주요모델은 등방경화모델과 이동경화모델로부터 출발하

여 Prager와 Ziegler의 선형이동경화모델의 개발을 거쳐 Amstron-Fredric의 비

선형모델 개발로 이어져 오는 큰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Krieg는 항복곡면 두 

개를 사용하여 Two Surface Model을 제시하 고[Kireg, 1978], Takahashi는 이

를 전개하여 TMF 해석과 라체팅 해석에 적용하 고[Takahashi, 1991, 1995], 

Ohno는 동적 회복을 고려하는 비선형이동경화모델을 OW모델로 개발하여 라체

팅 현상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려 시도하 다[Ohno, 1993]. OW모델에서 항복함

수, 소성변형률식, 이동경화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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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항복함수이며 s는 편차응력을 나타내고 α는 역응력을 나타내는

데 역응력은 여러개의 이동경화상태변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ρ는 항복응력

의 크기를 나타내며 ρ o는 초기 항복응력을 나타낸다. κ는 등방경화함수를 나타

내고 특히 이동경화에 여러개의 재료상수들이 존재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소성과 크립을 동시에 해석하기 위한 분리형 점소성모델은 소성변형과 크립 

변형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소성변형과 크

립 변형에 대해서 각각의 구성방정식을 별도로 적용하는 모델로, 304SS와 316SS

에 대한 ORNL 모델이 대표적이지만 이는 초기조건으로부터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단순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복잡한 하중조건에 대해서는 정확

한 해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에서는 액체금속로 적용을 위해 304SS, 

316SS, 및 Cr-Mo강에 적용할 수 있는 FRSV(Fast Reactor State Variable) 

Model을 GEC-Alstom의 주도로 10년 이상 개발해 왔다. FRSV모델을 상용유한

요소해석코드인 ABAQUS의 부프로그램으로 장착하 는데 크립구성식과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점소성모델로서 크립-피로해석에 적용할 수 있

는데 동적회복 기능이 부족하여 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중사이클 당 진행

성 소성변형을 모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에도 FRSV모델의 보완과 재

료상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Donnell, 2003]. 기존의 상용유한

요소해석코드들이 제공하는 탄소성모델과 크립모델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합 점소성모델은 소성변형과 크립변형을 물리적으로 동일한 발생기구에 의

해서 생겨나는 비탄성 변형으로 가정하고 하중상태와 상태변수(Internal State 

Variable)들의 동적 특성 및 내부이력에 의한 변화를 시간 적분법에 의하여 계산

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통합 점소성 모델은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모델들은 대개 항복조건의 유무에 의하여 크

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Perzyna[Perzyna, 1963], Phillips와 Wu[1973], Robinson[Robin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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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boche[Chaboche, 1983, 1990, 1993] 등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들은 항복조건을 

갖는 통합 점소성 모델로서 일정한 응력상태 하에서만 비탄성 변형이 생겨나는 

것으로 가정한 모델이다. 반면에, Bodner와 Partom[Bodner, 1975], Miller[Miller, 

1976], Stouffer와 Bodner[Stouffer, 1979] 등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들은 항복조건

을 갖지 않는 모델로서 작은 응력 상태에서도 비탄성 변형을 모사할 수 있게 구

성되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모델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모델들이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으며, 기존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모델들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통합 점소성 모델의 경우에는 하중이력에 따른 상태변수들의 

동적 특성 및 내부이력을 계산해야 하므로 분리형 점소성 모델에 비하여 계산량

이 많아 해석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료의 실제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Interatom에

서는 Bruhns의 통합 점소성모델을 사용하여 Interatom 모델[Bruhns, 1989, 1999]

을 개발하여 다양한 비탄성 조건에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Perzyna의 과응

력(Overstress) 개념을 적용하여 비탄성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일정 크기

의 응력한도까지는 탄성거동을 하다가 응력이 그 이상이 되면 속도 의존적인 탄

소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변형률은 가역적인(reversible) 탄성변형

률과 비가역적인(irreversible) 비탄성변형률로 구성되고 비탄성변형률은 속도의

존항과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성식에 사용되는 재료상수

가 22개나 되어 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해석시 수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통합 점소성 모델들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각각의 모델들에 대

한 비교 연구와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한 비탄성해석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었다. Chernocky[Chernocky, 1982]는 단순하중(Monotonic Loading)

과 제하(Unloading) 조건에 대한 통합 점소성 모델들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Abdel-Kader[Abdel-Kader, 1991]는 Inconel 718을 사용하여 Walker,  

Chaboche, 및 Bodner-Partom 모델에 대해서 실험결과와 각 이론에 의한 예측결

과를 비교하 고, Inoue 등[Inoue, 1990]은 크롬-몰리강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델

들의 다축 거동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한편, 이러한 통합점소성 모델들을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해서 비탄성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

다. Krieg, Schreyer, Yoder, Oritz, Nagtegaal 등은 탄성예측 소성보정법(Elastic 

Predictor Plastic Corrector Algorithm)을 적용하여 통합 점소성 모델의 구성방정

식을 수치화하 으며, Tanaka와 Miller[Tanaka, 1988]는 Miller의 통합 점소성 모

델에 대해서 시간적분법을 적용하여 NONSS(non-linear system solver)를 개발

한 바 있고, Honberger 등[Honberger, 1989]은 GMR(generalized mid-point rule) 

시간적분법과 투사법(projection method)을 사용하여 Robinson 통합 점소성 모델

을 ABAQUS의 UMAT으로 구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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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온구조물의 비탄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들

의 최신 개발 동향과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 분석하 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 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독일의 Interatom 모델과 

국의 FRSV 모델, 프랑스의 Chaboche 모델, 일본의 OW 모델로 분류될 수 있

는데 FRSV 모델과 OW 모델은 분리형 점소성모델에 해당하고 Interatom 모델

과 Chaboche 모델은 통합 점소성모델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Chaboche 모델인데 구성식에 사용되는 재료상수가 10∼21개까지 다양

하다. 구성식이 복잡해질수록 재료상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구한 재

료상수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온에서 인장시험, 인장-압축 사이클 시험, 다양한 변형률 속도에 대

한 시험 데이터가 필요한데 시험결과 자체의 분산도도 크고 이를 이용하여 재료

상수를 구하는 작업에 따라서도 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복잡한 구성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해석이 요구되는 고온구조물

의 형상과 하중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성식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내의 기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고온구조물의 비탄성해

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가 개발되지 않았고 ANSYS와 

ABAQUS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와 

같은 고온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의 비탄성모델을 적

용한 해석을 주로 수행하여 왔고 외국과 같은 새로운 비탄성 해석모델의 개발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원자력연구소에서 액체금속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고온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Chaboche 결합탄

소성 구성식을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의 부프로그램(NONSTA-EP)

으로 개발하 고 또한 Chaboche 통합 점소성모델을 ABAQUS의 부프로그램

(NONSTA-VP)으로 개발하여[KAERI, 1999; 윤삼손, 1998] 수렴성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의 구성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성변형률

은 유동법칙에 의해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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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와 γ는 이동경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이고, Q와 b는 사이클 경

화를 모사할 수 있는 등방경화를 나타내는 인자이며 κ는 초기 항복응력의 의미

를 갖는 구성식의 상수인데 이는 재료의 항복응력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점

소성 이론에서는 탄소성의 경우와 같은 재료의 항복응력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NONSTA-V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4.3-3에 

보인 축대칭 고온구조물의 내벽에 250℃에서 20시간 동안 550℃로 증가하여 400

시간 유지되었다가 다시 20시간동안 250℃로 냉각되어 400시간 유지되는 하중을 

가한 크립-피로해석을 수행한 결과 변형률과 응력이력은 그림 4.3-4와 그림 

4.3-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온 유지시간 동안 응력은 완화되면서 변형률은 증가

하는 전형적인 비탄성 거동을 모사하 으며 응력-변형률 곡선은 그림 4.3-6에 

보인 것과 같고 NONSTA-VP 프로그램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지

만 통합 점소성모델이기 때문에 소성변형률과 크립변형률은 분리해서 나타낼 수

가 없다.

     
그림 4.3-3 축대칭 

고온구조해석모델

R  = 3555 mm

L1 = 3486.4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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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응력-시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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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변형률-시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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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응력-변형률 곡선

-0.0004 -0.0002 0.0000 0.0002 0.0004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σ rr
 [M

P
a]

ε
rr

total - ε
rr

thermal



- 195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NONSTA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고온 열라체팅 구조

시험 장치를 구축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열라체팅 시험을 수행하 고 또한 

고온구조 크립-피로 시험장치를 구축하여 단순 실린더 구조물과 불연속 구조물

에 대한 크립-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비탄성 구성식의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한 재료시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재료상수를 구하기 

위한 연구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4.3.3 LBB 평가기술

4.3.3.1 파단전 누설 개요

원자로 구조물의 설계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가정하여 구조

물과 부품들이 기능을 잃지 않고 충분한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상 사고들 중에 가상 배관양단파단(DEGB) 사고가 있다. 배관양단파단

이란 배관이 운전중 순간적으로 파단되어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사고를 말하며 

고압으로 운전되는 경수로의 경우 이때 배관 내부에 있는 고압의 유체가 순간적

으로 다량 분출하게 되어 주변에 있는 각종 기기 및 부품에 심각한 향을 미치

게 된다. 미국의 NRC는 GDC4에서 설계시 배관양단파단을 설계에 고려할 것을 

요구하 고, 이를 설계에 고려하면 동적하중이 커지고 이러한 동적하중으로부터 

배관 주위의 구조물과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의 배관 휨 구속물, 충격

방지벽, 부격실 등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들을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었다. 그리고 설치된 각종 지지구조물들이 배관의 정상적인 열적거동을 방해함으

로써 오히려 배관의 건전성에 나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부 알려

졌다[Whichman, 1996]. 

따라서 발전소 사업자들은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배관양단파단에 대한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여 배관양단파단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 고, 미국

의 NRC는 1986년 10CFR50 App. A GDC4[NRC, 1996]를 개정하여 만일 배관양

단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하여 NRC의 승인을 받으면 경수로 주배관 설

계에서 배관양단파단으로 인한 동적 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 LBB)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에는 전세계적으로 경수로의 설계에 파단전누설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화되

었는데 이로 인한 경수로 1호기당 설계 및 운전비용의 감소가 약 1400억원으로 

NRC가 평가한 바 있다[Swamy, 1997].

경수로 파단전누설 규제지침인 US NRC의 NUREG-1061 Vol.3[NRC, 1984]와 

SRP 3.6.3[NRC, 1987]의 허용기준에 따르면 파단전누설 적용 대상 배관은 운전

압력이 275psig 이상이고 운전온도가 200℉ 이상인 고에너지배관에 한정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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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 배관이 수격현상, 부식, 침식, 크립, 고주기/저주기 피로에 의한 파단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화재, 비산물과 같은 배관의 간접적인 파

손인자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최 환, 1993]. 국내에서는 광 3, 4호기부

터 파단전누설 적용이 규제기관인 KINS로부터 승인받았고, 광 3, 4호기는 주

냉각재배관, 가압기 림관, 안전주입배관, 정지냉각배관에 파단전누설 개념이 적

용되었다.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에 대해서는 파단전누설의 적용이 시도되었으나 

주증기관은 주증기 분리밸브 작동으로 인한 수격하중적용을 고려하여 파단전누

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 고 주급수관은 부식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높아 적용

이 불허된 바 있다[최 환, 1997]. 

액체금속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주요 배관의 운전온도는 무척 높지만 운전압력

이 대기압에 가깝게 낮고 또한 소듐의 에너지가 경수로의 증기 에너지와 비교하

면 1000분의 1 정도이므로[Vinzens, 1990] 경수로에서의 파단전누설 기준을 그대

로 액체금속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액체금속로는 운전 압력이 낮고 연

성이 높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을 재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듐배관의 

임의적인 파단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GE, 1987] 배관의 동적효과에 대비

한 구속지지물 설치가 기본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서 파단전누설 개념의 도입 목

적이 경수로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 고온에서의 균열 건전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

문에 파단전누설 평가기술의 내용도 차이가 크다.

액체금속로의 설계코드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로구조물에 균열과 같은 결함을 

허용하지 않지만, 용접결함과 같은 초기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부품과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점에서 균열성장 해석을 수행

하여 유체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통균열 발생시

에는 고온에서 균열성장의 안정성을 평가해서 균열이 성장하여 급속한 파단에 

이르기 전에 균열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해서 원자로 운전을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자로용기나 배관과 같이 냉각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수명 동안에 균열이 성장해서 구조물의 두께를 관통하여 냉각

재의 누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균열이 급속히 성장하는 임계균열 크기에 이르기 

전에 누설을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파단

전누설의 근본 개념이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구조물에 파단전누설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 개발과 고온에서의 균열 발생 및 거

동 평가 기술의 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가동했거나 가동중인 액체금속로의 설계시 파단전누설 개념이 적용되

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운전중인 액체금속로 Superphenix에 대

해서 규제기관의 요청으로 심층방어 개념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와 이차배관에 파단전누설 평가를 시도하 는데 이것이 액체금속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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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파단전누설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되었다[Moulin, 1995]. 국도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가동중인 액체금속로 PFR의 이차배관과 IHX 

용기 및 노심지지구조물에 적용하여 원자로 안전평가에 중요한 관통 임계균열 

길이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분석한 바 있다[Green, 1996].

유럽의 여러나라가 공동 개발하 던 액체금속로 EFR을 위해서 프랑스, 국, 

독일, 이탈리아는 파단전누설 개념을 포함한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작업그룹 AGT9과 원자로 소듐 누설사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운전그룹 

AGT8 등 여러가지 작업그룹을 만들어 연구노력을 경주하고 있다[Acker, 1992]. 

AGT8은 유럽 여러나라에서 설계․건설되었던 액체금속로 KNK II, DFR, PFR, 

Phenix 및 Superphenix의 운전 경험으로부터 74건의 소듐 누설사례를 조사하고 

가동중 검사기술 및 누설에 대한 보수경험 사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데[Martin, 1991] 이는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통계적 자료를 

제공해준다. 

액체금속로에서의 누설은 주로 이차계통과 보조계통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조

사되었고 거의 모든 누설이 용접부에서 발생하 으며 누설균열은 대부분 제작결

함으로부터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Martin, 1991]. 또한 구조물 형상 불연속부

위와 크립에 의한 균열도 누설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액체금속로의 설계

시에는 균열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설계에서 형상 불연속 부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제작시 결함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파단전누설 개념의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누설의 감지방법은 소듐 에어로졸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것과 소듐의 전기전도

에 근거한 Spark plug detector와 Wire detector 등이 사용되고 전기추적 가열장

치를 설치하여 소듐이 누설되면 추적요소가 빠르게 부식하여 접지됨으로써 전기

격리를 측정함으로써 누설을 감지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누설사례의 거의 절

반은 감지장치가 경보를 주기 전에 운전원이 정규순찰이나 보수검사 기간에 직

접 발견하여 아직도 파단전누설 적용을 위해서는 누설 감지장치의 신뢰성과 민

감도를 높이고 또한 빠른 반응과 쉬운 설치요건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누설을 감지하고 나면 발전소 운전을 정지하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수

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AGT8은 

유럽의 여러 액체금속로에서 발생한 누설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수리 경험을 참

고문헌[Gregory, 1992]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소듐의 불투명하고 화학반응하

기 쉽고 또 방사화되기 쉬운 성질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액체금속로 개발에도 대중 수용을 개선하

기 위해 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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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액체금속로의 부품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상을 받은 부품들을 안전상의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대중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 받을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액체금속로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의 프랑스, 국, 독일, 이탈리아는 

공동으로  DCRC(Design and Construction Rule Committee)를 만들어서 액체금

속로의 노심지지 경로의 전손상을 방지하고 소듐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로용기와 이차배관과 같은 주요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파단전누설 절차를 만드는데 합의하고 지금까지 실험과 해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연구노력을 기울여왔다[Riou, 1993]. 

미국은 액체금속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LBB 평가법 개발과 관련한 

연구활동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에 대해서는 LBB의 많은 

국가에서 법령 및 표준 평가절로 사용하고 있는 10CFR50 App. A GDC4와 

USNRC의 NUREG-1061 Vol.3와 SRP 3.6.3를 제정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Gen IV 등의 방향설정에 따라 이에 연구개발이 재개된다면 고에너지 배관

에 적용해오던 경수로의 LBB 적용절차를 액체금속로의 중/저 에너지 배관 및 

원자로 용기에 적용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PRI의 주관으로 

ORNL연구소와 일본의 CRIEPI 및 국의 NE와 공동으로 고온에서 균열의 건전

성평가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행하 다[Ruggles, 1991].

프랑스는 CEA를 중심으로 고온 균열평가와 액체금속로 파단전누설 개념 적

용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실험을 수행하 고[Poussard, 1997] 이 

결과를 토대로 RCC-MR의 부록으로 파단전누설 평가 지침서 A16[Moulin, 1999]

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평가에 사용될 결함 형상과 결함 평가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크립을 무시할 수 있는 온도 역과 크립이 중요한 온도 역으로 나누

어서 액체금속로 설계코드인 RCC-MR과 연계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A16의 

적용을 위해서는 RCC-MR 코드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은 원자로계통과 부품의 안전관련 경우에 심층방어 개념으로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해왔고 1990년에 압력 부품에 대한 파단전누설 평가 방법을 결함을 

갖는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지침서인 R6의 부록 9로 추가하 는데 최근에 고온

에서의 크립 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 다[Shaples, 1996]. 즉, 크립 변형

의 누적에 따른 파괴 인성치와 인장 계수의 감소를 적용함으로써 크립 향을 

포함하도록 하 는데 심각한 크립 균열의 성장이 발생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균열길이와 시간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국의 액체금속로 PFR 

고온 파단전누설 개념은 다음의 조건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균열의 관통시 결함 길이가 임계 결함 길이보다 작음을 보이고, 균열이 관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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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크립 파단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이고, 균열이 임계 크기로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크립 파단이 발생하기 전에 관통 균열로부터의 누설이 탐지 가능함을 보

이는 것이다. 국은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지침인 R5를 만들었는데 파단전

누설은 R5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의 R6의 부록으로 존재하던 부록9를 고온 

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액체금속로 SNR2(후에 EFR 개발로 흡수)에 대

하여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단전누설 적용이 필요한 구조

물을 제시하 지만[Vinzens, 1990] 구체적인 평가 절차는 조사되지 못했다.

일본은 액체금속로 원형로 몬주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JNC를 중심으로 안전

성 관점에서 유럽의 각국과 협조하에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액체금속로의 부품과 배관에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하고 가상 소

듐누출사건에 대비한 설계조절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JNC와 

CRIEPI를 중심으로 고온 균열 건전성평가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iura, 2001]. 

인도는 액체금속로 실험로인 FBTR을 보유하고 있고 1985년부터 500MWe규

모의 원형로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를 개발하고 있다. 인도는 

액체금속로 구조 설계에 프랑스의 RCC-MR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PFBR의 개념

설계시 증기발생기 소듐 입구 노즐과 원자로용기 및 이차배관에 대하여 

RCC-MR A-16에 따라 파단전누설 평가를 수행하 다. 인도는 자체적인 액체금

속로 구조 설계지침이나 파단전누설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대신에 프랑스에서 만

든 지침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기술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KALIMER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을 시도

하는 액체금속로로서 운전 압력은 대기압에 가깝고 운전 온도는 530℃ 정도의 

고온이다.  현재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경향은 액체금속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파단전누설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규제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KAERI도 

KALIMER 설계에 심층 방어개념으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파단전누설 개념

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AERI, 2002]. 액체금속로 파단전누설 평가기술은 특히 크립의 향이 중요한 

고온에서의 균열 거동 평가 기술이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파단전누설 개념

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고온에서 원자로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도 필수

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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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파단전누설 평가기술

일반적인 경수로 파단전누설 개념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배관을 

선별한 후에는 동적, 정적 배관해석을 수행하여 가장 큰 응력이 걸리는 부분에 

가상균열의 발생을 가정하고, ASME Section Ⅺ[ASME, 2001]에서 규정하는 초

기 가상결함 형상에 대하여 피로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하여 수명말기 피로균열성

장이 IWB-3640, 3650을 만족하는지 살펴서 이를 만족하면 초기 가상결함이 관

통하지 않고 안정된 것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관통가상 균열은 누설감지장치로 

감지가능한 균열의 크기로 정하는데 이때 최소감지누설량은 1.0gpm으로 

RG1.45[NRC, 1973]에 규정되어 있다.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

기에 10배의 여유도를 주어 10.0gpm의 누설을 허용하는 결함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보수적인 유출률과 균열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EPRI가 개발한 PICEP프로

그램[Norris, 1987]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결정된 누설감지균열의 성장

해석을 수행하는데 정상운전하중과 안전정지지진하중을 더하고 2배의 여유도를 

주어 하중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균열크기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하

기 위해서 정상운전하중과 안전정지지진하중을 더한 하중하에서 누설감지균열크

기에 2배의 여유도를 주어 균열성장 해석을 수행한다. 균열성장해석은 탄소성 파

괴역학을 사용하며 균열의 불안정 파괴조건에는 임계하중법, J-T 평가법, R6 선

도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고 또한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이중 

USNRC가 권장하는 J-T 평가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KINS는 

현재 한계하중법과 J-T 평가법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최 환, 1997]. J-T 평가

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4.3-7과 같고 TAPP는 찢김계수이며 이는 외력

에 의한 J-적분값을 균열길이에 대한 미분치로 정의되고, TR은 재료의 물성치

이다. 여기서 TAPP가 TR과 같아지는 점에서 균열의 불안정 성장이 발생하며 

그 이상의 역이 불안정 역이 된다.

 

TR

TAPP

STABLE

UNSTABLE

Instability 
Point

J integral

TR, TAPP

TR

TAPP

STABLE

UNSTABLE

Instability 
Point

J integral

TR, TAPP

그림 4.3-7 균열안정성 평가선도(J-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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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에 파단전누설 평가기술은 국내에서도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기술개발

[유 준, 1997]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단전누설 개념의 적용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남아 있으며 특히 누설감지능력 향상, 신뢰성 있는 균

열성장평가 기술 개발, 동적변형시효나 피로 등의 파손인자 향분석 등 아직도 

연구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프랑스는 액금로 설계와 운전에 적용할 수 있는 파단전누설 및 균열평가 절차

를 개발하기 위해 CEA, EdF, Novatome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2000년도에 액금로 전용 설계코드인 RCC-MR의 부록으로  균열

평가와 파단전누설 평가 지침서인 A-16을 발간하 다. 이 지침서는 추후 광범위

한 시험을 수행하여 입증할 때까지는 평가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A16에는 크립피로 균열발생, 평판과 배관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방법 등이 기술

되어 있다. 지침서는 파단전누설 평가 또는 결함평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내

용은 크립피로 균열진전과 같은 상세 비탄성해석보다는 주로 탄성해석 결과나 

응력확대계수 등을 포함하는 핸드북을 사용하는 단순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A16

은 KI, J, C
*  등을 평가하는 파괴역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고 여기에는 균열

발생을 예측하는 σ d  방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과 J를 계산하기 위한 참조응력

법과 같은 기존 방법의 확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온 균열의 설장을 평가하

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균열선단으로부터 d=50m 떨어진 곳에서 응력과 변형률을 계산하기 위한 

σ d를 계산한다.

)m50d(
d2

K I
de µ=

π

∆
=σ∆

- 참조응력법에 의해 J를 단순 평가함으로써 Keff를 유도하고 da/dN-Keff  관

계식을 사용하여 피로균열설장을 평가한다.

( )[ ]nieffifa KC)a( ∆=δ

- C
*  값을 단순평가하여 고온 유지시간동안 크립균열 성장을 평가한 뒤 피

로균열 성장과 더한다.

( ) *

2
* *

160
( ) ,

*
( ) ( )

ht q I
fl i i S IA C

fa i fl i

Ka A C dt C k k
E

a a a

δ

δ δ

= = ⋅ ⋅

+ +

∫

- 참조응력법으로 J를 단순평가하고 유지시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

한 균열진전하지 않은 부분의 소성붕괴 평가한다. 

프랑스의 FRAMATOM은 독자적으로 파단전누설 평가기술을 개발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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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Turbat, 1997] 관통하지 않은 균열이 관통균열로 성장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과 냉각재의 누설을 수반하는 관통균열이 불안정 성장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절차를 제시하 다. 균열의 성장은 RCC-MR A16의 절차를 

따라 평가하고 피로균열진전은 Paris 법을 따른다.

( )nKC
dN
fda

∆=

좌변은 하중 사이클당 균열진전량(m/cycle)이고 우변의 C, a는 상수값이고 K

는 응력확대계수(MPa-√m)의 범위를 나타낸다. 크립균열진전에 대해서는 유럽

에서 많은 연구노력이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프랑스와 국, 독일에서 수행

된 오스테나이크계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모든 시험결과를 포함하는 Hooton의 관

계식을 사용한다.

( )qc CA
dt
da *=

좌변은 크립균열 진전속도(m/h)이고 우변의 A, q는 상수이고 C
*(MPa-m/h)

는 크립변형을 받는 균열에 대한 파괴역학 변수인데 이는 R5 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











=

ref

I
refref

K
C

σ
εσ &

여기서 KI는 응력확대계수, refσ 는 리가먼트(균열침투되지 않은 두께길이)에

서의 참조응력, refε& 는 참조응력하에서 크립변형률속도를 나타낸다. 수명말기 균

열의 안정성은 R6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하는데 ( KR, LR) 선도를 사용한다. 관

통균열에 대해서는 균열이 관통하 을 때의 점근 균열길이( CS)를 보수적인 

Master curve를 사용하여 결정하는데 만일 크립 균열진전이 명백히 피로 균열진

전보다 크면 Master curve에 응력범위비 대신 고온 지속시간동안의 응력비(굽힘

/막응력)를 사용한다. LBB 요건에 적용할 관통균열길이( CP)는 CP=Max(Ci, Cs )

로 결정한다. 누설 감지균열의 최소길이( CL) 결정하는데 감지장치로 감지할 수 

누설량의 최소값의 10배의 누출을 허용하는 균열의 면적을 계산하고 균열 열림

길이와 반균열길이를 이 면적과 연관하여 균열크기를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로 

균열이 불안정 성장하는 임계 관통균열길이( CG)를 결정한 누설감지 여유도를 

평가하여 파단전누설의 성립을 판단한다.

국은 NE(Nuclear Electric)를 주축으로 BE(British energy), AEA-T의 공동

연구로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절차를 R6에 수록하 는데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Hooton, 1996; Yellowsee, 2001]. 우선 균열열림면적 시간 t일 때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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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한다.

1

0

( ) 1
t

n
e c e refA t A A dt A CE tσ − = + = + ∫ &

냉각재의 누설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주어진 크립시간과 압력하중에 대하여 질

량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0.5 0.5 1( ) ( ) 1 n
D D e refm C A P C P A CE tρ ρ σ − = = + &

임계균열길이의 계산은 크립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

지만 크립이 중요해지는 고온에서는 TDFAD(Time Dependent Failure 

Assessment Diagram) 방법을 제시하여 사용한다. 두 개의 변수인 Kr과 Lr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그림 4.3-8의 TDFAD 파손평가곡선에 적용하여 안정성을 

평가한다.

0.2

,
P

refI
r rc c

mat

KK L
K

σ
σ

= =

그림 4.3-8은 316LN강에 대한 시간의존 파손평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8 316LN강에 대한 TDFAD 선도

일본의 JNC는 크립-피로 균열성장을 예측하는 단순 평가법을 제안하 다

[Wakai, 1998, 2000]. 크립-피로 균열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피로에 의한 균열성

장률과 크립에 의한 균열성장률의 선형 합으로 구한다.

cf dN
da

dN
da

dN
d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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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균열성장은 다음과 같이 Paris law를 이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 ) fm
ff

f

JC
dN
da

∆⋅=







. 

여기서 
5104935.1 −×=fC  8158.1=fm 이다. 

크립 균열성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 cm
cc

c

JC
dN
da

∆⋅=







. 

여기서 
2102874.2 −×=cC 이고 94487.0=cm 이다. 일본은 크립과 피로균열 성장을 

수정 J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고온 파단전누설과 결함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프랑스, 국, 일본의 평가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 는데 피로균

열의 경우에는 Paris 법칙을 따르는 것이 거의 공통적이지만 크립 균열 성장의 

경우 조금씩 방법이 다르다. 균열 선단에서 응력-변형률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고 탄성변형에 비해 크립변형이 우세하므로 응력확대계수 K나 J-적분 등은 적절

한 파괴 매개변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C
*, C(t), C t  적분 등과 같은 파괴역학 

매개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의 현황을 간략히 분석하 다. 

C
*  적분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 균열선단에서의 거동이 다음과 같이 Norton의 크립법

칙에 지배된다고 가정한다.

n
c Aσ=ε&

즉, 크립변형률 속도는 응력과 크립 상수 A, n으로 구할 수 있다. 변형률속도

는 응력의 유일함수이고 여기서 경로적분 C
*는 다음과 같다.

∫
Γ

∂
∂

−= ds)
x
u

(TdyW*C i
i

*
s

&

여기서 Ti는 traction이고 Ws
*
는 응력일률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ε

εσ=
mn

0 ijij
*
s dW

&
&

C
*  값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C * = -(1/B) (dU */da)이다. 여기서 

B는 균열체의 두께를 나타내고 U
*는 균열체로 공급된 일률을 나타낸다.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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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크립조건에서 C
*는 균열선단 특이응력장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J-적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적분경로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유한요소해석을 적

용하여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다.

C(t) 적분

일차크립과 같은 과도크립 조건에서는 변형률 속도는 응력과 응력속도의 함수

가 된다. 즉,

n
crel A

E
σ+

σ
=ε+ε=ε

&
&&&

  

여기서 우측 첫번째 항은 응력재분포에 따른 탄성변형률 속도로써 응력속도의 

함수이다. 따라서 변형률속도는 더 이상 응력만의 유일함수가 아니므로 C
*  적분

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적분경로와 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균열선단에서는 크

립변형률 속도가 탄성변형률 속도보다 우세한데 이 작은 역에서 위의 C
*  적

분을 수행하게 되면 적분경로에 관계없이 적분값이 일정하게 되는데 이를 C(t)적

분이라 한다. 주의할 점은 적분 경로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험으로 값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균열선단에서 자세한 응력, 변형률 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Ct  적분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 적용하는 C
*적분을 과도 크립조건으로 확장한 것이 

Ct적분인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U

B
1C

*
t

t ∂
∂

−=

여기서 C
*  적분과의 차이점은 U

*는 정상상태 크립조건에서 일률로서 시간

에 무관하게 일정하지만 U
*
t는 순간 일률로서 과도 크립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한다. 균열선단의 크립 역이 작은 초기 단계에서 균열선단에 크립 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단계로 진행하면 U
*
t는 U

*값에 접근하므로 Ct값도 C
*

값에 가까워진다. Ct값은 특이응력장의 세기를 나타내주지는 못하지만 실험적 

방법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크립균열 성장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로 

활용하기 좋다. 

da/dt= AC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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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방법으로 A와 n을 구하면 크립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Ct  

측정법은 ASTM에서 규격화되었다[ASTM, 1990]. 크립 조건에서 균열의 성장을 

분석하는 것은 재료의 비선형성과 복잡한 크립 매카니즘을 고려하면 간단한 접

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크립 매카니즘은 재료의 미시적 성질과 공동(void)

의 생성, 확산(diffusion)과 전위(dislocation) 기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크립-피로균열성장은 시험결과로부터 구한 평가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Austin[Wakai, 2000]은 600℃일 때 316L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균열성장 곡선을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d
89.0*3

eff
8 txC5.9Kx10x3

dN
da

+∆= −

 

여기서 C
*는 고온유지시간 t d동안 일정 변위하중을 주고 실험으로 구한 파

괴매개변수이다. 

액체금속로의 고온구조물들은 운전중 일정한 하중을 받기보다는 기동과 정지

와 같은 피로하중과 고온에서 일정하게 운전되는 크립하중을 받음으로써 크립-

피로 연계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균열은 크립-피로 연계를 고

려하여 성장하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 크립-피로 조건에서 균열의 성장을 예측하

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중인 분야로 앞에서 분석한 기술현황 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온 크립환경에서 균열의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부분적으로 수행

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온 파단전누설 평가기술과 고온 균열 

건전성평가기술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3.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고온구조 설계 지침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1967년에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Code Case 133-4를 4페이지 분량의 처음 개념을 설정

했고, 1977년에는 운전조건 A, B, C, D로 분류하여 지침을 제시한 Code Case 

N-47을 개발했으며 1995년에 그동안 Code Case이었던 N-47-29을 그간의 몇 가

지 연구결과를 반 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H로 격상시켰다. 미국은 비록 설계코드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액금로 설계지침인 RCC-MR 및 일본의 설계지침인 BDS 

평가절차의 근간을 제공하 으며 특히 ORNL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매우 높은 개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Gen IV 로드맵이 확정되면 

미국도 설계지침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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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체팅 평가절차에 대해 비교분석해보면 라체팅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Bree 

선도법을 일부 수정한 O'Donnell Porowski 선도를 채택했고, 일본 및 프랑스가 

이미 라체팅에 대한 개선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미국도 추후 코드 개정시 풀

형 액금로에서와 같이 이차 막응력만으로도 발생하는 라체팅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립-피로 평가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ASME는 크립에 대해서도 시간비율법(time fraction rule)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는 적용절차가 간단한 반면 과도한 보수성으로 인해 연성소모법(ductility 

exhaustion method)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ORNL은 NRC의 의뢰에 의하여 ASME NH의 기술 현안문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1993년에 발간했는데 이 평가보고서에서는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득한 개량형 액금로(ALMR)의 기대 수명기간 동안 안전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설계지침 및 규제지침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분야를 현안사안으로 제

기하 다. 여기서는 23개의 사안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의 중요 사안이 있는데 이들은 60년 수명기간에 

대한 허용 설계 데이터 및 곡선에 대한 재료 물성치 부족문제, 노치 약화효과

(notch weakening effect)에 대한 이해 부족문제, 검증된 용접 설계법의 부족문

제, 장기 조사에 따른 고온 물성치의 열화 문제, 장기 부식현상에 따른 물성치의 

열화문제, 검증된 열 스트라이핑 자료의 부족문제, 신뢰할 만한 크립-피로 설계

지침의 부족문제, 결함 평가절차의 부족문제, 배관의 비탄성 설계절차 부족문제 

및 고온에서 지진효과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의 부족문제 등이다.

프랑스는 설계 건설, 운전경험과의 오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RCC-MR을 

1985년에 발간했고,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1987년과 1993년에 개선 보완판

을 발간하 다. 1993년판의 RCC-MR에는 미국의 ASME NH에서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일차배관의 설계절차(RB 3600)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이차 

배관(RC 3600), 박스구조 설계지침(RB 3800), 벨로우즈(RC 3700) 및 일차 열교

환기(RB 3900), 이차 열교환기(RC 3900)의 설계절차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특

징이다. AFCEN은 2003년 상반기에 RCC-MR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1년 JOYO에 대하여 나트륨 기기 구조설계지침을 작성한 이래로 

MONJU의 구조설계지침인 BDS 코드를 작성했다. BDS 코드는 Code Case 

N-47과는 달리 비탄성거동에 대한 재료의 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탄성추종법을 

개발하여 채택하 고, 배관설계지침 및 크립-피로 설계지침도 미국의 Code Case

와 상당히 다른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JAPC는 DFBR 설계용 코드

로서 BDS 코드를 개선한 DDS 코드를 개발하여 1998년에 발간했다. 

국의 액금로 설계코드는 EFR 추진시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공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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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DCRC의 주도하에 새로운 설계지침의 개발을 해왔지만 이는 EFR의 중단과 

함께 중단되었지만 이미 1960년대부터 실험로와 원형로를 설계 건설 및 운전한 

경험이 있는 등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다. 국의 British Energy는 특히 액

체금속로 및 고온가스냉각로의 유지보수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코드(assessment 

code)로서 R5/R6를 각각 약 15년 및 25년전에 개발하여 개정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는 설계 여유도가 포함된 ‘설계지침’이 아닌 고온 ‘평가지침’으로서 세계

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이다. 국은 고온평가지침의 개발에 

British Energy가 R5/R6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동개발에는 BNFL, Serco 

Assurances 및 Imperial College 등의 산학연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으며 

Imperial College 등의 학교 및 산업체 등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에서 R5의 주요 적용 대상은 AGCR이며 운전온도가 비슷하게 고온인 액

체금속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R5코드는 매년 업그레이드 또는 개정판이 나오

고 있다. R6는 결함이 있는 저온 구조물에 대해 파괴역학적 접근법으로 건전성

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R5/R6 코드를 따른 평가를 위해서는 물성치 데이터인 

R66가 있지만 이 물성치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어 입수가 불가능 상태이므로 

R5/R6를 따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는 세계적으로 국의 R5 및 R6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내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기술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성균관대 산업설

비 안전성 평가센터(SAFE) 및 전력연구원 등이 수행해오고 있는데 액체금속로 

관련 설계 및 평가기술을 개발은 유일하게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 액체

금속로 기계설계기술 수준은 정부주도 중장기 과제 1, 2단계를 거치고 3단계 1차

년을 거치며 각국의 설계기술의 분석 및 적용을 통해 기존의 설계 및 평가절차

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 으며 최신의 설계 및 평가기술은 아직 자료수

집 및 분석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 

고온구조 평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열라체팅 구조시험장치를 구

축하고 여러 가지 형상 및 특성에 대한 열라체팅 거동에 대해 시험 및 비교평가

를 수행하 다. 특히 열라체팅 구조시험장치는 국내특허를 취득했으며 단순원통 

시편, plate-to-shell 원통구조물 및 Y-구조 시편 등을 이용한 주요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학술저널에 다수를 발표 및 게재했다. 시험결과는 고온구조물의 결합탄소

성 거동을 효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개발한 NONSTA-EP의 검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고온구조물의 고온 크립-피로 거동 및 손상기구를 규명하기 위한 크

립-피로 시험장치를 구축했고 현재 공기중 크립-피로 손상시험을 수행 중에 있

다. 여기서 나온 시험데이터는 해석적 결과 및 설계코드를 따른 평가결과와 비교

하여 설계코드의 여유도 분석 및 전산코드 NONSTA-VP의 검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용접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거동 구조시험 및 평가연구도 3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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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에 수행할 예정이다. 

고온구조물의 거동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소성변형과 시간에 의존하는 복잡

한 내부 변형 메카니즘을 갖는 크립변형이 발생하여 복잡한 변형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피로손상과 크립손상이 연계되어 발생하여 구조물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액체금속로와 같은 고온구조물을 설계해석할 때 탄성해석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탄성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상당히 큰 보수성을 부여하는 

평가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해석의 보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세 비탄성해석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상용 유한

요소해석코드들에서는 제한적인 비탄성해석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세계

적으로 고온구조의 복잡한 비탄성거동을 좀 더 정확히 모사하기 위한 구성식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본 보고서에는 이들 현황을 조사분석하 다. 

국내에서도 Chaboche의 통합 점소성모델을 적용한 NONSTA-VP 프로그램을 만

들어 이를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고온구조물에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노력을 하고 있다.

경수로의 파단전누설 평가 절차는 비교적 잘 정립되어 경수로 설계에 매우 유

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고온에서 운전되는 액체금속로의 경우에는 소듐 냉각재

의 사용과 고온 크립 효과를 고려한 파단전누설 평가절차가 프랑스와 국에서 

제시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액체금속로에 적용

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다. 액체금속로 원자로 용기의 경우 파단전누설 평가를 수

행함으로써 원주방향 용접부의 완전파단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노심지지 기능

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IHTS 배관에 적용하여 소듐화재의 위험을 최소

화하는 심층 방어개념의 안전성 요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가동중검사 적용을 최

소화하고 검사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다.

본 기술현황 분석에서는 선진 각국의 파단전누설 평가기술 개발 상황을 개략

적으로 조사 분석하 지만 자료의 제한성으로 완전한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선진국의 개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고온 파단

전누설 기술을 개발하고 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온 균열성장 해석 

기술과 균열의 불안정파괴 평가기술 및 소듐 누설감지기술과 누설량 평가기술의 

개발에 대하여 연구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4.4 면진 및 지진설계 기술

4.4.1 면진설계 기술

오늘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아파트, 원자력발전소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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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개발된 적층고무베어링(1/8규모, 1/4규모)

액체금속로의 면진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적층고무베어링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고무제품 전문생산업체인 브릿지스톤사에서 제작된 시험체에 대하여 

전력중앙연구소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기관과 산업기관 등에서 많은 특성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다[Ohtori, 1994]. 미국의 경우는 EERC에서 적층고무베어링에 대

한 특성시험이 수행되었으며 ANL에서는 고무시편에 대한 각종 특성시험이 수행

된 바 있다[EERC, 1995]. 국내에서는 그림 4.4-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실규

모(120cm)에 대한 축소모델(1/8규모, 1/4규모)을 제작하여 여러 가지 특성시험이 

수행된 바 있으며 특성시험에는 천연고무베어링, 납삽입베어링, 고감쇠베어링 그

리고 3차원 일체형베어링의 적층고무베어링이 사용되었다[유봉, 1995, 1997, 

1999; Koo, 1998].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는 액체금속로는 대부분 면진설계를 채택하

고 있다.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S-PRISM은 적층고무베어링을 원자로 지지층에 

설치하여 원자로 층에 대한 면진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CFBR은 

원자로 건물 전체에 대한 수평-수직 모든 방향의 3차원 면진설계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개발 중에 있는 EFR은 공동기초를 갖는 원자로 

건물, 증기발생기 건물, 변환기어 건물 그리고 보조 건물 모두에 대해 수평면진 

설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은 따로 분리하여 수직면진 설계를 선택사

양으로 요구하고 있다[EFR]. 국내에서 개발 중인 액체금속로는 원자로 건물 전

체를 수평면진하는 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직면진을 포함하는 3차원 면

진설계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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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적층고무베어링을 사용한 면진구조물에 대해 수많은 특성시험들

이 수행된 바 있고[Ohtori, 1994] 국내에서도 액체금속로의 면진설계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4개의 적층고무베어링(직경 15cm, 1/8규모)으로 면진된 20톤 규모의 면

진구조물을 설계, 제작하여 각종 지진파형 및 지진규모에 대한 진동대 시험을 수

행하여 면진성능에 대한 검증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Koo, 1999]. 그림 4.4-3은 진

동대 시험에 사용된 면진구조물 시험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3차원 면진설계 기술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1995년부터 

기존의 수평면진용 적층고무베어링에 사용되는 얇은 고무판을 두꺼운 고무판으

로 대체하여 수평 및 수직면진 성능을 동시에 갖는 3차원 면진장치로 개발하는 

연구를 수년간 수행한 바 있다[Kanazawa, 1998]. 그러나 이 장치는 상부무게로 

인한 두꺼운 고무의 과도한 크립변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용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JNC에서는 원자로에 대한 3차원 면진을 위하여 대형 접시스프링을 수

직면진에 사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나 실제 설계 수직면진주파수를 

갖는 대형 접시스프링의 제작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Morishita, 1995].

그림 4.4-3 면진구조 시험체(무게 20톤, 1/8규모 면진베어링 4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액체금속로의 3차원 면진설계를 위하여 기존의 적층

고무베어링에 수직면진 기능을 부가한 일체형 수평-수직 3차원 면진베어링에 대

한 개념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미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의 4개국에 특허 등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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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설계 기술은 기존의 내진설계 방식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면이 

많으며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면진설계에 대한 지침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건축학회에서 일반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면진구조설계지침

서를 이미 1989년에 초판을 완성하여 발표하고 1993년에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

다[일본건축학회, 1993].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액체금속

로에 적용하기 위한 면진설계지침서 개발에 착수하여 1994년에 “고속증식로면진

설계지침서”를 발간하 다[일본전력중앙연구소, 1994]. 이 면진설계지침서는 총 4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는 FBR 면진시스템 안전설계지침, 제2편에는 

FBR 면진시스템 설계방침, 제3편에는 FBR 면진시스템 설계법, 그리고 제4편에

는 동적해석방법에 의한 FBR 면진시스템 설계방침 및 설계법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액체금속로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면진설계지침서는 없으나 액

체금속로용 적층고무베어링에 대한 설계, 해석방법론에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

고[EERC, 1995] 특히 면진장치의 품질보증을 위한 성능시험 지침서[Shenton, 

1994]를 제안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면진설계를 위한 설계지침서를 제안하 으며 1994

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Forni, 1994]. 이 면진설계지침서는 총 15장

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각국에서 개발된 면진설계 지침서의 주요 내용에 기

초하고 지금까지의 수행한 면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면진설계지침서(Revision 

A)를 개발한 바 있다[유봉, 2000].

 

4.4.2 지진좌굴 설계

지금까지 원자로용기 등에 대한 지진좌굴 설계기술은 설계단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기술개발이 매우 미흡한 상태 다. 그러나 액체금속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500℃ 이상의 고온운전과 대기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5cm 이하의 얇은 박막 원자로용기를 설계에 채택하면서부터 지진에 대한 좌굴설

계기술[Okada, 1995; Tsukimori, 1996]과 고온운전에 대한 열적좌굴[Combescure, 

1991; Jimbo, 1999]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좌굴거동에 대한 많은 시험과 해석을 수행하

여 이를 액체금속로 설계코드인 RCC-MR에 반 하고 있다. 미국은 고온 원자로 

구조건전성 평가코드인 ASME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에 고온 구조설

계시 반드시 만족해야할 좌굴하중 한계에 대한 요건들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a) Side View 

(Analysis) (Test) 

(b) Front View 

(Analy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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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EC 모형노심 시험자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프랑스 CEA는 건설된 

Superphenix 액체금속로의 실물크기의 노심모형인 SYMPONY을 제작하여 지난 

수십년간 각종 노심지진응답 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 이들 시험결과들

을 종합 분석하는 SYMPONY Project를 수행 중에 있다[Broc, 2001].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노심에 대한 시간이력지진응답 해석코드인 SAC- 

CORE2.0 코드[Koo, 2002]와 노심지진 해석모델링에 필요한 덕트간 유체간격에 

따른 유체부가질량과 감쇠를 결정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FAMD 코드

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Koo, 2003]. 표 4.4-1은 각국에서 개발한 액체금속로 노

심지진해석코드들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SAC-CORE2.0은 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Runge Kutta 알고리즘을 사용

하고 있다.

SAC-CORE2.0 코드에 대한 노심지진해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랑스 

Rapsodie 모형노심의 공기 중 시험자료에 일부 근거하여 노심지진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유체속 노심지진해석에 대한 SAC-CORE2.0 코드검증 및 노

심지진 시험자료 확보를 위하여 현재 프랑스 CEA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4.4-6은 해석에 사용된 Rapsodie 노심지

진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4-7은 공기 중 모델에 대한 노심상단 각 절

점에서의 최대 지진 변위응답의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4.4-1 각국의 액체금속로 노심지진해석 프로그램 비교

Codes Country Organization Class of Code Method of
Analysis

Integration
Scheme

CASTEM2000 France CEA de Saclay General
purpose

Modal
superposition

CORE-SEIS India IGCAR,
Kalpakkam

Specific for
FBR

Direct
integration

Newmark β

FINAS Japan PNC General
Purpose

Direct
integration

Newmark β

FINDS Japan Mitsubishi Specific for
PWR and FBR

Modal
superposition

Modified
Taylor develop.

SAFA Japan Hitachi Specific for
FBR

Modal
superposition

Nigam

SALCON Japan Toshiba Specific for
FBR

Direct
integration

Hilbert/Huges

SAC-CORE Korea KAERI General
purpose

Direct
integration

Runge-Ku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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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비교 (공기중)

4.5 가동중검사 및 보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및 주요 부품은 수명기간 동안에 주기적인 가동중검사

(In-Service Inspection)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한다. 가동중검사를 수행하는 목

적은 손상을 조기에 탐지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발전소 정지와 보수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는 고온 저압에서 

운전되며 소듐 반응 억제를 위한 보호가스 시스템을 가짐에 따라 액체금속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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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검사 코드 ASME Ⅺ, Division 3에서는 표 4.5-1과 같이 경수로 원전과는 달

리 연속감시와 육안검사 위주의 가동중검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SME, 1998]. 액체금속로는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며 원자로와 주요부품이 스테

인레스 강과 같은 인성이 큰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구조적 악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파단전에 누설이 먼저 발생하여 파손에 대한 조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속감시법이 주요 가동중검사법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다. 소듐 누설은 소듐 물 반응으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므로 

소듐누설 연속감시가 적용되어 소듐 경계면에서의 소듐 누설건전성에 대한 철저

한 점검이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2차계통의 일부 부품 들은 경수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가동중검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원자로용기 내부의 소듐에 잠

겨져 있는 노심, 구조물 및 부품 들은 불투명한 소듐 냉각재와 약 200∼550℃의 

고온 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가동중검사법과 보수기술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따른다. 소듐 내에 잠겨지는 원자로 내부 부품과 구조물들은 초

음파를 이용한 원격검사와 로봇을 이용한 원격보수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액

체금속로 개발 선진국은 액체금속로의 가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동중검

사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액체금속로 주요 부품에 대한 가동중검사 

및 보수의 주요 기술적 내용과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5-1 액체금속로의 ISI 적용 규정

부품 가동중검사법  

원자로용기 
연속감시, 육안검사, 

체적검사(이종금속용접부), 감시시험

주열교환계통

배관 연속감시, 육안검사

펌프/IHX용기 연속감시, 육안검사

기타부품 (밸브) 연속감시, 육안검사

중간열교환계통 배관 연속감시, 육안검사

증기발생기
튜브 체적검사

용기 연속감시

4.5.1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법

액체금속로에 적용되는 가동중검사법은 경수로 가동중검사법으로 적용되는 육

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 이외에 고온 소듐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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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와 연속감시 및 대체검사법이 주로 적용된다[ASME, 1998].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1.1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육안으로 검사체 표면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법으로 검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VTM(Visual Testing Method)-1, 2, 3으로 분류된다. 

  - VTM-1 : 균열을 비롯한 특정 표면상태, 손상, 마모 및 기타 물리적 손상

을 찾는 육안검사법이다. 

  - VTM-2 : 검사체 외면에서 액체의 침적, 액체 분출, 액체 방울과 연기를 

탐지하는 누설 육안검사법이다.

  - VTM-3 : 용접부나 검사대상체의 일반적인 기계적 및 구조적 상태를 검

사하는 육안검사법이다. 

육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체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검사체

에 접근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나 위험 환경에서는 원격 장치를 이용한다. 원

격검사 장치는 망원경, 내부 주사경, 화이버 광학기기, 원격 카메라와 소나

(SONAR)와 유사한 초음파 상가시화 장치가 사용된다. 특수게이지를 사용하여 

부품의 설치 위치와 치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표면 전사법(Replica)과 같은 

검사법도 육안검사법에 포함된다.

4.5.1.2  표면 검사

표면검사법은 표면 결함과 표면 바로 밑에 존재하는 결함을 탐지하는 검사법

으로 액체침투검사법과 자분검사법이 있다. 자분검사(MT)는 검사체에 전류를 흘

리고 미세 산화철 가루를 표면에 뿌려 그 분포를 측정하는 검사법이며 강자성체 

재료에 적합한 검사법이다. 액체침투검사(PT)는 유색의 유체가 미세 균열에 흡

착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검사법으로 비자성체 재료에 적용된다. 검사 수행시 표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5.1.3  체적검사

체적검사는 재료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과 불연속부위를 탐지하는 비파괴검

사법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초음파검사, 와전류검사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선

검사(RT)는 시험체의 한쪽 면에 현상필름과 같은 상기록매체를 놓고 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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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 X선과 같은 투과선을 조사 시켜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체의 양쪽 면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초음파검사법(UT)은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하여 시험체 재

료 내부에 음파를 투과 시켜 검사한다. 검사체 한쪽 면만 접근가능해도 된다. 오

스테나이트 강의 용접부는 액체금속로와 같은 고온 환경에서 초음파 검사 수행

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ASME Sec. Ⅺ Div. 3에서는  고

온에서의 초음파검사는 공인검사원이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와전류검사(ECT)는 시험체에 전류를 유도시키고 이 전류의 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와전류검사는 표면 또는 표면하 1/8 인치 깊이까지의 결함을 

탐지해 내며 경수로 증기발생기 인코넬 튜브와 같은 비자성체 튜브에 적용된다. 

탄소강 튜브와 같은 자성체에는 원격장 와전류(Remote Field ECT) 기법이 적용

될 수 있다. 

4.5.1.4  연속감시 및 대체검사법 

ASME 규정에서는 공인 검사원이 인증한 다른 종류의 검사법이나 새로 개발

된 신기술을 기존의 가동중검사법의 대체 검사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대체검사법에는 주로 연속감시법(Continuous Monitoring)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소듐과 방사능 보호가스를 담고있는 부품과 시스템의 누설탐지에는 연속감

시법을 적용한다. 액체금속로 원자로계통의 연속 감시에 사용되는 주요 감시 

parameter는 중성자속, 방사능, 온도, 압력, 유량, 소듐 누설, 가스 누설, 변위, 진

동 및 음향신호 등이다. 이 이외의 대체검사법으로는 고온 비접촉식 전자기 초음

파검사(EMAT), 유도 초음파검사(Guide Wave), 음향방출 검사법(Acoustic 

Emission), 스트레인 게이지 변위측정 등이 있다. 

4.5.2 액체금속로 주요부품의 가동중검사

4.5.2.1 원자로용기의 가동중검사 

원자로용기는 원격 육안검사 및 체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용기 가

동중검사에서는 그림 4.5-1과 같이 원자로용기와 보호용기 내부의 간격층에서 원

격으로 조정되면서 CCTV에 의한 원격 육안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수행한다. 프랑

스는 MIR로 명명된 원격 로봇을 개발하여 Superphenix에 적용하 으며 러시아

는 rail track 형상의 원격 로봇을 개발하여 SNR 300에 적용하 고 일본 미쯔비

시와 CRIEPI는 육안검사와 체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검사 로봇 MOLE를 

개발하여 MONJU에 적용한 바가 있다[IAE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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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 Access Port

  원자로용기 ISI 원격 검사장치  

그림 4.5-1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 가동중검사 원격 로봇 및 검사 개념도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 가동중검사용 원격로봇을 개발한 선진국들은 운전중인 

액체금속로에서 실증시험을 통하여 원격로봇의 작동 제어 성능을 검증하 지만 

고온 고방사능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  원격 

로보트와 고온 내방사능 카메라 센서 및 초음파 센서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고온 고방사능 센서 기술이 원자로용기의 가동중검사의 핵심 요소 기술로

서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확립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4.5.2.2 원자로 노심, 내부구조물 및 부품의 가동중검사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 및 부품은 불투명한 고온 소듐내에 잠겨져 있으므

로 ASME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안검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를 이용한 소듐내부주사 (Under-Sodium Viewing : USV) 검사기술이 적용되어

야 한다. 그림 4.5-2는 액체금속로 노심과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시 초음파를 

이용한 원격 육안검사를 수행하는 개념도를 보여준다.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

에 중성자가 조사되면 voidage라는 현상으로 핵연료의 금속구조가 팽창된다. 이 

현상에 의한 연료봉의 길이 팽창이 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연료봉이 구부러지

게 되는데 가동중에 연료봉이 구부러지는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핵연료

관리의 중요한 항목이다. 노심 핵연료의 변형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듐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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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에 의한 가시화가 필요하다. 핵연료봉이 구부러지게 되면 핵연료 어셈블리의 

상단면을 나타내는 어셈블리 형상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초음파 가시화를 통

한 상에 나타난 어셈블리 형상의 위치로부터 그 변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중성자조사에 의한 핵연료 길이 팽창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각 핵연료봉

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핵연료 상단에서 초음파 펄스의 송수신 시간차

를 측정함으로써 핵연료 높이를 측정오차 0.25㎜이상의 높은 정 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에 국의 Dounreay 

실증로에서는 PZT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초음파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여 노심

의 환상 역을 주사하고 수신된 초음파 신호를 상으로 나타내었다[McKnight, 

1986]. SNR 300과 RNR 1500에서는 원자로 내부의 구조물 거리 측정 실험으로 

수평변형 측정과 노심지지물의 편향 측정을 실시하 고 만족스러운 정 도를 보

임을 확인하 다[McKnight, 1988]. 현재 액체금속로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과 프랑스는 수평 소듐내부주사와 수직 소듐내부주사 기술을 개발하여 각각 

MONJU와 Superㅔhenix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노심지지구조물과 부품에 대한 

소듐내부 가동중검사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주 상, 2001]. 

수평 소듐내부주사 기술은 일본 MONJU에서 채택하여 적용한 방식으로 그림 

4.5-3에서와 같이 핵연료 교체시에 노심 상부를 수평으로 주사하여 노심 상부에 

반사체가 없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핵연료교환기의 이송경로를 확보하는데 적용

되고 있다. Superphenix에 적용된 수직 소듐내부주사 기술은 노심 상부를 스캐닝

하여 노심 핵연료 채널의 위치를 확인하고 노심의 변형 등을 관찰하는데 적용되

고 있으며 국 PFR에서도 적용되었다. 액체소듐 내에서의 초음파 가시화 및 측

정기술은 액체금속로의 가동중검사와 노심 건전성 감시를 위한 초음파 기술의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고온 소듐내에서의 초

음파기술 적용에는 고온과 접근성으로 인한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실용화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물 변형시 곡면 가시화의 정 도 향

상을 위한 초음파 신호처리 기술과 고온 소듐내에서 장기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액침형 고온 초음파센서 및 원격 송수신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설계제

작 기술과 제한된 주사범위에서 초음파 탐촉자의 기계적 구동없이 검사 대상체

의 상을 구현할 수 있는 초음파신호 위상배열 주사기술 및 고속 상처리 기

술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원격으로 구동하는 스캐너 구동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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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액체금속로 원자로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 개념도 및

소듐내부주사 장치

Under-Sodium Viewer of MONJU Ultrasonic Transducer of USVUnder-Sodium Viewer of MONJU Ultrasonic Transducer of USV

그림 4.5-3 MONJU 수평 소듐내부주사 장치 및 초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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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열전달계통 배관 및 부품의 가동중검사 

1차 열전달계통 배관에서는 Monorail type TV 시스템이 개발되어 MONJU에 

적용되고 있고 2차 열전달계통 배관에는 일반적인 육안검사가 적용되고 있다

[Maeda, 1995]. 열전달계통의 밸브와 펌프 및 열교환기 용기 등은 소듐누설 탐지

기로 소듐누설 여부를 감시한다. 소듐누설감시는 액체금속로의 소듐누설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듐누설 탐지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접촉형 소듐누설 탐지기와 가

스 샘플형 누설탐지기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 접촉형 소듐누설 탐지기가 소듐 부

품, 배관, 용기 및 밸브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스 샘플형 누설탐지기

는 대부분 액체금속로 원자로용기와 MONJU의 1차 및 2차 냉각계통에 적용되고 

있다. 소듐누설 탐지의 감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4.5.2.4 증기발생기의 가동중검사 

증기발생기는 소듐-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물 누출시 소듐-물 반응으로 화

재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품이므로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에 대비한 체

적검사와 누설 연속감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경수로의 증기발생기는 비탄소

강인 인코넬로 제작되어 와전류검사가 쉽게 적용되는데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

기 튜브는 Cr-Mo강과 같은 탄소강 계열의 재료로 제작되어 와전류검사 적용이 

쉽지 않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튜브는 나선형으로 용접부가 많다. 프랑스

에서는 증기발생기 튜브에 초음파검사기술을 적용한다. 프랑스에서 개발한 튜브 

검사용 phase array 초음파센서(Multi-element 탐촉자)로서 Superㅔhenix에 성공

적으로 적용되었다[Framatome, 1998]. 접촉매질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액체를 

사용하고 검사 후에는 자연적으로 증발되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원격장 와전류 

검사법(Remote Field ECT) 또는 전자기 초음파검사법(EMAT)을 적용한다

[Kubo, 1997]. 가동중에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은 소듐-물 반응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매우 중요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은 증기발생기 상

단부에 설치된 수소탐지기에 의한 수소 탐지 방법과 용기 외벽에 부착된 음향센

서를 이용한 음향감시법으로 감시한다[Kong, 1986]. 음향감시는 능동 음향감시법

(Active Acoustic Leak Detection)과 수동 음향감시법(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을 함께 적용한다. 감시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소 탐지법 

수소탐지법은 전기화학센서를 이용한다. 막을 통과한 수소는 전해질과 반응하

여 전류가 생성된다. 이 센서는 정확도, 신뢰성, 재현성 및 내구성이 좋으나 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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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약해 온도 조정이 필요하며 반응시간이 약 100초 정도로 매우 느린 것이 

단점이다. 소듐 내에서 사용되는 수소탐지기(Hydrogen-in-Sodium Detector)와 

알곤 보호가스 내에서 사용되는 수소탐지기(Hydrogen-in-Argon Detector)가 소

듐내부와 증기발생기 헤드 부근의 보호가스 층에 설치된다. 

(2) 수동형 음향감시

소듐/물 반응은 음향신호(Acoustic Emission)를 발생시킨다. 누설 음향신호는 

증기발생기 용기 외부에 설치된 음향센서로 감지된다. 소듐유동 정체구역에서 누

설이 발생한 경우 수소탐지기는 매우 늦게 반응할 수 있다. 음향누설탐지기는 이

러한 소듐 정체구역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반응시간이 10초 미만으로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누설부의 누설탐지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음향센서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 설치하고 신호 도달시간 차이를 측정해서 누설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원자로 가동 중에 잡음신호 레벨이 높은 경우 탐지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3) 능동형 음향감시 

증기발생기 외부에서 튜브를 향하여 초음파를 송신하고 그 반대편에서 초음파

신호를 수신한다. 누설시 발생한 기포가 초음파의 전파를 방해하여 수신신호의 

진폭이 감소한다. 기포에 의한 초음파 산란 특성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감시하

는 방법이다. 주위 잡음 레벨이 높은 경우에 그 응용성이 매우 높으며 수동형 음

향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수동형 음향감시와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듐/물 누설 감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5.3 액체금속로 주요부품의 보수 

가동중검사에 의해 탐지된 손상 부품은 보수를 통하여 정상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보수성은 발전소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설계 요건중의 하나이다. 액

체금속로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초기 개념설계단계

부터 보수 개념이 설정되어 반 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의 주요 부품은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 계획에 의한 교체 보수가 없도록 발전소 수명 이상의 설계 수명

을 갖도록 설계한다. 액체금속로의 보수는 철거 교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철거

하기 힘든 부품이나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설치 상태에서 수리 가능하도

록 설계한다. 모든 시스템과 부품은 해체뿐만 아니라 세척, 수리와 재조립이 가

능하게 설계한다. 예상치 않은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조치를 취하여서 재가

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설계 수명 기간 내에 교체되어야 할 부품의 예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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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준비되어야 하고 부품 철거와 수리시 부품 및 장비의 하치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하며 적절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액체금속로의 운전경험과 보수경

험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 하고 보수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부품은 충

분한 설계마진을 가져서 가동중에 마모나 부식, 방사능 효과, 열피로 효과 등에

도 잘 견디게 한다. 

4.5.3.1 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 

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는 발전소 수명으로 설계하여 주기적인 교체 보수가 

필요하지 않게 한다. 연속 감시에 의한 누설 지시가 발생하면 체적 검사를 포함

한 정  검사를 실시하여 누설 부위를 수리한다. 

4.5.3.2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부품

내부 구조물은 철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로 수리에 의해 보수를 실시하고 주

기적 교체 보수를 수행하지 않는다. 내부구조물 노심 상부는 소듐을 빼낸 후에 

보수하고 주로 원격으로 수행된다. 노심 부분에 대한 보수는 핵연료다발을 제거

한 후 수행된다.  검사, 세척, 보수 및 교체 등에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중간 열

교환기와 펌프의 기본적인 보수 방법은 철거 교체이다. 철거 교체시에는 용접 절

단하여 중간 열교환기를 철거한다. 재설치 후에 재용접을 실시하고 검사한다. 상

부 중간 열교환기 철거시 표면에 묻은 방사성 소듐을 제거하는 특수 장비가 필

요하며, 철거용 어댑터와 이송 보관용 캐스크는 별도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철거 전에  상부 콘테인먼트 공간과 어댑터 및 이송 캐스크 내부는 불활성 가스

로 충진되어야 한다. 핵연료 이송장치와 제어봉 구동장치와 같은 구동관련 부품

은 고정부품보다 고장 확률이 높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송캐스크를 이용하여 

교체보수를 실시하나 원자로 내에서 수리할 수도 있다. 가능한 설계수명 동안에

는 보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구동관련 부속품 들은 주기적으로 교체 보수한다. 

액체금속로의 가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듐 환경에서 작동하는 원격 보수용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4.5.3.3 중간열전달 계통 

중간열전달 계통의 일반적 보수는 밸브의 점검 및 수리 등이다. 중간열전달 계

통은 접근성이 좋아 쉽게 보수할 수 있으며 가동 중에도 보수가 가능하다. 배관 

내의 소듐을 완전히 제거한 후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수작업시 공기가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기가 주입되면 고온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 227 -

4.5.3.4 증기 발생기

증기발생기의 상부와 하부에 증기헤더와 급수헤더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헤더

에 튜브가 연결된다. 헤더와 증기발생기 용기의 연결부는 튜브 sheet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튜브의 비파괴검사와 보수를 위하여 헤더에 inspection port 설치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상부와 하부에도 inspection port를 설치하여 증기발생기 내

부 보수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증기 발생기는  소듐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부

품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보수유지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증기 발생기의 주

요 보수 작업은 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세척 및 누수 튜브의 관막음, 증기 및 급

수 밸브 보수 및 교체, 순환 펌프 누수 방지판 교체 등이다. 증기 발생기에 중대

한 손상이 발생되면 교체 보수를 실시한다.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을 완전히 제

거한 후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고온부식 억제를 위해서 보수작업시 공기가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튜브 다발은 유체 기인진동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진

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4.5.4 해외 기술개발 방향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한 필수적인 핵심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액체금

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을 상용 액체금속로에 적용하기 위해 일본과 프랑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항목은 다음과 같다[GEN IV, 2002].

  1) 200°C의 소듐 내에서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온 초음파센서의 제작 

및 설계기술 

  2) 고온 고방사능 환경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동하는 정  소형 로보트의 

설계/제작 기술 및 원격 운용 기술

  3) 고온 소듐 내부에서 초음파 펄스를 송수신하고 고 분해능을 갖는 소듐내

부주사 초음파 상처리기술  

  4)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시 소듐-물 반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음향 누

설 탐지 기술개발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국내에서는 KALIMER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와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면서 

액체금속로의 가동중검사 개념 설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주 상, 

2002]. 기존 경수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검사 및 와전류검사 등의 상용검사 

기술의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액체금속로의 고온 및 소듐환경의 특

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연구를 중장기과제의 핵

심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 고온 소듐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온 초음파 센서 

기술과 초음파 센서를 원자로 밖에 설치하고 초음파 펄스를 원격으로 송수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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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웨이브 가이드 센서 기술 및 위상배열 기법을 이용한 초음파 상 가시

화 기술을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 상용화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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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5.1 안전해석기준

5.1.1 개요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연구는 45년 이상 동안 20 여기의 원자로가 건설, 운전

되는 동안 개발되어 왔으며 원형로 또는 준-상업로 규모의 액체금속로가 250 ~ 

1200 MW에 해당하는 전기출력으로 85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경험을 축적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액금로의 운전경험은 280 reactor-year를 상회하며 이들 원자

로에서의 운전결과는 매우 양호하며 설계 예상을 초과하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IAEA, 2000).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형로 및 실증

로의 운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초기설계 또는 운전모드의 약점과 비정상적인 

사건은 이와 유사한 원자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액체금속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혁신적인 설계개념을 도입한 신형 액체금속로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신형원자로는 자연적인 구동력, 즉 자연대류, 중력 혹은 저장 에너지를 

이용하는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로 정의된다 [51 FR 

24643, US, NRC). 따라서 신형 액체금속로는 안전성 관련 설계측면에서 기존 원

자력발전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획기적인 안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물리적 고유특성 및 피동적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계통을 단순화하고 강

화된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상태뿐만 아

니라 비정상상태 하에서도 운전원의 조치가 용이하고, 운전원의 인적실수 및 안

전계통/기기의 기능상실에 민감하지 않고 스스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만약의 사고 시에도 장시간 동안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 없

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을 잠재적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액체금속인 소듐은 뛰어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액체금속로의 냉

각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기나 물과의 급격한 화학반응에 대한 안전대책이 설

계에 반 되어야 한다. 금속핵연료의 탁월한 안전성은 EBR-II 실증시험을 통하

여 증명되었으나 실용로 설계관점에서는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과 더불어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신형 액체금속로의 냉각재계통 및 안전계통에 채택된 피

동개념의 설계는 계통의 단순화와 운전의 단순화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키지

만, 피동계통 및 기기의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신뢰성 확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동계통의 안전성 입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형 액체원자로의 혁신적인 설계개념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전성 관련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설계의 안전현안들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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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향상된 안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자로 시설의 신청자는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기 위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

서 (PSAR)와 건설된 시설의 운전허가를 얻기 위한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FSAR)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안전성분석보고서 (SAR)에 기술되

어야 할 내용은 미국의 법령인 10 CFR Part 50의 section 50.34에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 경수로 상업발전소에 대해서는 SAR 관련 규정이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에 액체금속로를 위한 SAR의 표준형태는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 다. 미국

의 1974년 액체금속로용 SAR 표준판은 [US NRC, 1974) 당시의 관련 지침과 코

드 (codes) 및 표준 (standards)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설계되

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일부는 적용 가능하지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또

한 당시는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었으므로 신형 액체금속로 건설허

가와 운 허가를 얻기 위한 시점에서는 변화된 규제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와 기준이 요구되리라 예상한다.  

SAR 6장과 15장에 격납용기 성능해석과 NSSS의 사고해석을 기술하고 있다. 

이 때 해석대상이 되는 설계기준사고 (DBE)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계통을 설계할 때 요구되는 사항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들 안전관련기능의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운전 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 DBE는 PRA의 도움

을 받아 체계적인 정량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며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건분류 (event 

categorization)는 발전소의 운전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발전소 조건 (plant 

conditions) 분류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경험을 

신형원자로의 운전조건에 곧장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신형 액체금속로의 새로운 

계통 및 기기의 기능과 구조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때 신형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사건분류는 부지선정과 비상계획의 설정뿐만 아니라 

안전계통 및 격납용기와 같은 원자로계통의 설계, 심층방어 설비 및 안전성 평가

에 사용된다. 이때 발전소 운전조건별로 서로 다른 허용안전기준이 설정된다. 

기존 안전규제요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전소 조건분류가 표 

5.1-1에 비교 제시되어 있다 [KINS, 1997). 10 CFR Part 50 및 App. A에서는 

정상운전, 예상과도운전 및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안전성 평

가를 위한 사고해석에서는 각 초기사건을 발생빈도별로 정상, 보통빈도, 낮은빈

도 및 제한빈도 고장사고의 범주로 분류하여 개별 사건이 포함되는 사건범주에 

따라 허용안전기준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현재 SAR의 형식 및 내용에 있

어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RG 1.70의 제 15장 사고해석에서는 ANSI/ANS 

N18.2의 발전소 사건분류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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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로는 전통적으로 DBE 범위 내에서는 고려대상 사고가 많지 않다. 반

면에 초과설계기준사고 (BDBE)에 속하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DBE에 비해 비균

형적이다 느낄 만큼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형 액체금속로의 BDBE는 사건

의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하의 사고로서 기본적으로 원자로정지 실패나 붕괴열

제거 실패와 같은 사고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사고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

이 제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거나 적어도 방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이다. 

사건 발생확률이 10
-7
/year과 10

-8
/year 사이에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사고결과

의 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cliff-edge효과가 없어야 함을 결정론적인 안전해

석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합리적으로 가

능한 낮은 수준으로(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건

은 BDBE에도 확대 적용된다. 

신형 액체금속로 설계는 고유안전특성과 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인해 기존 

DBE 중 일부는 배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고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특히 BDBE 사고범주에 속할지라도 중대사고의 위해도 감소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사건분류가 되어 그에 대응하는 허용안전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 되어야 한다. 신형 액체금속로는 혁신적인 개념의 

설계이므로 유사한 운전경험이 없고, 또한 개념설계 단계에서 계통의 신뢰도 데

이터 평가가 불확실하고 피동안전계통 성능의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현재 단계에

서는 DBE의 선정 및 사고해석 작업 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사건 범주에 대한 최종 안전기준은 방사선 제한치로 나타나

지만 안전해석에 의하여 방사선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물리적인 기준들을 정의 할 수 있다. 즉, DBE 내에서 핵연료와 피복재 또는 발

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설계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사

용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한 신형 액

체금속로의 개념설계가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된 예가 없으므로 사고해

석 기준 및 허용안전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의 액체금속로 안전성 관련 연구는 국외의 선진기술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과

거에 건설된 해외 액체금속로의 안전연구 및 인허가 경험과 최근에 제안되고 있

는 해외 신형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의 사건분류 및 안전해석 기준을 검토함으

로써 국외 기술현황을 평가하 다. KALIMER 기술개발을 통해 축적한 안전해석

의 국내기술 현황을 국외기술에 비교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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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외 기술현황

미국의 ANSI/ANS-54.1-1989 기준은 [ANS, 1989) 액체금속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일반안전설계기준으로 확립한 것으로서 10 CFR 50 

Appendix A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General Design Criteria)을 

대신하여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하도록 작성되었다. 이 기준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소듐을 사용하며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운전하는 액체금속로에도 적

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경수로에 대해 확립

된 일반설계기준과 동등한 상세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BDBE 시 노심 냉각구

조의 건전성이 (coolable geometry)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그러한 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완화대책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는 노심 냉각구조가 

상실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설계에 포

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심 냉각구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정지계통과 열제거계통은 충분한 고 신뢰도가 요구되며 이러한 계통의 고장이 

노심 냉각구조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TWS나 station 

blackout, 핵연료손상전파 같은 BDBE에 대해서도 사고결과가 허용 가능한 위해

도 내에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방지 또는 완화설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SAR의 제 15장 사고해석은 ANSI/ANS N18.2의 발전소 사건분류 지침

을 사용하고 있으나 운전조건이 불확실한 정성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조

건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1983년 미국원자력학회는 발전소 안전

설계를 위해 ANSI/ANS-51.1-1983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량적 발전소 

조건분류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발전소 조건분류에서도 BDBE

와 같이 최근 발전소 안전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미국과 IAEA를 중심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

서 신형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서 확률론적 발생빈도에 근거한 사건분류

를 채택하여 정량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나 확률론적인 평가결과의 불

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분류법과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4년 액체금속로용 SAR 표준판 [US NRC, 1974)은 액체금속로 설계 시 DBE

로 고려되어야 할 과도사건과 사고들로서 총 67가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모든 사

고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액체금속로는 여러 종류의 원자로 형태가 있으

므로 제시된 사고 중 일부는 신형 액체금속로의 일반적인 형태인 풀형 원자로에

는 적용될 수 없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액체금속로인 미국의 

CRBR, 국의 CDFR, 유럽의 EFR과 신형 액체금속로인 미국의 PRISM에 대해 

안전해석 기준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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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CRBR 

CRBR (Clinch River Breeder Reactor)은 1980년에 미국이 전기출력 3750 

MWe의 원형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카터 행정부의 강력한 핵비확산정책 

채택으로 1983년에 그 계획이 중지된 발전소이다. CRBR은 루프형 발전소로서 

계통설계 측면에서 풀형 발전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사고해석을 위한 사

고분류, 해석범위 및 허용기준 등의 설정방법은 참고할 만하다. CRBR PSAR 15

장에서는 일반적인 DBE와 공학적안전설비 (ESF)의 설계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BDBE를 해석하 다. DBE로 분류된 사고는 ANS가 제안하고 있는 1974년 액체

금속로용 SAR 표준판과 EBR-II 또는 FFTF와 같은 소형의 액체금속로 설비와 

외국의 액체금속로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CRBR 안전해석은 설계 측면에서 세 등급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 1등급의 설

계범주는 계통의 설계, 건설 및 운전의 고유특성을 통한 사고방지와 운전 신뢰도

와 관련되어 있다. 제 2등급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Anticipated" 또는 “Unlikely" 사고에 대한 보호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제 3등급은 DBE에 포함되는 ”Extremely Unlikely"와 같이 발전소 수명 동

안 발생되지 않는 대단히 낮은 확률의 사고와 관련된 범주의 사고이다. 제 3등급

의 사고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ESF를 설계하는 것이 이 범주의 

사고해석을 하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제 3등급의 사고는 BDBE로서 노심용융

이 야기되는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가 포함된다.  

CRBR PSAR에서 안전해석을 수행한 사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a) 반응도 삽

입사고 (Reactivity insertion events) (b) 저냉각사고 (Undercooling events) (c)  

노심 국부손상사고 (In-core local failure events) (d) 핵연료 취급 및 저장사고 

(Fuel handling and storage events) (e) 소듐누출 또는 화재사고 (Sodium spills 

and fires) (f) 기타 사고 (Other events)

5.1.2.2 CDFR

 CDFR은 국이 개발한 발전소 개념으로서 DBE는 개별사건의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상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며 ESF에 의하여 보호되

고 있다. 특정사고의 실패확률은 기인사고 발생확률과 ESF 작동이 실패하는 확

률의 곱으로서 매우 낮은 값을 가진다. DBE 범주에 속하는 사고로서 외부로 다

량의 방사선 방출이 가능한 사고는 핵연료취급 사고를 들 수 있는데, 그 사고 결

과의 환경 향력은 낮을뿐더러 적절한 핵분열 생성물질 정화장치로 쉽게 처리

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CDFR에서 고려된 BDBE는 붕괴열 제거상실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사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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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가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서 원자로 정지가 실패되는 사고들

을 포함하 다: (a) 이차계통 열전달 상실사고 (b) 소외전원 상실사고 (c) 노심지

지 실패사고 (d) 제어봉 이탈로 인한 반응도 삽입사고 (e) 단일 핵연료 집합체 

손상사고 (f) 기타 지진 관련 사고

5.1.2.3 EFR

EFR은 출력이 1500 MWe인 풀형 액체금속로로서 유럽고속로사용자그룹 

(European Fast Reactor Utilities Group: EFRUG)이 프랑스의 Superphenix-2, 

국의 CDFR, 독일의 SNR-2 설계를 통합하여 유럽 통합형 액체금속로로 개발

을 추진하 으나, 정치적인 상황과 EFR의 경제성이 문제가 되어 건설이 연기되

고 있다. EFR에 대한 건설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EFR 참조설계에 

Superphenix 운전경험을 반 하는 등 계속적인 기술보완을 하고 있다. 

EFR의 설계기준 운전조건은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과 DBE를 기본으로 하며 

발생확률에 따라 네 가지 범주 (category 1, 2, 3, 4)로 구분하고 있다. EFR의 사

건구분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규칙과 일치하고 있다. DBE 분류 리스트는 각 사

고에 대하여 노심 용융 방지 확률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심층방어 수단과 다양

한 보호계통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설계의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고려하거

나 공통모드고장 발생율의 제한치를 설정하는데 활용한다. 설계과정 중에서 특별

한 계열에 속하는 사고들의 결과가 Category 4 사고의 제한치인 10
-7
/year를 초

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면 적절한 설계수단을 두어서 안전 확률목표치를 만족시키

도록 요구하고 있다. 

EFR의 BDBE는 사고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하인 조건의 사고로 정의되며 

제한사건 (limiting events)과 residual risk 사건으로 나누고 있다. EFR의 제한사

건은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발전소 부지 인허가 신청과 연계하

여 요구되고 있다. 제한사건의 사고결과는 방사선 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고관

리 대책의 관점에서 조사하며, residual risk 사건에 대한 사고조건의 파악과 이

들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설계에서 고려하 다. BDBE는 사고 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특히 cliff edge 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심층방어

와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에 의해 사고완화 대책을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전체 노심손상 기인사고에 대하여 확률적 방법이나 심

층방어 원리를 적용하여 사고가 발전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

인 방안을 설계에서 입증하고 있다. 한편 residual risk 사건의 해석은 경수로 분

야에서와 같이 방사선 향 관점에서 격납용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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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PRISM

PRISM은 1988년에 미국 내 ALMR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프로

그램의 기본 원자로로 선정되었으며 ANL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식재처리법 

(pyro-processing)과 연계한 금속핵연료 주기를 사용한다. 신형 액체금속로의 하

나로 고려되는 PRISM 설계는 NRC의 안전목표 정책 [NRC, 1986)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정책방향 [NRC, 1985)을 따라 중대사고 방지와 완화에 관한 방

침들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PRISM은 KALIMER의 참조발전소 역할을 하므로 

상세한 기술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PRISM의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

는 사항들로서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적 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기존

의 경수로와는 다른 PRISM의 혁신적인 설계개념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PRISM에 대하여 경수로 인허가에 사용하 던 사고분류 체제와는 다른 분류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GE는 사고분류를 위해 체계적이며 개념설계 단계 수준의 PRA를 수행하 다. 

NRC는 PRISM에 대한 인허가 검토를 수행하면서 신형 원자로정책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고분류법을 제시하 다 [NRC, 1994). 이러한 사고분류는 PRA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론적으로 선정되었으며, 분류된 사고형태들은 선원항의 

계산, 제시된 설계의 안전특성 및 격납계통과 소외 비상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

용되었다. NRC는 모든 사건을 EC-I, II, III, IV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범주에 따

른 허용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하인 EC-III는 

신형 원자로에 적용되는 사고로서 발생빈도 측면에서 현재 경수로의 중대사고와 

일치하는 사고범주이다. 이러한 BDBE를 고려하는 것은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지만 PRA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PRISM 설계는 피동적 안전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심 용융과 소듐 비등을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NRC는 PRISM의 설계가 너무 혁신적이고 기존의 

운전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은 기기들이 설계에 채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계와 관련된 R&D들이 현재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불

확실성을 사고해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DBE에서 

고려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볼 때 DBE 범위를 벗어나지만 

PRISM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고해석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 다. 

사고발생 빈도 측면에서는 BDBE에 속하지만 실제 설계에서 DBE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를 한계사고 (bounding event)라고 정의하 다. 일반적으로 BDBE는 

최적계산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석하지만 한계사고 해석은 앞서 언급한 여러 불

확실성 때문에 DBE와 같이 보수적인 해석방법론을 사용한다. EC-IV는 10
-7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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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고로서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로 하는 사고

등급이다. PRISM의 허용안전기준은 핵연료와 피복재에 대한 온도로만 표시되는 

비교적 단순한 체재이다. 이는 PRISM의 설계 및 인허가 심사가 단순히 설계개

념을 취급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액체금속로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다. 

5.1.3 국내 기술현황

KALIMER 설계는 최근 미국에서 신형 액체금속로의 하나로 고려되는 

PRISM 설계를 참조하 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므로, PRISM의 예비안전성검토 단계에서 NRC가 취했던 규제입장을 검토

하여 KALIMER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PRISM은 NRC의 안전

목표 정책 [NRC, 1986)에서 제시한 향상된 안전목표와 중대사고 정책 [NRC, 

1985)에 관한 방침들을 준수하고 있다. KALIMER 설계 역시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혁신적인 설계개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분류 방법

을 적용할 수 없다. 다음은 KALIMER 설계 기술개발을 통하여 설정된 과도 사

고해석 기준이다.

5.1.3.1 사건 선정

KALIMER는 혁신적인 액체금속로 설계개념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로의 

DBE 이상의 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전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해석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 액체금

속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기초연구 [KINS, 1999; 한국원자력기술협회, 1998)가 수

행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NRC, 1986)과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발전소 사건선정을 하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가 사고완화 관점에서 심층방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에 비해 

KALIMER는 사고방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층방어 설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부지, 격납성능과 비상계획을 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들에 해당하

는 사건범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고들은 PRA 결과에서 획득한 경험과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고결과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위해도

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PRA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PRA는 강력한 해석도

구로서 계통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DBE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KALIMER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PRA 업무가 깊이 있게 다

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해외 액체금속로에서 수행한 사건선정 기준을 근거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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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 다.

5.1.3.2 사건 분류

 KALIMER의 전체적인 설계 및 주요 안전계통의 성능을 평가하고, 사고 시 

설계된 안전기능의 수행여부와 사고예방 및 완화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발전소 고유의 DBE를 선정한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DBE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나 KALIMER 설계에서는 BDBE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향이 심

각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전방안을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실제적인 사고 선

원항의 결정과 격납기능 및 소외비상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위해 다

음과 같은 사항을 KALIMER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a) U.S. NRC의 안전목

표 및 중대사고 정책의 준수 (b) 부지 선정과 격납기능 및 비상소개계획과 관련

하여 실제적 선원항의 사용 (c) 기존 경수형 원자로와 비교하여 심층방어 개념 

적용에 있어서 사고완화로부터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 기존 경수형 원

자로 설계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이를 위해 설계와 부지 선정 및 격납용기 성능과 비상계획 목적 등에 고려되

어야 하는 여러 사건들의 체계적 분류가 요구된다. 이때 분류된 사건범위에 포함

되는 개개의 사건은 PRA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건들은 선원항의 계산, 제안된 설계의 안전특성의 평가, 격납계통 및 소외 비

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기술적 근거로 사용된다. KALIMER에서는 기존 

사건분류보다 발생확률이 작은 사건들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건분류

를 채택하고 있다. 표 5.1-1에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KALIMER의 사건분류 기준

이 비교되어 있다. 

KALIMER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은 사건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DBE

인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이거나 BDBE범주에 포함된다. DBE와 BDBE를 

구분하는 발생빈도 확률은 미국의 NRC가 PRISM 예비안전성평가에서 요구하

던 10
-7
/RY로 설정하 다. 4 가지 사고 범주는 다음과 같다: (a) 정상 운전 

(Moderate Frequency Events, MF): 발생빈도≥ 10
-1
 (b) 높은 발생빈도 사건 

(Infrequent Events, IE): 10
-1 
>발생빈도≥ 10

-2
 (c) 낮은 발생빈도 사건 

(Unlikely Events, UE): 10
-2 
>발생빈도≥ 10

-4 
(d) 발생 희박 사고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10
-4
 >발생빈도≥ 10

-7
.

BDBE는 발생빈도가 10
-7
/RY 보다 작은 경우에 속하는 사고들로서 HCDA가 

한 예이다. BDBE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범주의 사고는 설계에서 고

려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은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여유도 확보 및 사고완화 측면에서 사고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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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발전소 사고분류 기준

10 CFR

예상운전과도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RG 1.48

정상
(Normal)

정상운전
(Normal)

이상운전
(Upset)

비상운전
(Emergency)

정상운전
(Normal)

보통 빈도 고장
(Incidents of 

Moderate Freq.)

발생빈도(/ry)

10-1

10-2

10-3

10-4

10-5

10-6

10-7

ANSI/ANS-51.1

Plant Condition 1
(PC-1)

Plant Condition 2
(PC-2)

Plant Condition 3
(PC-3)

Plant Condition 4
(PC-4)

Plant Condition 5
(PC-5)

Condition I

Condition II

Condition III

Condition IV

ANSI N18.2RG 1.70

신형원자로

EC-III

Normal
Operation

EC-I

EC-IV

사고
(Accidents)

고장운전
(Faulted)

낮은 빈도 고장
(Infrequent
Incidents)

제한 사고
(Limiting
Faults)

US NRC ANSI

고려 안함

KALIMERUS NRC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Inferquent
Events 

(IE)

Unlikely
Events
(UE)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EC-II

5.1.3.3 사건 해석

안전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제어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KALIMER 설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여유도를 

가진 안전설계를 구현하고 있다. 첫째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관점에서 보

수적인 허용안전기준을 사용하며 두 번째로 이 기준의 만족 여부를 결정하는 안

전해석을 매우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계산된 KALIMER의 성능과 허

용안전기준 사이에 상당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앞에서 정의한 모든 사

건 범주에 대해서 사고결과 측면에서 각 사건범주의 모든 사건들을 포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한사건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BDBE에 대해서는 PRA의 

도움을 받아 최적계산방법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안전 여유도를 계산하는 위해도 

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분석은 크게 결정론적 관점과 확률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수행한다.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은 선정된 인허가 DBE에 대하여 발전

소 설계가 정해진 허용안전기준의 만족 여부를 증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확률론

적 평가는 발전소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한가를 노심손상빈도와 방사성물

질 대량누출 빈도로 나타내는 해석방법이다. 전자는 대상 사고에 대하여 단일고

장을 가정하여 사용 가능한 계통만을 이용하여 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기 설정된 인허가 요건에서 요구

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이때 사고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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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계통은 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증된 것에 

한한다. 반면에 확률론적 안전해석은 대상사고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

로를 고려하고 부품 및 기기 등의 작동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통의 기능상실 또

는 안전성 위배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상사고의 안전성을 통계확

률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방법인 PRA는 적절한 계통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공통모드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개념의 계통을 도입하는데 필수적

인 방법이다. 

KALIMER 설계의 기본적인 안전성은 보수적인 해석방법론을 사용한 해석결

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계사고의 경우는 핵연료의 용융 가능성이 예측되

므로 중대사고 방지 및 대처에 대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검토 및 연

구가 필요한 분야는 새로운 개념의 피동냉각계통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평가 및 

이에 따른 해석적 결과의 검증 또는 보완, 금속핵연료 손상사고의 특성 규명, 핵

분열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특성 (공정반응, 반응물질의 핵연료봉 내 수용

과 소듐 내의 수용, 손상 전파) 등이다.

KALIMER의 경우 가능한 사고 전반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원자로 

설계를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고만 대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인자를 평가하 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KALIMER 설계에서 해석을 수행할 대상사고는 우선 

NRC가 PRISM 예비안전성평가 작업에서 요구하 던 한계사고들이다. 

5.1.3.4 허용안전기준

KALIMER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다른 혁신적인 

격납용기 개념과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피동계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

적인 성능요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에서 증명된 설계요건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고유안전특성이나 피동특성에 대한 성능 관련 실험자

료가 요구된다. 특히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효과 및 과도상태 시 핵연료의 노

내 거동과 관련된 실험자료의 축척은 KALIMER의 고유안전성을 입증하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DBE 시 노심의 반응도 변화 및 계통의 열유체 현상이 전체

계통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석 평가기준이 필요하

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외국의 액체금속로 해석 경험

을 검토하여 도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DBE와 BDBE 시의 발전소 거동은 설정된 안전목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자

로의 허용안전기준은 궁극적으로 발전소 부지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므로 미국의 경우는 10 CFR 50 및 10 CFR 100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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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궁극적인 안전기준은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DBE 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입증

하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핵연료와 피복재 또는 구조물 건전성 관점에서 발전소 

운전변수들의 설계 제한치를 설정한다. 원자로의 구조 건전성에 관하여는 각종 

규격과 표준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심하부의 노심지지판이나 원자로용기 

등의 붕괴를 막고 구조물로서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설정된 모든 허용안

전기준은 노심의 건전성 유지여부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노심의 건전성을 판

단하는 요소로서 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을 점검하여 핵연료의 용융 혹은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과출력사고 등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

연료와 피복재의 온도에 한계값이 설정되어 있다. 

핵연료의 용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한계온도는 피복재의 고온 크립을 

고려하여 결정된 값이다. KALIMER가 실용화될 미래에 크립 변형률에 대한 저

항성이 좋은 새로운 재질이 개발된다면 피복재의 한계온도는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설정될 수 있다. 금속핵연료의 노심에서 핵연료 일부분의 용융된다고 하

여 즉시 핵연료 파손으로 발전되지는 않지만 안전성 측면의 판단기준으로서 핵

연료의 용융은 방지되어야 한다. 소듐의 기포 반응도계수가 양이 되는 출력규모

의 KALIMER 노심에서 만약 대규모의 냉각재 비등이 생기면 노심에 커다란 양

의 반응도가 삽입됨으로써 HCDA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듐 비등은 금

지되어야 한다.

정상운전과 DBE의 경우 허용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핵연료 용융 금지 

(b) 핵연료/피복관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금지 (c) 피복관의 변형율 및 

크맆파단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 금지 (d)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노심내 기포생

성 금지) (e)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특히 KALIMER 한계사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허용안전기준을 설정한다: (a) 노심 용융 금지 (정반응도가 야기

되지 않는 국부용융은 허용) (b) 제한된 범위에서 피복관 손상 (손상전파 금지) 

(c)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 (d)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위의 허용안전기준에 대하여서 KALIMER 노심 안정성 판단기준으로 각 사고 

범주에 대하여 단기간의 첨두온도와 장기간의 온도를 표 5.1-2에 제시하고 있다. 

허용안전기준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체제를 가지는 것은 KALIMER가 

단순히 개념설계 수준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

된 이유는 최근의 U-Pu-10%Zr 금속핵연료 및 HT-9 피복관의 조사시험 결과에 

기반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다. KALIMER의 노심 및 계통설계가 구체화되고 

상기 핵연료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irradiation test 결과가 확보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안전성 관점에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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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KALIMER 사고유형별 안전허용기준

Event category

Average Core Outlet
Temperature, oC

Peak Cladding
Temperature, oC

Peak Subchannel
Coolant
Temperature, oC

Moderate frequency
events (MF)

Infrequent events
(IE)
Unlikely events
(UE)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535

650

600

760

Short-term Long-term Short-term Long-term

Peak Fuel
Temperature,
         oC

535

600

650

700

650

650

790

790

635

635

700

700

Pump on Pump off

1070

1070

1070

1070

960

960

960

960

955

955

1070

1070

   Note: 1) For peak cladding temperature, dividing time for short and long terms is 1 hour. 

2) Short-term temperature of cladding is at the cladding centerline.

3) Long-term temperature of cladding is at the fuel-cladding interface. 

4) Duration of peak fuel temperature is less than 2 minutes.    

5.1.4 KALIMER 사고분석 기준의 현안문제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성평가 단계에서 지적한 주요 안전사항을 참

고로 하여 현재 국내 신형 액체금속로 개념설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 다. 이들 안전현안은 금속핵연료의 안전특성에 관한 실험과 액체금속로

에서 채택되는 피동적인 여러 장치에 대한 성능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되겠

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KALIMER 사고분석에서 설

계와 연계하여 보완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이다.  

DBE와 BDBE의 정의 및 구분은 기존의 원자로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고 

PRA를 수행하여 결정하지만 KALIMER는 신 개념의 혁신적인 설계이므로 유사

한 경험이 거의 없을뿐더러 또한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계통의 신뢰도 데이터 평

가가 불확실하다. 더욱이 KALIMER 안전에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피동안전계통 

성능의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인 PRA 결과를 기대할 수 없

다. 따라서 안전관련 DBE를 정의하기 곤란하므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DBE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건 

발생빈도 측면에서 확률상 DBE 범주를 벗어나서 BDBE 범주에 속하게 된다. 예

를 들어, UTOP, ULOF, ULOHS 같은 사고들은 기존의 DBE에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긴급 노정지가 실패 (ATWS) 한다는 가정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고들이다. 이와 같이 비록 중대사고 범주에 속할지라도 KALIMER 

설계요건과 관련되어서 결정론적인 안전해석을 수행해야 할 한계사고들을 PRA

의 해석을 통하여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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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는 심층방어 개념 측면에서 경수로에 비하여 사고완화보다는 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가상사고가 

발생하여도 노심 용융이나 정반응도 삽입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구비

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사고 선정과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사고해석이 필요하다. 

5.1.4.1 설계기준사고해석

DBE로 분류된 범주의 사고들은 KALIMER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지만 안전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적절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각 DBE에 대하여 예상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반응도 삽입사고: 반응도 삽입사고의 초기사건은 제어봉의 노심 이탈이다. 

따라서 초기에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는 사고결과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친다. 제어봉 조절계통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KALIMER 개념

설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Control Rod Stop System (CRSS)의 신뢰도가 보장되

어야 한다. 

② 저냉각 사고: 현재 KALIMER 설계에서는 중간열전달계통의 유량이 상실

되어 이차계통의 열전달기능이 상실될 때 노심의 궁극적인 열제거 기능은 

PSDRS가 담당한다. PSDRS의 냉각성능은 사고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SDRS 관련 안전성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저하된 PSDRS 성능을 가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PSDRS의 성능은 실

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③ 핵연료 손상 및 국부적 결함 사고: 불량한 핵연료 또는 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될 때 발생 가능한 사고이므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

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U-Pu-Zr의 3원합금을 사용하는 금속핵연료의 제작 

및 HT-9 피복관의 제조공정은 신기술이므로 국내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정상운

전 중 발생 가능한 핵연료 손상확률, 손상된 핵연료로부터의 기체방출 또는 소듐

과의 화학적인 반응과 같은 금속핵연료 특성과 관련된 핵연료 조사 irradiation)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 일차계통 소듐 누출 사고: 일차계통 sodium cold trap에서 누출이 발생하

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로서 안전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고 시 예상되는 누출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만약 소듐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 안전계통인 PSDRS 성능 저하에 대한 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⑤ 핵연료 취급 및 저장사고: KALIMER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

서 18 개월 보관된 후에 방출되어 옮겨지므로 붕괴열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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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취급된다. 따라서 운반 캐스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변장치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혁신적 격납용기 개념의 안전성 평가: KALIMER의 격납용기 개념은 경수

로에서 요구되는 격납용기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상계획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혁신적인 신개념의 계통과 성능을 개념설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안전해석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한계사고를 정의한 후, 이들 

사고에 대하여 KALIMER 안전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 비보호 과도출력사고: 비보호 과도출력사고인 UTOP 사고 경우 일반적으

로 국부적인 핵연료 용융이 예측되는데, 이 때 어느 정도의 용융까지 허용 가능

한가에 대한 국부 용융 허용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온도가 상승하면 

HT-9 피복관과 핵연료가 접촉하게 되어 저온용융 공정온도 (low-melt eutectic)

에 도달한다. 이 때 공정현상은 핵연료 반경방향 외곽 성분과 직접 관계가 있으

므로 연소도 및 3원합금 금속핵연료 내에서의 각 성분의 이동현상에 대한 정보

가 요구되지만 이 현상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복관의 

안전허용기준 온도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⑧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비보호 유량상실사고인 ULOF에서 모든 펌프가 

coastdown을 실패하면 노심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노심붕괴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KALIMER 전자펌프의 coastdown 운전을 수행하는 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가 하나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자주 발생 가능하므

로 ULOF의 발생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동기장치가 동시에 고장나는 다중

실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ULOF 사고 시 

GEM (gas expansion module)은 매우 유용하지만 정상운전 동안 성능검사의 가

능성 여부, 운전 중 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의 발견 가능성, 오작동으로 인한 반

응도 삽입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히 평가가 필요하다.     

⑨ 소듐화재 사고: KALIMER 한계사고 중 대 규모의 소듐이 방출되는 경우

를 대비하여 소듐 화재를 검출하거나 완화시키는 장치에 대한 state-of-the-art

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5.1.4.2 피동안전계통

액체금속로 설계는 일반적인 경수로의 DBE 이상의 사고유형이 존재하며 안

전성 관점도 다를 수 있다. 1988년 U.S. NRC는 DOE에서 제안한 신형원자로 설

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신형원자로는 새로운 설계특성에 기인하

여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나, 기존 원자로와는 다른 새로운 설계특성을 가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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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제적 방법의 선원항 계산, 혁신적인 격납계통 개념의 도입, 소외비상계획

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을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하 다. 

특히, U.S. NRC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a) 시험, 해석 혹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피동계

통의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평가  (b) 안전성 평가를 보충하기 위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신뢰성 및 작동성과 관련된 시험자료들의 확보 (c) 피동안전

계통의 신뢰성 혹은 성능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정량화 (d) 사고 후 72시간 동안

의 운전원의 역할 및 조치와 그 이후의 장기냉각 기능의 불확실성 평가  (e) 피

동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상호 연계 및 향의 평가.

피동 개념의 설계는 신형원자로 설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운전을 단순화하고 안

전성을 증진시키지만 피동계통 및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능 입증, 계통 상호

간의 향,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피동계통의 안전성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U.S. NRC는 10 CFR 52.47 (신형원자로 설계의 표준설계인증)에서 운전중인 기

존의 원자로 설계와 상당히 다른 표준설계, 혹은 단순성, 고유특성, 피동성, 혹은 

혁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의 최종승인을 위해서는 안

전성 판단의 근거자료로서 안전설비의 성능시험 혹은 원형로 시험을 통한 상세 

실험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2 국부집합체손상사고 (Local Faults)

5.2.1 개요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은 열전도도가 물의 약 100배 정도이며, 

비등점 또한 대기압 상태에서 약 900 ℃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액

체금속로 노심은 핵연료봉 간의 간극이 작은 집된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높은 출력 도와 연소도(burnup)를 가진다. 액체금속로에서의 집합체 손상

사고(Subassembly Accident, S-A)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 열제거 불균형

으로 인하여 핵연료가 손상되는 사고로서 만약 사고 진행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더 심각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고출력 노심 역에서 국부적인 냉각능력 저하에 의하여 집합체 내부의 핵연

료봉이 적절히 냉각되지 못하여 설계 제한치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피복재

가 손상되고 결국 핵연료 파편과 핵분열 생성물이 방출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

되면 발전소 검사 및 보수 절차가 요구되어 발전소의 이용률을 저하시킬 뿐 아

니라 대형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966년 Fermi 원자로 내에서 파

손된 지르코늄 박편이 노심 입구에 유입되어 부분적인 유로 폐쇄가 발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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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핵연료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다. 이후 일차계통내의 잔류물이 노심으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ore Assembly Receptacle, 적층 오리피스 

(Orifice Stack Plate) 등의 설계가 채택되어 외부 물질의 유입에 의한 유로 폐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액체금속로의 국부집합체손상사고는 개발 초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고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역이 많

으므로 액체금속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S-A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전담 계측장치를 통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효과

적으로 검출하고 핵연료 손상도가 제한치를 초과하기 전에 원자로를 조기에 정지

시킴으로써 심각한 사고로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사항이다. S-A로 

인하여 노심 손상이 발생하면 주변으로의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S-A

의 발생확률은 반드시 낮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S-A는 피복재와 핵연료의 대

규모 용융을 야기 시키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노심 용융사고의 기인사

고로 취급되므로 사고 발생확률이 10
-7
/원자로-년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S-A로 인한 국부적인 냉각능력 저하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만약 사고 결과가 주변으로 계속 전파되면 전체 노심 손상과 같은 대형사

고를 야기한다. 핵연료봉간 손상전파 (pin-to-pin failure propagation)는 단일 핵

연료봉에서 발생한 손상이 인접한 연료봉으로 전파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고는 개념상 손상전파 과정이 자체적으로 제한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핵연

료봉 다발 내로 국한되거나, 아니면 핵연료 손상이 계속 전파되어 단일 핵연료 

집합체 전부로 피해가 확산된다. 반면에 핵연료 집합체간의 손상전파 

(assembly-to-assembly failure propagation)는 초기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핵연료 

집합체가 인접한 집합체로 손상을 전파하는 사고로 정의된다. 핵연료봉간 손상전

파는 느리게 진행되지만 만약 전파 과정이 보다 빨라지게 되면 핵연료 집합체간 

손상전파로 발전되어서 발전소 보호계통의 작동으로 사고를 수습하기가 곤란해

진다. 국부집합체손상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S-A는 노심의 국부적인 역에서부터 시작하여 확산되므로 사고의 전체 전개

과정을 모델링 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 결과가 일부 있

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모델이 정립되지 못하여 정확한 사고 진행 과정을 설명

하지 못한다. 국부적인 blockage 조건에서의 온도 분포와 열수력학적인 변화는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이물질이 계속 blockage주위에 유입되면

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사고 전개를 감시할 수 있는 계측계통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감지기 (sensor)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해석상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계측계통의 성능은 하

드웨어뿐만 아니라 신호전달 과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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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점에서 일단 원자로가 정지되면 S-A는 완화단계로 접어들므로 원자

로 정지 전에 사고 진행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적인 계측기의 성능 및 신뢰도가 해석결과를 지배한다. 또한 전체 노

심 손상사고 발생 감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다양한 계측장치가 국부

적인 S-A 감시에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S-A 전담 계측기가 필요하다. S-A 사

고 특성상 핵연료 집합체가 약간 변형되는 사고초기 시점에서 신속하게 발견하

고 원자로를 정지하여야 한다.

설계 측면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S-A가 전체 노심 손상사고로 발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 정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S-A 발생 여부

가 확실치 않은 조건에서 원자로를 자주 정지시키게 되면 발전소의 이용률을 저

하시키기 때문이다. 전체노심 손상사고를 유발하는 S-A기인사고 중 가장 빈번한 

우연한 핵연료봉 손상사고 (adventurous pin failure)는 그 발생확률이 1/yr를 초

과할 정도로 높으므로 만약 핵연료봉 손상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확산에 저항

하는 핵연료 고유 특성을 해석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S-A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국부손상이나 발

생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국부 결함은 

그림 5.2-1과 같이 크게 5가지 형태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S-A는 그 발생원인

은 달라도 비슷한 경로로 전개되며 결국 blockage로 인하여 냉각재 유량이 감소

하여 출력-유량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5가지 국부 결함을 포함하여 국부집합체손

상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기하학적 변형, 핵연료 누출에 의한 피복재 손상, 외

부 물질의 축적에 따른 형상 변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하학적 변형은 온도 

구배나 불균일한 피복재 재질로 인하여 피복재가 팽윤되면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pin bowing에 의한 냉각성능의 감소나 불규칙한 온도분포는 사고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없다. 핵연료 피복재 손상 또한 원자로 운전 중 배제될 수 

없는 사고이다. 피복재 손상사고가 조기에 발견되어 원자로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피복재 파단으로 인하여 핵연료 물질이 주변 연료봉으로 방출된다. 또한 연

료봉 제작 실수로 인한 미세한 구멍이나 균열이 존재하면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피복재가 경화되므로 핵분열 가스가 쉽게 방출된다. 균열면적이 충분히 커지면 

고체 입자들이 누출되어 핵연료봉 내의 입자들이 집합체 내부로 방출되며 이들

은 크기분포에 따라 집합체 내부 유로에 축적된다. 

국부집합체손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물질은 운전 시작 전에 존재할 수

도 있으며 운전 중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차계통 내의 입자나 물체가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외부 입자나 이물질은 집합체 번들을 국부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오리피스 유로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막아서 집합체 전체의 유

로를 폐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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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S-A의 사고전개 및 관련 검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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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의 여러 생성원인에 대하여 사고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는 원자로 정지 없이 자체적으로 사고완화가 되는 경우로서 부분적인 비등

이나 blockage 내부 용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외부 요란이 없으면 안

정상태를 유지한다. 둘째는 원자로 정지가 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집합체 내부가 

대규모로 용융되어서 중대사고로 진전되는 경우이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에서 손상된 핵연료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액체금속로 

개발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서 연구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핵연료

손상전파는 노심의 작은 국부적 손상이 노심 전체로 전파되어 중대사고를 야기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 결과가 손상

된 집합체 내에서만 향을 미치고 주변 집합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 즉, 가능한 빨리 국부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과 손상정도가 제한치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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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 전에 노심을 정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산화핵연료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 핵연료봉간 손상전파 속도는 이를 탐지하고 

노심을 정지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느리게 진행된다고 밝혀졌다. 금속핵연료는 산

화핵연료에 비해 국부손상관점에서 더 나은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PRISM의 노심은 주어진 부하에서 하나 이상의 연료봉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핵연료 손상율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노심 내부에서 핵연료가 3개 

이상 손상되면 이를 탐지하여 노심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산화핵연료 노심

의 운전경험과 금속핵연료 운전 및 시험 결과에 의하면 실제 원자로는 이보다 

많은 연료의 손상이 발생해도 운전이 가능하다.  

핵연료봉간 또는 핵연료집합체간 손상전파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 두 가

지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이러한 손상전파가 쉽게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만약 손상전파가 발생한다면 발전소 보호계통의 작

동을 위해서 각 핵연료집합체 내에 계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

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우라늄-플라토늄 산화핵연료와 스테인레스 피

복재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설계에서 핵연료봉간 또는 핵연료집합체간 손상전

파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핵연료봉간 손상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범주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핵연료봉 제조상의 무작위적인 (random) 결함으로 

연료봉 내의 가스가 방출되어 핵연료봉간 손상전파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원인

은 냉각재 내의 입자들이 국부적으로 유로를 막아서 (local blockage) 냉각재 온

도가 국부적으로 증가하여 제한된 범위이지만 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으로 고농축 핵연료봉의 장전실수로 인하여 국부비등 및 용융물의 방출되는 경

우이다. 다른 원인들로서는 핵연료봉의 불충분한 열전달과 핵연료봉 결함등을 들 

수 있다.

핵연료봉의 손상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출구온도를 감시하

는 것과 지연중성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핵연료집합체의 출구

온도 증가로 핵연료봉 손상을 탐지할 수 있으나, 집합체 출구온도가 변화하기 위

해서는 상당히 많은 핵연료봉이 손상되어야 한다. 지연중성자 탐지기(Delayed 

Neutron Detector: DND)를 사용하는 방법은 냉각재 내에서 손상된 핵연료의 지

연중성자 precursor로부터 지연중성자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외에 핵분열 생성 

물질 자체를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특별한 동위원소 혼합물을 사용

하여 핵연료 방출가스를 추적하여 손상된 핵연료봉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체를 

찾아 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탐지방법을 사용하여 손상된 핵연

료봉 하나를 정확하게 찾는 일은 상당히 느린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

봉간 손상전파를 유발하는 전파기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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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 사실은 핵연료봉의 손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주

요 현상인 핵분열 가스 방출, 국부냉각재 폐쇄, 핵연료 용융물 방출에 대한 고찰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핵분열가스 방출은 국부적인 냉각재 고갈 (local coolant starvation)과 관련이 

있다. 전형적인 액체금속로의 경우 첨두온도 피복재가 손상온도에 도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은 단열가열을 가정하는 경우 약 250 ms 이다. 만약 대형의 피복재 파

단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핵분열가스가 방출된다면, 약 100 ms 내에 가스가 모두 

인접 소듐 유로로 방출된다. 그러나 핵연료봉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여 시간 또는 

하루의 단위로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에는 방출가스 블랭킷으로 인한 핵연료봉 

손상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방출가스 분사에 의하여 과도적으로 기계적인 

하중에 의하여 인접 핵연료봉에 손상이 전파될 수 있으나 방출가스 분사과정은 

높은 하중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다.

국부 냉각재 폐쇄가 발생하려면 냉각재에 포함되어 함께 유동하는 이물질이 

가상적인 폐쇄지역에서 정체되어야 한다. 최근의 액체금속로 표준설계에서는 노

심으로 유입되는 유로에 여과장치(strainer)가 장착되어 있어서 일정 크기 이상의 

입자들은 통과할 수가 없다. 만약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방출된 핵연료 파편이 냉

각재 유동에 포함될지라도 이들이 핵분열가스방출감시계통에 탐지되지 않는다면 

그 양은 매우 작다. 냉각재 폐쇄가 손상된 핵연료봉의 반경방향 팽창에 의하여 

일어날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느리다. 불침투성 (impermeable) 의 평면폐쇄 

(planar blockage) 경우, 핵연료 집합체의 전체유량이 5% 감소하기 위해서는 전

체 유로의 약 50%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실험보고가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협할 

정도까지 되려면 폐쇄지역이 상당히 넓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냉각재 폐쇄

는 파편 입자가 모여서 유로를 막는 것이므로 사고특성상 폐쇄지역은 완전히 불

침투성을 유지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다공성(porous) 유로를 형성하므로 자체적

으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키는 역활을 한다. 

결과적으로 핵연료봉간 손상전파 사고는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희박한 사

고이며 비록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탐지 

될 만큼 느린 속도로 진전된다.

핵연료 집합체 손상전파는 대규모의 flow blockage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다. 

Blockage의 형성 및 탐지 가능성은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방법과 접한 관련이 

있다. 다중 유로입구를 가지는 집합체의 설계, 노심 설치 전 가스 유동에 의한 

사전 시험 등은 급격하고 광범위한 집합체 손상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 심각한 

flow blockage가 발생할지라도 그 진행과정이 느리므로 이를 탐지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집합체 출구의 냉각재가 비등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액체

금속로의 경우, 집합체 입구의 유로가 약 90% 이상 막혀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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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blockage wake 내의 열전달 및 유체역학적인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핵분

열물질탐지기나 지연중성자탐지기가 핵연료손상을 감지하기 전에 내부 flow 

blockage가 운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 집합체간의 손상전파는 용융 핵연료-냉각재 반응(Molten Fuel/Coolant 

Interaction: MFCI)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노심 형상이 왜곡되어 제어봉 삽입

을 불가능케 함으로써 노심정지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MFCI 초기에는 

이상유동 분산상태로 유지되고, 생성된 증기는 액상-액상간의 접촉을 방해하게 

되므로 고압의 증기폭발 현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6∼7개의 집합체가 완전히 용

융되어 용융물이 집(compaction)되고 동시에 원자로보호계통이 고장 난다면, 

이론적으로 충분한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어 전 노심을 용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in-file test 결과에 의하면 용융된 핵연료는 집되기보다는 분산되는 경

향이 커서 음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결과를 보인다. 손상된 집합체 내에서 핵연료

의 축방향 손상전파는 반경방향에 비해 빠르게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국부집합체 손상사고의 심각한 결과는 냉각재의 유로

를 폐쇄하는 것이다.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형성될 경우 고출력 노

심 역에서 피복재의 손상과 이로 인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유발한다. 그러

므로 집합체 내의 핵연료 다발이 막히는 경우나 집합체 입구가 막히는 blockage

의 생성과 성장은 S-A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Blockage는 집합체 및 핵연료 다

발의 설계특성에 따라 다른 향을 받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이 핵연료봉을 지지

하는 방법이 grid형인가 혹은 wire-wrap형인가에 달려 있다. Blockage의 생성에 

대해서는 일련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추가적인 이물질이 외부에서 공급되거나 자

체 손상된 핵연료에서 공급될 때 blockage의 성장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

하다. Blockage의 성장율은 사고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원자로 정지까지 허용되는 

시간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blockage가 계측기에 의하여 검출되기 

전에 blockage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비등과 핵연료와 피복재 용융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로 폐쇄 해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성 관점에서 최대 손상도를 평가하고 

안전 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로폐쇄 해

석 결과가 안전허용기준에 도달할 때의 크기, 다공도 (Porosity), 생성율과 같은 

장애물의 특성들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원자로 감시 계통의 설계에 반 되어 사고 결과가 안전허용기준에 도달하기 전

에 유로 폐쇄가 검출되어야 하며, 특히 외부 물질에 의한 큰 유로장애물의 존재

는 노심온도 감시계통에 의해 검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로 폐쇄가 발생

한 유로 내의 온도 분포와 같은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산 

코드를 개발하여 액체금속로 집합체의 설계 및 감시 계통의 설계에 활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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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건에 대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유로 폐쇄 연구의 해석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

수로 모델 (Subchannel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공질 모델 

(Porous medium mo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수로 방법은 이웃한 부수로 간의 

횡방향 유동의 방향 성분을 세분화하지 않고 횡방향 전달량을 간략화 한다. 이러

한 방법은 연료봉의 배치에 따라 형성되는 사각 유로 또는 육각 유로 내의 기하

학적, 열수력학적 기술에 편리한 장점을 가진다. 부수로 해석 코드의 원래 목적

은 온도나 유량 분포 등의 열수력 설계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모델 개

발을 통해 안전해석용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유로폐쇄 현상의 해석에 성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2.2 국외 연구 현황

액체금속로 개발을 위하여 집합체 손상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해외 선진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고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는 것으로서 집합체 손상이 발생한 후 사고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고 초기

에 집합체 형태가 변형되기 전에 사고발생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을 규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현상학적인 이해와 이를 조기 검출

할 수 있는 계측기 성능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수적인 목적은 사건 발

생확률이 조금만 변화하는 경우에도 사고 향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cliff edge효

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위험도에 문턱값이 (threshold in risk) 없음

을 뜻한다. 최근에 도입되는 새로운 설계 특성과 강화된 안전기준 및 운전목표에 

대하여서도 추가적인 R&D가 수행되고 있다. 

S-A의 기인사고가 되는 핵연료봉 손상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은 연료봉의 팽

창 (swelling)과 누출된 핵연료 물질의 축적으로 인하여 집합체 내부의 부수로 

유량이 국부적으로 감소되는 경우이다. 손상 핵연료봉의 거동 및 검출방법에 대

한 많은 실험적인 연구가 특수 실험장치뿐만 아니라 Phenix (프랑스), PFR (

국), 및 KNK II (독일) 등의 원자로에서 수행되어왔다. 추가적인 연구분야는 손

상된 핵연료봉의 거동특성을 규명하는 실험적인 연구이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손상된 핵연료봉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었다.

손상핵연료 모델은 국에서 TRAFIC[Matthews, 1984) 코드의 개발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손상해석, 핵분열 방출가스의 감압, 소듐 

logging, 소듐-핵연료 반응율, 핵분열 물질의 핵연료 외 방출 등이다. 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은 핵연료 손상의 진행 과정과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계측 가

능한 신호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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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를 대비한 설계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다. 

KfK에서는 노내 (in-pile) 실험 결과인 grid spacer형태의 핵연료 집합체에서 

열수력 현상과 blockage성장 모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수학적인 모델

인 Screen model[Schultheiss, 1977)을 개발하 다. 이를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지만 grid에서 blockage가 생성되는 과정을 시간과 유동입자 질량의 함수로 나타

내는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의 목적은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의 

blockage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입자의 질량 및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

델에 대한 여러 변수의 민감도 해석 결과 blockage 생성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

고 blockage 생성에 요구되는 질량을 고려해 볼 때 blockage는 손상된 연료봉 

근처의 적은 수의 부수로에서만 발생 가능하며 주변 연료봉으로의 전파는 매우 

희박하 다. blockage 검출에 대한 해석 결과 집합체 출구에 장착된 열전대에 의

하여 국부 부수로 blockage를 검출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DND를 사용하면 핵연

료 파편의 자유표면적이 매우 크므로 소규모 blockage에 대해서도 검출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부 blockage는 외부입자 (foreign particles)나 핵연료 파편 등에 의하여 생

성될 수 있지만 3000년이 넘는 집합체 운전기간 동안 외부입자에 의한 비활성 

내부 blockage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적절한 크기의 입자가 냉각재에 동반

되어 충분히 많은 유량이 wire-wrap 핵연료 집합체로 유입하여도 이들이 응집되

어 유로를 폐쇄하지 않는다는 많은 노외 실험 결과가 있다[Fiorini et al., 1986; 

Schultheiss, 1987). 이미 blocked된 단일 부수로가 존재하여도 추가 유입되는 입

자들에 의하여 축방향이나 반경방향으로 blockage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관찰하 다. 활성 내부 blockage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주로 증식

집합체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 이유는 반경방향 역의 증식집합체는 초기운전 

시 연료봉 손상이 발생하여도 발생되는 신호가 너무 약하여서 DND가 손상을 검

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 단계 연구는 안전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

준을 벗어나는 blockage 크기를 출력, blockage의 위치, 다공도 등의 함수로 정

의하는 일이다. 이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BACCHUS3D [Homann et al, 1991), 

ANDIN3D [Fiorini et al., 1986), SABRE [Mcdouall and Lillington, 1984) 열수력 

코드를 사용하며 blockage로부터 발생되는 DND 신호세기를 계산하는 보완해석

이 추가로 필요하다.

EFR 해석결과 BOL 조건에서 입자크기 0.35 mm, 26% 다공도, blockage 길이 

5 cm의 6 부수로 blockage에는 소듐 비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blockage로

부터 발생되는 DND 신호세기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계산 결과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입자들의 blockage 경우, 계산된 비면적은 핵연료 gram당 5∼50 cm
2
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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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나 번들 입구에서의 blockage는 노심유량 측면에서는 국부적으로 냉각

재 유량을 감소시켜 단일 집합체 전체의 냉각을 저하시킬 수 있다. 최근의 집합

체 설계기술에 의하면 집합체 입구에서의 blockage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

다. 입구 blockage를 대처하는 주된 보호계통은 집합체 출구온도의 감시이다. 일

반적으로 이들 계통은 보호계통의 동작을 위하여 20∼30 K의 온도차이를 설정치

로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자로에서 보호동작은 원자로 자동정지이다. 자동정

지에  요구되는 시간은 집합체간의 과도시간, 집합체 출구의 감지기 (sensor)와 

원자로정지 계통의 시간상수의 향을 받는다. EFR의 경우 정상상태시의 동작시

간은 5초로 알려져 있다[Schleisiek et al., 1990).    

S-A와 관련되어서 Total Instantaneous Subassembly Inlet Blockage (TISIB)

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

한 공헌을 한 실험은 CEA의 SCARABEE [Papin et al., 1990) 프로그램이다. 

SCARABEE의 주된 실험 목적은 폐쇄된 단일 집합체 내부의 물리현상과 집합체 

덕트 파손 후에 집합체간의 간극과 주변 집합체로의 손상전파를 조사하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대형사고 시 DND에 의한 검출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TISIB 이외에도 DB에서 BDB 사고로 진전될 수 있는 여러 S-A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BDBE에서도 집합체 손상사

고 시 능동적인 보호와 자체적인 사고완화 특성에 의하여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

로 사고가 급속하게 진전하지는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한 실험

은 KfK Karlsruhe와 SCK/CEN Mol [Schleisiek et al., 1987 and 1990) 에서 수

행된 Mol 7C series의 in-pile test 이다. 이들 실험은 집합체 내부의 blockage 

사고이지만 기존의 허용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국부적인 냉각상실, 피복재와 핵연

료의 용융을 초래한다. 

핵연료 방출가스나 지연 중성자를 감시하여 핵연료 손상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의 이동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DND는 DBE뿐만 아니라 

BDBE 범주의 모든 S-A에서 매우 중요한 검출수단이 된다. 검출계통의 성능은 

주로 민감도와 신뢰도 두 측면에서 평가된다. 민감도 측면에서 DND는 핵분열 

노심 역의 연료봉 손상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피복재가 손상되어 핵연료가 세

분화되면 핵연료 해당 부피에 대한 자유표면적은 상당히 증가되므로 DND 계통

이 핵연료 방출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반경방향 증식 역에서의 연료봉 

손상의 경우는 손상사고 시 방출되는 신호세기가 크지 않으므로 검출하기가 쉽

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증식집합체에 집중되어 있다. 

CEA가 Superphenix에서 수행한 DND 계통의 기본적인 신뢰도 해석 결과 

[Schleisiek et al., 1990)에 따르면 이 계통의 목표 비가동율 (target 

unavailability) 을 10
-7
 이하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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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보호대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능동 심층방어 수단으로 비등

소음검출 (Acoustic Boiling Noise Detection; ABND) 기법과 초음파온도계측 

(Ultrasonic Temperature Measurement; UTM) 기법이 있다. UTM은 증식집합

체와 같이 원자로 상부 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장치로 주로 증식집합체 출구온도를 감시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UKAEA의 실험

결과 [Macleod et al., 1988; Brown and Hughes, 1989)에 의하면 기준온도에 대

하여 ± 7 
o
C의 온도차이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집합체 입구가 서서히 폐쇄되는 

사고나 집합체 장전사고 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평균온도에 대한 요란을 계측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집합체 내부의 국부폐쇄를 검출하는 민감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의 CDFR (Commercial Demonstration Fast Reactor)에서는 S-A에 대처

하기 위하여 초기사고, 사고 전개과정, 사고검출 등에 대한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건수목 (event tree)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은 국부적 손상

에서 전체노심으로 전파 가능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추후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개선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CDFR은 두 개의 독

립적인 원자로정지 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부계통 (sub-system)은 모든 예

측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한 종류의 감지기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하고 보다 빈번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트립 변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별히 flow blockage 관련하여서는 연료 고유의 안전특성과 적절한 원자로정

지 논리를 통하여 단일 핵연료집합체 사고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노심용융 사고

에 대하여서 보호대책을 갖추고 있다. 노심 내부의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출구에

는 열전대가 장착되어 있어서 각 집합체의 출구온도가 운전 중에 항상 감시되다

가 이상적인 온도상승이 감지되면 원자로가 정지된다. 출구의 열전대가 비정상적

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 blockage가 발생하 지만 blockage 주

변의 핵연료가 손상된다면 지연중성자검출장치 (Dlayed Neutron Detection 

System: DNDS)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대규모의 blockage가 발생하는 단

일 핵연료집합체 사고나 대규모 집합체 사고의 경우에는 열전대와 DNDS가 동

시에 효과적으로 사고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입구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total inlet blockage) 집합체 내부

의 자연순환에 의하여 소듐의 온도가 증가하다가 결국 비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합체 출구의 열전대는 소듐비등 상황을 감지할 수가 없다. Acoustic 

boiling noise는 집합체 내부의 소듐비등 시 발생되는 특별한 소리신호를 감지하

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체입구완전폐쇄와 같은 사고를 대비

하여 개발되었다. CDFR의 전체노심손상사고 발생확률은 원자력발전소의 경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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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대규모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일반 제한치인 10
-7
보다 약 100 배 

정도 작게 평가되었다. 

Clinch River Breeder Reactor (CRBR) 발전소의 인허가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국부손상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RBR PSAR에서는 산화핵연료의 핵연료봉간 손상전파는 그 발생 가능성이 매

우 희박하고, 인접한 연핵료 집합체로 손상이 전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경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NRC는 CRBR PSAR에

서 주장하는 이러한 논증을 받아들이고 피복재 균열시험 (RBCB)이외에 당시 진

행중인 시험결과에 따라 운전기술지침서를 추가 보완하도록 하 다. 

Pool형 원자로인 PRISM 설계에 대하여 미국의 NRC가 예비안전 평가 (NRC, 

1994) 수행에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PRISM의 설계특성에 의하여 외부 이

물질이 집합체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작음에는 동의하며 S-A에 의한 위험도

를 바운딩 (bounding)하는 한계사고로 지정한 flow blockage는 TISIB이다. NRC

가 가정하는 사고원인은 집합체 제작 실수로 인하여 소듐이 유입되는 입구 유로 

(slot)가 완전히 막힌 집합체를 노심에 장전하는 경우로서 발생확률이 비록 희박

하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이다. 핵연료 집합체에서 TISIB는 핵연료 용융, 소듐 비

등,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반응도 사고의 가능성을 초래한다. 핵연료 및 집합

체 제작 단계와 발전소 초기 저출력 운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는 제작실수

에 의한 TISIB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저출력 상

태에는 TISIB 결과로 인하여 반응도가 삽입되어도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염려

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운전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 사고를 발견하고 완화시키는데 운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유로폐쇄에 따라 나타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심열수력 해석용으로 사

용되는 부수로 모델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개발된 전산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 국, 일본 등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THI3D [Lin and Sha, 

1978), SABRE [Macdougall and Lillington, 1984), ASFRE [Ninokata, 1987) 등

의 단상유동 해석용 부수로 코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중 SABRE4 (Subchannel Analysis of Blockage in Reactor Elements)는 국에

서 개발된 코드로 액체금속로 집합체내 열수력 계산을 위한 3 차원 부수로 해석 

코드이다. 이 코드는 자연순환 유로의 장애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순환 후류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갖춤으로써 내부 blockage 향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SABRE 코드는 정상상태 및 과도기, 단상 및 이상, grid, wire-wrap, 

blockage, pin 휨 현상과 같은 유량 및 기하형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계

산이 가능하도록 추가 모델이 개발되었다. 과도기인 경우 semi-implicit나 fully 

implicit time 해법을 이용해 계산하고 냉각재의 속도 및 온도 뿐 아니라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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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내의 온도분포 또한 계산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입구 경계조건 (압력, 속도, 

유량)이 사용되며, 이는 또한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 출구 경계

조건으로는 일정한 압력을 이용한다.

5.2.3 국내 연구 현황

국부집합체손상사고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전세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수행된 KALIMER 설계

에 집합체 손상사고를 대비하는 설계를 갖추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집합체손

상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결과인 유로 폐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코

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념 설계가 완료된 KALIMER는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거동을 완화시키며 능동적 보호계통을 채택함으로써 집합체 손상사고(S-A)에 대

하여 심층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고 있다. KALIMER 노심은 비정

상적인 출력발생을 야기하는 핵연료 집합체 장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

로 Mechanical Discriminators, Identification Notches, Inventory System, Low- 

Level Range Flux Monitors와 같은 설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동성부품이 없

는 전자식 일차펌프의 사용하고 일차펌프의 흡입부 (suction)를 원자로 하부의 

대형 풀에 위치시켜 유동성파편을 침전시킬 수 있는 설계적 특성에 의하여 핵연

료 집합체 내의 flow blockage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동일한 목적으로 다중

의 유로 입구가 있는 core assembly receptacle, 유동성 입자를 걸려내는 적층오

리피스 (orifice stack plate)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심 설계 특성은 현재까

지의 많은 액체금속로 운전경험을 반 한 것으로서, flow blockage나 집합체 장

전실수로 인한 국부 열제거 불균형과 같은 사고를 대비한 신뢰성 높은 대책이다.

또한 KALIMER는 국부집합체 손상사고에 저항성이 큰 금속핵연료를 사용한

다. 금속핵연료의 국부손상에 대한 저항성은 적어도 산화물핵연료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금속핵연료가 국부 집합체 손상사고에 대하여 큰 저항성을 

갖는 이유는 금속핵연료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금속핵연료는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핵연료 중심온도를 낮추므로 사고 시 왜곡된 기하학적인 형상에서도 핵연

료 첨두온도를 감소시킨다. 

KALIMER의 핵연료 손상 감시계통은 소듐 냉각재 내의 지연중성자 감시계통

(Delayed Neutron Monitoring System, DNMS)과 카바가스 (cover gas) 내의 핵

분열 방출가스 감시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통은 핵연료 손상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국부집합체 손상사고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카바가

스 감시계통(Cover Gas Monitoring System, CGMS)은 카바가스 내에 손상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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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부터의 핵분열가스가 존재하는가를 감시하는 계통이다. 일반적으로 CGMS

는 빠른 감지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예상되는 핵연료손상 진행률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감지속도가 충분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DNMS는 소듐 냉각재 

내에서 중성자를 방출하는 선행핵 (precursors)을 감지함으로써 전체 냉각재에 

노출되어 있는 핵연료의 손상정도를 예측한다. DNMS가 설치된 각 장소에서 여

러 개의 핵분열 계수기 (fission counter)를 사용하면 냉각재로부터 보다 많은 정

보를 얻어 낼 수 있다. 

KALIMER의 설계에서는 설계 기준사고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부 집합체 손

상사고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는 사고는 농축도 실수, 

핵연료 제조 실수 등에 의한 과대 열생성과 유로 폐쇄, 본드 결함 등에 의한 국

부 열제거 감소 사고이다. 농축도 실수는 예상보다 높은 핵연료봉 중심온도와 핵

연료-피복재 경계온도를 유발한다. 핵연료 제작 시 농축도 실수는 핵연료 재처리 

과정 중에 연료 슬러그 (slug) 합금화 작업시의 실수, 고출력 핵연료 집합체 

역에 고농축된 핵연료봉의 장착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핵연료 농축 실수로 인한 

S-A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되기 전에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하여 불량한 핵연료를 가려야 하며, 이는 주로 비파괴 시험에 의해서 

수행된다. 국부적인 고농축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되어도 초기 in-pile test에 의

하여 위험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다. 사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는 농축

도 실수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에 비

하여 열전도도가 크기 때문이다. 고온에 의한 초기 피복재 손상은 나타날 수 있

지만 사고 결과는 정상 핵연료봉의 피복재가 손상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핵연료 제조 시 정상 금속핵연료는 주물을 glass molds에 주입하여 75%의 

smear density를 갖도록 제조된다. 고려할 수 있는 핵연료 과대크기 실수는 정상

보다 큰 glass molds를 사용함으로써 직경이 큰 핵연료가 제조되는 경우이다. 그

러나 품질보증 계획이 이러한 실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확률은 매우 

낮다. 정상적인 핵연료의 smear density는 75%이므로 피복관 내에 들어갈 수 있

는 최대크기의 핵연료는 정상크기 보다 33% 많은 물질을 포함한다. 이로 인한 

핵연료와 피복재의 온도증가는 약간 높을 뿐이며 허용치 안에 포함된다.

열제거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는 유로 폐쇄이다. KALIMER는 

신형원자로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구 및 출구에서의 blockage가 방지되도

록 설계되어 있다. KALIMER의 펌프 흡입구는 대형의 원자로 하부풀에 연결되

어 있어서 작은 파편들이 노심으로 유입되기 전에 중력으로 인하여 원자로 하부

바닥으로 침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열제거 감소 사고는 핵연료 제조 시에 발생

한 본드 결함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도 있는데 품질보증 계획을 엄격히 수행함으

로써 소듐본드 결함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소듐 본드 결함을 갖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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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이 원자로에 삽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로 인한 사고결과 역시 미미

하다.

KALIMER의 설계기준이 되는 S-A의 안전목표는 손상된 집합체의 냉각을 유

지시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과도한 피복재 손상만 피할 수 있다면 집합체의 냉

각 성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S-A시 안전허용기준의 정의는 S-A 발생을 

감지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고 이때 집합체는 냉각 가능한 안정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허용기준은 피복재 용융의 금지이며 이 기준이 만

족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운전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설계 기준 

S-A에 대한 절차가 그림 5.2-2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5.2-2 설계기준 S-A의 설계절차

Blockage를 야기시키는 
손상원인 조사

확률론적 연구(PSA) 

배제 가능한 
손상사고

발생 가능한 손상사고

손상사고 해석 결과

해석결과 
< 허용기준

문제 해결설계 또는 운전절차 변경

 안전 허용기준

기준 한계치 이하의
허용 가능한 손상사고

감시계통 성능

원자로

대규모 외부 blockage에 의한 S-A는 KALIMER 사고분류의 발생희박사고 

(Extremely Unlikely Event, XE) 범주에 포함되며 한계사고 (Bounding Event, 

BE)의 하나이다. XE범주의 S-A는 피복재와 핵연료의 대규모 용융을 야기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심용융 사고의 기인사고로 취급되어 사고 

발생확률이 10
-7
/원자로-년 이하가 되도록 제한되고 있다. KALIMER에서는 잠정

적으로 프랑스나 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가정된 단일 집합체의 

용융이 주변의 6개의 집합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BE로서 집합체 

입구의 순간집합체입구 완전폐쇄사고(TISIB)를 채택하고 있다. TISIB의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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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낮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안전성 측

면에서 S-A의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고려되었다. 사고 집합체에서의 용융물질이 

집합체 외벽을 파손시켜 그 향이 주변 집합체로 전파되면 피복재와 핵연료의 

용융이 노심에서 대규모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유로폐쇄에 대한 KALIMER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SABRE 코드의 일부

를 도입하여 유로 폐쇄 해석에 필요한 분석 기법을 확보하고 유로 폐쇄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파악하 다. 이를 토대로 설계 기준이 되는 6개 부수로 폐

쇄사고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 다 [권 민, 2000). 유로 폐쇄 해석이 가능한 

부수로 해석 코드는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의 일부로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꺼리

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유료 폐쇄 해석은 부수로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국내에서는 COBRA-IV [Stewart, 1977) 코드를 근간으로 경수로에 적

용할 수 있는 MATRA [유연종&황대현, 1997) 코드를 개발하 으며, 이를 확장

하여 KALIMER의 노심열수력 설계용으로 MATRA-LMR [김원석 외, 1998) 코

드를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코드는 현재 유로 폐쇄 해석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폐쇄를 해석할 수 있는 부수로 코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LMR의 양해법의 오류를 검증하고 이를 수정하여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개선하 다. 이 과정에서 양해법 계산을 위해 필

요한 추가 입력의 구조를 확립하 으며, 유로 막힘 해석을 위해서 별도의 입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 다. 정상 유로에 대한 시험계산 결과를 보면 개발된 

MATRA-LMR의 양해법은 기존의 해법인 음해법과 동일한 수준의 오차 내에서 

소듐 냉각재 부수로 내에서의 온도 분포를 성공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Wire-wrap의 특성인 가장자리의 Swirl flow도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로폐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동 분포와 온도 분포를 타당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Wire-wrap에 의해 형성되는 

Cross-flow를 자세하게 고려하는 모델이 요구되며, 두꺼운 폐쇄물이 존재하는 경

우 그 내부에서의 온도 상승 효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열전도체 모델을 향후 연

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5.3 계통과도 안전해석

5.3.1. 개요

원전설계에서 안전해석은 최종 설계에 대한 공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액금로의 대표적인 비정상 과도기 및 사고에는 제어봉 인출, 한개 냉

각재 회로의 펌프정지, 자연대류에 의한 잔열제거, 그리고 일차계통 혹은 중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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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계통의 파이프 파단, 등을 들 수 있다. 안전성 확보란 이와 같은 어떤 경우

에도 계통의 냉각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심 잔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냉각회로 혹은 비상장치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액금로는 고출력 도 때문에 고유안전성 및 피동안전성 개념이 특별히 강조

되어 진다. 펌프 작동이 멈추어질 경우에도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의 제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액금로의 계통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원

자로 계통의 필수적 부품을 포함하여, 특히 노심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고도 상세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해석

이 설계에서 공공의 안전성 보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해석 방법

론의 개발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안전해석은 원전의 과도기 혹은 사고 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 현상을 

모의해야하기 때문에 전산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계산결과는 단지 예측에 불과하므로 코드가 실제 원전의 과도기 혹은 사고 시 

예상되는 제반 현상들의 모의능력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신뢰성이 검증되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고의 종류에 따라 원자로 계통모의가 수 시간 혹은 수일

이 소요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드의 계산시간은 충분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원자력 선진국에서

는 1970년대에 이미 주요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뿐 아니라 유효성 검증이 이

루어졌다.          

5.3.2 해외현황

5.3.2.1 미국

초기 1970년대 초에 개발된 계통분석 코드로는 IANUS 코드 및 DEMO 코드

가 Fast Flux Test Facility (FFTF), 그리고 NATRANS 코드가 Clinch River 

Breeder Reactor(CRBR)의 해석을 위해 각각 대상노형에 맞도록 제한된 코드로 

개발되었다. IANUS 코드는 일차열전달계통(PHTS), 중간열전달 계통(IHTS), 그

리고 Dump 열교환기를 모의할 수 있었으며, DEMO 코드는 IANUS에서 DUMP 

열교환기 모델을 경수로의 증기발생기 모델로 대체하여 개발되었다. 또 다른 코

드인 NALAP은 NATRANS와 RELAP3 코드를 개선한 RELAP3B로부터 물의 

물성치 대신 소듐 물성치로 대체하여 개발이 시도되었다[J.G. Guppy, 1983). 이들 

코드에는 공통적으로 안전해석 관점에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설계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모델이 단순화되고 다수의 근사법 (Approximation)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노심을 한 개의 평균 유로로 모델했는데, 이 가정은 안전해석 관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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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의문을 남겼다. 액금로에서 노심의 약 20 %에서 심지어는 25 %까지는 첨

두 유로(Peak Channel) 조건에서 운전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Hot', 'Peak', 

'Average', 'Cold' 유로가 모델되어야 노심 사이의 중성자 및 열수력 연계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기 다른 노심 유로(혹은 집합체 유로)에서 

나온 각기 다른 온도의 냉각재들이 노심 밖에서 혼합되는 현상은 원자로 계통 

내의 자연순환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한 개의 평

균유로로 노심을 모델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다른 예로 비록 전 노심은 아

니지만 일부 유로에서 소듐비등이 발생하고, 핵분열 기체가 유출되는 현상은 액

금로 안전해석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현상이지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분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보다 상세한 계통 분석과 적용의 일반성 확보를 목표

로 한 단계 성숙한 코드가 1970년대 말에 개발되었는데, 미국에서 ANL이 개발

한 SAS4A/SASSYS-1[F.E. DUNN, 1985) 코드와 BNL의 SSC-L 코드[J.G. 

Guppy, 1983)가 대표적이다. 

5.3.2.1.1 SAS 계열 분석 코드

SAS 코드는 HCDA 초기 단계 해석을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이들 코드들은 모두 노심을 중심으로 모델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노

심 외의 계통 거동에 대한 Feedback 효과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SASSYS와 같은 계통분석 코드와 연계되어야 원자로 전 계통의 모의가 가능하

다. 초기의 SAS1A[D.R. MacFarlane, 1970)는 노심을 한 개의 유로로 모델하고 

Point Kinetics 모델을 사용했다. 그리고 냉각재 이상유동에 대해서는 slip 모델을 

사용했고, 피복재의 탄성 및 비탄성 해석 모델과 핵연료에 대한 탄성 해석모델도 

포함되어 있었다. 

SAS1A의 노심 단일유로 모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일반적 적용을 

위해 10 개의 노심유로와 복수의 기포를 모델할 수 있도록 SAS2A[F.E. Dunn, 

1974)가 개발되었다. SAS2A 전산코드는 사고 전 정상상태 조건부터 HCDA 초

기단계 사고로 인해 집합체파손이 시작될 때까지 사고진행을 모의할 수 있다. 정

상상태 초기화 routine을 통해 사용자가 명시한 조건으로 초기화하여 계통의 사

고 전 정상운전 상태를 결정한다. 이후 반응도 삽입으로 인한 출력 및 유동의 비

정상이나 명시된 냉각재 유량감소에 따른 원자로 거동의 과도기계산을 시작한다. 

이 계산에서 대부분의 전산모델들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지 않고, 냉각유로가 

정상적이며, 핵연료가 본래 위치에 남아 있는 것을 가정한다. 핵연료가 녹아내림

에 따른 반응도 효과도 취급되는 데, 용융 핵연료의 고온과 고압이 수반되는 즉

발임계(Prompt Critical)의 결과로 원자로 노심 내에서 폭발 혹은 집합체 파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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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과도기는 모의할 수 없다. 노심 집합체파손 과정은 다른 코드 즉, 방출

되는 총 에너지 방출량과 함께 VENUS[W.T.Sha, 1970)나 SIMMER[C.R. Bell, 

1977) 같은 코드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코드는 SAS1A 코드에 비해 개선된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복수유로(Multichannel) 모의능력 : SAS2A는 10개의 유로까지 모의할 수 

있다. 각 유로는 핵연료봉과 관련된 냉각재, 그리고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복

수유로 모의능력이 있으므로 반경방향 중성자속 분포와 원자로내 핵연료 위치에 

따라 방사선 조사 차이 때문에 생기는 노심내 위치에 따른 출력차이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로에 따라 연소도 효과에 의한 핵연료 및 피복재 물성치 차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

② 새 냉각재-기포화(Coolant-voiding) 모델 : 소듐 비등, 손상된 연료봉으로 

부터의 핵분열기체(Fission gas) 방출, 혹은 2가지 모두 때문에 발생하는 기포화

를 계산하기 위해 상세 Multiple-bubble Slug- ejection 모델이 사용된다.

③ 새로운 잡합체 파손 routine 개선 : 기존의 routine을 VENUS 계산의 입력

이 되도록 개선하여 상세한 핵연료 온도 및 기포율의 분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는 총 출력, 지발중성자 Precursor 농도(Delayed-neutron- precursor 

Concentration), 순 반응도, 그리고 반응도 증감율을 계산하여 VENUS 코드의 입

력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④ 물리모델 및 기본 방정식 (Physical Models and Basic Equations) : SAS2A

의 기본 계산모델은 대부분의 대형 LMFBR 원자로 설계에 채택되는 부품들을 모

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자로 노심이 극단적인 pancake 설계에

서 길이 대 직경비가 거의 1.0 이고, 축 및 반경방향으로 증식(Breeding) blankets

가 존재하는 범위를 포함한다. 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접합체의 파손이전 전체 노

심의 거동을 10개의 핵연료봉과 관련 유로를 그림 5.3-1과 같이 모델하며, 이 그림

에 나타난 노심 및 상.하부 blanket 외에도 상부 blanket 윗쪽의 기체공동(gas 

plenum)과 하부 blanket 아래의 열수력 현상도 모의할 수 있다.

 분석대상의 현상은 주로 제어계통 고장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반응도 주입

의 결과 생기는 전 노심 출력 요동(Perturbations)이나, 펌프 혹은 파이프 계통 

손상에 따른 냉각유량의 전반적 손상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계산모델은 계산

기간 동안 핵연료 구성요소와 냉각재 유로가 집합체파손 이전까지는 건전하다고 

가정한다.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Fuel Slumping) 때문에 생기는 반응도효과는 고

려될 수 없다. 그러나 SAS2A는 피복재가 손상당하고 용융된 핵연료가 냉각재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핵연료-냉각재 반응모델은 내장되어 있지 않다. 한 개 집합

체 파손사고(single-subassembly accident)가 발생할 경우 노심에서 급작스런 유

동 막힘이나 부분적 막힘은 과도기 계산 시작후 한 개 혹은 다수의 orifice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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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화시켜 모의할 수 있다. 

이 코드의 대략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냉각재 온도가 포화온도에 사용자가 제공한 온도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비 

등을 explicit 하게 계산한다. 피복재 파손후 핵분열 생성물 기체 (Fission-product 

gas) 방출에 따른 기포는 역시 explicit 하게 계산된다. 상응되는 소듐-기포(voiding) 

궤환 반응도는 축방향 노심 및 유로의 함수로 sodium-void 반응도 값의 표입력을 사

용할 수도 있다.

② 핵연료 열전달 모델은 중앙에 빈공간이 생긴 핵연료봉을 취급할 수 있다. 추

가적으로 열전도도의 온도 의존도가 높은 경우의 비 선형화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산화 핵연료의 재구조에 따른 도 및 열물성치의 반경방향 변화도 고려된다. 

③ 핵연료 변형 모듈은 과도기동안 발생하는 stresses와 변형(deformation)을 

계산하고 피복재의 탄성 및 비탄성 변형을 취급할 수 있다.

④ 도플러 효과, 축 및 반경방향 노심팽창, 그리고 냉각재 기포화에 따른 반응

도 궤환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5.3.2.1.2 SAS3A

SAS3A[D.R. MacFarlane, 1970)는 1973년 후반에 개발되었는데 비보호 TOP 

및 LOF 사고에 기인한 핵연료 파손 및 집합체 파손까지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경우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핵연료 산재(Dispersion)로 

그림 5.3-1 SAS2A 노심유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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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 반응도로부터 야기되는 미임계 과정도 모의할 수 있다. SAS2A에서 

개선된 부분은 정상상태 시 재구조 역에서 조사 핵연료(Irradiated Fuel)의 반

경과 같은 값의 초기화 모델, 피복재 팽창, 핵분열 기체 방출 및 보류에 대한 모

델들이고, SAS3A에서 새로 도입된 모델은 일차계통 열수력 모델, 과도기 과출력 

사고해석을 위한 핵연료-냉각재 반응모델, 소듐 비등시 액체막 이동모델, LOF 

사고시 피복재 및 핵연료 운동모델(그림 5.3-2)들이 있다. 일차계통과 노심 각 유

로의 입구와 출구에서 연계는 explicit한 연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심 출력계산

에서는 Point Kinetics 모델을 여전히 사용하며, 축 방향 출력분포는 항상 일정하

고 다만 그 크기만 변하는 것으로 모델한다. 핵연료 열전달에서도 축방향 열전도

는 무시하며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달만 고려한다. 냉각재 유로의 유량계산에서는 

비압축성 기체를 가정하여 계산한다. 

소듐비등 모델은 TREAT R5 seven-pin LOF experiment[M.G. Stevenson, 1974) 

을 이용하여 검증되었고, 최초의 적용은 FFTF 원자로의 ULOF(Unprotected Loss 

of Flow)의 해석이었으며, CRBR(Clinch River Breeder Reactor)의 ULOF와 UTOP 

해석, 그리고 같은 사고에 대해 1000 MW(e)와 그 이상 용량의 LMFBRs(D.R. 

Ferguson)에도 적용되었다.  

In Place 
Cladding

Sodium Vapor Friction

Gravity

Sodium Vapor Pressure

Pin 
Friction

Fuel

Clad Segments

그림 5.3-2 SAS3A Cladding Relo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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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3 SAS3D  

SAS3D 코드에서는 SAS3A 코드에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정상상태 핵연료 특성과 열수력 모델을 연결하여 정상상태 중성자 3

차원 분포 계산과 일관성을 이루었으며, 정상상태 핵연료 계산 논리와 핵분열 기

체 방출 모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또한 계산방법에서도 개선이 이루어 

졌는데, 적절하게 자료를 관리하면 무한개의 유로도 모의할 수 있고 계산시간도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이 전 코드는 출력분포, 반응도 계수, Point Kinetics와 같

은 중성자 관련 자료를 사용자가 제공했는데 반해, SAS3D에서는 열수력 모델과 

다차원 중성자 해석 능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성자 3차원 모델은 

핵연료 집합체들이 azimuthal 방향으로 대칭을 가정하고, 반경과 축 방향만의 분

포를 계산하는 2차원 모델과 각 집합체들을 3차원으로 모델하는 2가지 모델이 

모두 내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축방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 계산모델과 핵연료와 

피복재 gap의 초기 막힘을 모의할 수 있도록 2단계 핵연료 팽창 논리도 포함되

었다(D.R. Ferguson).

5.3.2.1.4 SAS4A

SAS4A 코드는 액금로의 비냉각(Undercooling), 혹은 과출력으로 야기되는 노

심붕괴사고의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사고 시 노심, 냉각재, 

핵연료봉,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상세한 과도기 열수력, 중성자, 기계적 

모델을 내장하고 있다. 노심모델은 HCDA 초기단계의 해석능력을 갖추었기 때문

에 냉각재 과열 및 비등, 핵연료 파손, 피복재 및 핵연료의  용융과 재배치, 등과 

관련한 분석모델이 내장되어 있다. 초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재와 산화핵연

료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재의 SAS4A 모델은 금속핵연료와 

low-swelling 피복재 합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적용성을 확대하 다. 또한 냉각

재 비등모델은 고연소 핵연료의 파손시 급격한 기체방출 효과를 모의할 수 있도

록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핵연료의 파손 시간 및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Orifice Coefficient를 통해 파손된 핵연료로부터 기체 방출량을 조절할 수도 있었

다. 그러나 CRBR이나 그 이상의 용량의 원자로에서 사고 시나리오를 해석하면

서 주요 현상을 이 전 코드로는 적절히 모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전 

모델의 결점으로는 LOF 조건에서 기포가 존재하는 집합체 내의 핵연료 및 피복

재 파손 시 이들과 소듐 기포 혹은 핵분열 기체의 유동에서의 반응, 과출력 조건

에서 기체가 없거나 일부 기체가 존재하는 집합체에서 소듐 유동시 핵연료 봉 

파손, 전체적인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재배치에 따른 중성자속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계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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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HCDA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재배치가 결정적 향을 

미친다. 1차 섭동이론(perturbation)에 기초한 중성자 모델은 상당한 핵연료 재배

치가 예상되는 대용량 고속로에서 반응도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시간 공간효과를 상세히 계산할 수 있는 중성자 모델이 필요했다. 이전 

SAS 유로 모델은 그대로 사용되고 35개 유로까지 모델할 수 있었다. 정상상태 

핵연료 특성 계산모델이 개선되어서 재구조(restructuring), 기체 보유(retention) 

및 다른 특성을 결정하는데, 각 축방향 핵연료 노드의 시간종속적인 출력 분포를 

고려할 수 있었다. 한 개의 회로 모의능력을 4개까지로 확장해서 파이프 파손을 

모의할 수 있으며, 이전 코드들의 중성자 분포계산 능력 외에도 다차원 확산이론

을 포함했다. 그래서 정상상태의 eigenvalue에서부터 과도상태 2차 및 3차 중성

자 분포의  계산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핵연료봉 거동 및 파손, 그리고 부분적 

void가 존재하거나 혹은 없는 집합체에 대해 핵연료봉 파손에 관한 개선이 이루

어 졌다. 이런 개선의 결과로 이전 코드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러나 SAS4A는 가상적 HCDA 해석능력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몇 개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고출력 시 집합체간에 상당한 열적 기계적 교환이 있을 경

우나 집합체간의 불균형 취급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아직 있다.    

SAS4A는 TREAT와 같은 노내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M.G. Stevenson, 1974). 이 코드는 IAEA/EC 비교계산에도 사용되었는데, 러시

아의 BN-800의 HCDA 해석에 Equilibrium 노심의 설계된 핵연료봉 거동을 분석

하기 위해 정상상태 및 거의 (zero) void coefficient 노심을 분석하 다(IAEA). 

그리고 BN-800의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사고해석에서도 이 비교

계산에 참여한 러시아를 포함하여 불란서, 독일, 인도, 일본 중 불란서의 ISPN, 

독일의 FZK, 그리고 일본 PNC가 각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한 SAS4A를 사

용하여 이 사고를 분석하 다. 불란서, 독일, 일본에서 SAS4A와 관련하여 개선

된 부분은 주로 핵연료봉의 기계적 모듈, 파손 전.후의 핵연료봉 거동, 소듐 이상

유동, 새로운 핵분열 기체의 질량교환, 등에 대한 것들이다.

5.3.2.1.5 SASSYS

SASSYS 코드는 원래 주로 운전 및 설계초과사고에 대한 분석 중에서도 주

로 잔열제거와 관련된 사고의 해석을 목표로 개발되었다[F.E. DUNN, 1985). 그

래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고 시에 피동계통의 작

동과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여유도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SASSYS는 핵연료봉 열전달과 냉각재의 단상 및 이상(two-phase) 냉각재 

열수력 모델은 SAS4A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SAS4A와의 차이점은 ATWS

나 DBA에서 고려되는 장기 과도기를 모의하기 위해 일차계통 뿐 아니라,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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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열수력 모의가 가능하도록 BOP(Balance Of Plant) 모

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가열기, 펌프,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급수/수

증기 회로를 모의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또한 개량 피복재 합금을 사용한 고

연소 하에서 핵연료봉의 파손 가능성을 모의하기 위해 SAS4A/SASSYS 코드

[F.E. DUNN, 1985)에서는 고연소 핵연봉의 파손으로 인한 급속한 기체 방출효과

를 모의할 수 있도록 냉각재 비등모델이 개선되었다. 이 코드에서는 산화핵연료 

뿐 아니라, 금속핵연료 거동을 모의하여 파손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핵분열기체

의 방출은 냉각재 유동모델에 비응축성 기체의 source를 제공한다. 새로 개선된 

새 핵분열 기체 방출 모델은 ERB-II의 고연소 금속핵연료의 피복재 파손에 결과

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었다[권 민, 2003). 또한, IFR, PRISM과 SAFR 원자로의 

운전과도기 분석에도 사용되었으며, FFTF의 금속노심 재장전에 대한 안전해석

에도 사용된 바 있다[권 민, 2000). 

또한 이 코드의 RVACS (Reactor Vessel Auxiliary Cooling System) 혹은 

RACS(Reactor Air Cooling System) 의 모델 검증을 위해 ANL의 RVACS/ 

RACS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 다[F.E. DUNN, 1987). 이 실험은 SASSYS의 

RVACS 모델이 PRISM의 LOF 시 사고모의가 충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높이는 실제 높이와 같으며 RVACS 부분만 모의하 다. 원자로의 Guard 

Vessel에 해당하는 벽면은 전열기로 가열됐으며, 가열 및 비가열 벽면은 1인치 

두께의 철로 만들어 지고 가열 역위의 비가열 역은 15.24 m 이다. 소듐 열용

량 모의를 위해 0.5 인치 두께의 세라믹이 전열기에 사용되었다. 원자로 용기 벽

면은 0.25 인치 철판으로 모의했으며, 공기유로에 해당하는 Guard Vessel 벽면과 

용기 벽면에 해당하는 가열기판사이의 두께는 0.125 인치이다. 

SAS4A/SASSYS-1 코드는 PRISM과 SAFR 설계뿐 아니라, EBR-II와 FFTF 

등의 실험로 해석에도 적용된 바가 있어 상당히 일반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코드

라 할 수 있다[A. Thomson).   

5.3.2.1.6 SSC-L

SSC-L (Super System Code-Loop) 코드[J.G. Guppy, 1983)는 Loop 형 고속

로의 비정상 시 발전소 열수력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 BNL에서 개발한 액

금로 계통분석 코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Loop 용을 풀형으로 전환한 Version

인 SSC-P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Version은 일차계통 내 소듐

의 단상유동 적용에 제한되어 있어 소듐 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모의는 가능하

지 않다. 특히, 다른 코드와 달리 이 코드는 일차계통 (PHTS) 및 중간계통 

(IHTS)에서 양단 (Double-ended) 파손사고와 펌프정지에 따른 강제순환 상실시 

붕괴열의 장기 열제거를 묘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발전소 보호계통(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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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System)의 작동으로 삽입된 제어봉이 인출되는 사고도 모의할 수 있

고, 과도기/사고의 초기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하는 변수 및 운전조

건을 계산하도록 정상상태 모의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계통 열

수력 모의를 위해 시간에 따른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비선

형 대수 방정식(Nonlinear Algebraic Equation)으로 전환하여 2단계를 거쳐 해를 

구한다. 첫째 전계통 변수 (Global Parameter)를 구하고, 다음으로 이 전계통 변

수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상세한 변수들을 계산한다.

물/수증기 유동을 묘사하는 운동량, 에너지 보존방정식은 연립 형태로 해를 

구하는 데, 증기발생기 계통 모의는 제어체적 (control volume)에 대해 대수방정

식 셋트 형태로 반복방법 (iterative method)을 이용해 해(solution)를 구한다. 반

면에 sodium loop에 대해서는 아냉 액체 sodium에 대한 압력효과가 미미하므로, 

에너지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차 및 중간 열전달

계통의 에너지 방정식은 증기발생기의 상세 해(solution)와 연결하여 푼다. 펌프

의 수두(Head)는 전 Loop의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과도기 보존방정식

의 수치적 적분은 전 계통을 여러 개의 부계통으로 나누어 각 부계통에 따라 다

른 Time Step 크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현재 모델에서는 일차 및 중간 열전달

계통의 수력학적 거동, 일차 및 중간 열전달계통의 열적 거동, 열전도 및 생산과 

노심 냉각재 거동, 그리고 증기발생기 모의계산에 각각 다른 time Step을 사용하

고 있다. 수치해석법은 대상 각 과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핵연료

봉의 열전도 방정식 계산에는 음(implicit)의 방법을 사용하는 일차 유한차분법을 

사용하는 반면, 핵분열 열량계산에는 다항식 방법 혹은 Prompt Jump 

Approximation이 사용된다. 모든 time step은 방정식이 수치적으로 안정되며 사

용자가 명시한 정확도를 만족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증.감 조절될 수 있도록 내장

되어 있다. 사용된 많은 상관식(constitutive relation)들은 표형태 혹은 이론식을 

사용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 계수들은 사용자 입력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그

리고 코드의 프로그램은 전산기 메모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Variably Dimensioned Format으로 짜여져 있다.      

SSC-L 코드는 처음 산화핵연료 사용 노심의 loop형 액체금속로에 적용하도

록 개발되었는데, CRBR의 PSAR 작성과 GE의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안전성 분석에도 사용된 예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Joyo 와 Monju의 

액금로 해석에도 이 코드가 성공적으로 활용용되었다[권 민, 2000).

5.3.2.2 유럽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자료가 많지 않고 주로 국 전문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 AEAT의 BESBET 코드가 계통분석용으로, FRA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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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SAS4A에 대응되는 코드로 매우 제한적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을 뿐이다. 

 

5.3.2.2.1 BESBET(Boiler Equation Simulation By Economical Techniques)

BESBET 코드의 Version은 1970년도 후반에 액금로의 계통분석을 위해 개발

되었다[A. Thomson). 일차계통 뿐 아니라 2차 계통과 수증기 계통을 모두 모의

할 수 있기 때문에 SASSYS와 비등한 기능을 가졌다. 일차계통은 노심을 복수

유로를 포함하여 펌프, 파이프 Network, 고온풀, 저온풀, 중간열교환기, 그리고 

잔열제거 계통에 대한 모의능력을 가졌다. 2차 계통은 2차 계통 펌프, 고/저온관 

Network, 증기발생기, 등을 모의할 수 있으며, 수증기 계통의 증기밸브, 터빈, 응

축기, 공기제거기, 등도 모의할 수 있다. 제어계통과 보호계통 모델도 내장되어 

있다. 또한 BESBET는 소듐온도 및 그 외 부집합체의 재료에 대한 온도를 입구 

소듐유량 및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계산한다. 부집합체는 Pin 역을 축방향으로 

핵연료, breeder, 및 shielding 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심은 Point Kinetics 모

델로 열발생량을 계산하고, 반응도 계산모델은 도플러 효과, 핵연료 팽창, 원자로 

용기 팽창, 소듐팽창, 부집합체 Wrapper 팽창, Diagrid 팽창, 그리고 원자로 용기

팽창에 따른 제어봉팽창을 포함한다. 풀 모델에서는 혼합풀(mixed pool) 및 성층

화 풀(stratified pool) 모두를 모의할 수 있다. 혼합풀 모델은 정상상태나 매우 

느린 과도기 계산에 사용된다. 반면에 성층화 풀 모델은 여러 개의 수평층으로 

나누어 축 방향으로 온도가 다른 것으로 가정하고, 유동은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기

는 대류 열전달과 층사이의 열전도를 고려한다.

코드의 직접적인 유효성 검증은 제한을 받지만, PFR의 DHR 정상상태 운전과 

KFK의 물 관련 실험들과 비교했는데 일반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을 이용한 검증 뿐 아니라 타 코드와의 비교계산도 수행했는데, 원자로 정지 

및 급수상실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독일 DYANA 코드와 불란서 DYN2B 코드와 

비교 계산한 결과 서로 잘 일치함을 보 다. 또한 성층화 풀 모델은 2차원 풀모

델 해석코드인 PHOENICS와 MELODIE를 이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 다. 그 외

에도 보일러 코드인 NUMEL, 그리고 NNC 회사의 정상상태 코드인 ESTLEN와

도 비교분석하 다[A. Thomson). 

5.3.2.2.2 FRAX-5

FRAX-5 코드는 국 AEA에서 개발했으며, SAS4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액금로 HCDA 초기단계 해석코드로써, 주로 국 혹은 유럽에서 설계한 액금로 

노심의 사고 시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1984년 FRAX-3에서부터 약 30∼40 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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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으로 개발했다. 1993년에 Version FRAX5D 개발이 완료되었고, 최신 

version은 현재의 FRAX-5A 코드이다[D.J. Brear, 1990). 이 코드는 기인사고

(initiating accident)에서부터 전 노심 사고(WCA, Whole Core Accident)로 전파

되는 과정을 모델할 수 있으며, 일차원 유동이 지배적인 용융풀(molten pool) 형

성까지를 모의할 수 있다. 

이 코드는 neutronics, pin-mechanics, 및 열수력학 모델이 모두 연계되어진 

코드이며, 노심의 대표적 연료봉과 주위의 구조물, 그리고 냉각재로 구성된 30개

의 유로까지 모의할 수 있다. 각 유로에서 다음 변수들과 현상을 모의한다. :

①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 그리고 구조물온도

② 냉각재비등, 액체 및 기포 유동량과 기포율

③ 핵연료팽창

④ 핵연료/피복재 기계적반응

⑤ 연료봉내핵연료 용융 및 운동

⑥ 핵분열기체방출

⑦ 피복재 및 핵연료 손상

⑧ 손상 후 핵연료 및 피복재 운동과 냉각재와의 반응

⑨ 물질의 온도, 도, 그리고 위치의 변화는 각 time-step에서 원자로 출력을 

결정하기 위한 노심 반응도 계산에 사용되는데, 출력계산에서는 Point Kinetics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다른 코드와의 호환성도 증대시켰는데, 예를 들면 

COSMOS와 연계하여 neutronics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FRAX-TRAFIC, 

FRAX-TOSURA와도 서로 상호연계 되어있다. 

FRAX는 먼저 초기화(Initialization)를 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정의된 입력자

료를 배정하고, COSMOS와 같은 코드에서 생산된 섭동자료를 읽는다. 재시동

(restart) 테입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외의 자료는 입력을 통해 읽는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연료봉에서 정상상태 계산을 하게 되며, 주로 온도와 유동량, 그리고 

압력 값이 계산된다. 핵분열 기체의 생산과 방출은 FRAX 뿐 아니라, 연료봉 성

능 분석코드인 TRAFIC 코드로부터도 입력을 받아 최종적인 과도기 계산을 수

행한다. 각 time-step에서 원자로 출력이 계산된 다음 time-step이 결정된다. 

비등모델은 유로에서 10 개까지의 동시 기포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며, 또한 

기포가 존재할 경우 축 방향 segment의 반 내에서는 증기 기포가 발생할 수 없

는 등은 SAS 코드모델과 거의 유사하다. FRAX 코드 내 이상유동 모델의 검증

을 위해 불란서의 CABRI loop에서 수행한 BI5 실험 결과를 이용했으며[T. 

Rudge, 1989), 실험장치는 그림 5.3-3에 도시되었다. CABRI-BI5실험에 대한 

FRAX 모의계산 결과와 타 코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5.3-4에 나타내었다. 

FRAX-5의 비등모델에서는 유로 가장자리의 소듐액체 막이 정지한 것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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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semi- implicit 수치해석이 안정적이며 빠른 

해를 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해석에 사용되었던 SAS 모델과 SASSYS 모델 

해석결과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 FRAX-5 모델도 이를 타당하게 예측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림 5.3-3 CABRI BI5 실험에 대한 비교계산

Bottom of mesh

Region 2

Region 3

Region 4

Region 1

Gas Plenum

Flow Inlet

Niobium 
tube

Xenon
Molybdenum

Reflector

No heat transfer calculation 
below FRAX mesh

Stainless 
steel

그림 5.3-4 CABRI BI5 실험에 대한 비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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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일본

일본은 현 JNC의 전신인 PNC를 중심으로 Joyo 와 Monju의 실험로 및 실증

로 설계를 거쳐 최근 DFBR의 2단계 설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들 원자로 계통

의 안전해석은 SSC-L을 이용해 수행되었으나, 독자적인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대신 주로 미국의 안전해석 방법론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HCDA 시나리오 해석과 관련하여 SIMMER-II 코드를 근간으로 독일 및 미국과

의 국제협력을 통해 개선된 SIMMER-III 코드를 현재까지 개발 중에 있다

(Werner Maschek).  JAERI에서는 NSRR의 노심에서 과도기 핵열료봉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PNC, 1998).

5.3.3 국내 현황분석

국내에서 1997년 이전에는 여건상 액금로의 요소개발에 치중하며, 해외 액금

로 설계와 관련된 기술검토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비교적 해외에서 안전성과 함께 실용성 

입증된 액금로 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액금로의 실용화를 위

한 요소기술의 개발 뿐 아니라, 액금로 KALIMER의 기본설계를 완성한 단계까

지 이르 다. 미국은 loop 형 액금로에 관심을 가지고 노형을 개발한 반면, 유럽

과 아시아에서는 국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했으며,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 모든 

방법을 모두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EBR-II, 불란서에 Phenix와 

Superphenix, 그리고 국의 PFR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풀(pool)형 

설계도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 Rudge, 1989). 풀 형 원자로의 

특성과 큰 잇 점은 모든 부품이 냉각재 속에 잠기어 있으므로 파이프 파손에 대

한 손상이 적다는 점, 그리고 풀의 열관성이 크므로 노심비상냉각 요건이 없어져 

계통이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수용성, 열팽창 

효과, 그리고 발전소 수명동안의 단열 요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 이런 배경

에서 국내에서도 150 MWe, 풀형의 KALIMER 설계를 수행하게 되었다.

안전해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KALIMER와 같은 풀형 원자로에 적용이 가

능하고, KALIMER의 설계기준 사고해석 시 고유 설계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SSC-L을 근간으로 SSC-K[김경두, 1998 & 한도희, 1998) 코드가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SSC-K에서는 가장 먼저 KALIMER의 노심설계와 일치되도록 

반응도 분석모델이 개선되고, loop 형 모델을 풀 형 모델로 수정하 다[김경두, 

1999). SSC-L에서는 본래 고온풀을 2개 층의 다른 온도 역으로 나누어 모델했

으나, 과도기 시 수위 변화에 따른 두 역의 경계면 이동을 에너지 수송식에 생

략하 다. 이 점에서 SSC-K에서는 이 효과를 고려하도록 모델이 개선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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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SC-L에는 없었던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SDRS(Passive Safety Decay 

Removal System)의 모델도 개발하여 SSC-K에 연결하 다[장원표, 1998). 이 결

과 SSC-K는 비보호열침원상실(ULOHS) 사고 시잔열제거 능력 뿐 아니라, 장기

냉각에 대한 PSDRS의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 개발 및 개선

과 함께 SSC-K를 이용하여 KALIMER 기본 설계에 대한 ATWS인 UTOP, 

ULOF, ULOHS 사고를 중심으로 해석도 수행했다. 또한 안전해석 코드는 신뢰

성 확보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SSC-K는 현재에도 꾸준히 모델 개선이 이루어져 

신개념 원자로 계통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

해 타 코드와 상대적인 비교계산(Werner Maschek)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가능

한 많은 실험자료를 입수하여 신뢰성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03 년부터 시작

하는 I-NERI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행되는 신개념 액금로의 분석에도 SSC-K를 

사용할 예정이고, 현재에는 용량격상 액금로의 예비설계에 대한 안전해석이 진행 

중이다.

5.4 HCDA 분석

5.4.1 개요

1956년 Bethe-Tait 가 LMFBR의 동수력학적(hydrodynamic) 파열사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재임계 사고를 포함한 CDA 평가연구는 LMFBR 안전성

연구 및 개발사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 이전에는, LMFBR은 원자폭탄 

제조에 필요한 임계질량보다 많은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므로 폭탄처럼 폭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만 있었을 뿐이었다. Bethe-Tait 모델은 폭탄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더욱 사실적인 평가에 근거를 둔, CDA 에너지 방출량 결정을 위한 

사실상의 첫 시도 다. Bethe-Tait는 노심을 구 대칭 균질유체라 가정하고 Point 

Kinetics와 1차섭동이론을 사용하여 이러한 파열과정을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초기 조건이 설정되지 않고 노심 축방향 중앙부의 연로 용융

으로 인해 상단 연료가 중력가속도에 의해 하단부로 급락하여 노심 전체가 압축 

집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당 수십∼수백 $의 반응도를 삽입케되어 

노심은 즉발 임계 출력폭주(prompt-critical power burst)에 이르게 된다[Bethe 

and Tait, 1956).

Bethe-Tait 이후의 CDA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일관된 연료 붕괴

(coherent fuel excursion) 현상에 중점을 두어왔다.  Bethe-Tait 모델로부터 개

선된 점으로서, Doppler 제한 효과가 고려되었고 압력 계산을 위한 상태방정식이 

개선되었으며 또한 더욱 정확한 핵 계산 모델이 설정되었으며 2차원 계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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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었다는 것들이 있다[Jackson, 1972). 이러한 경향은 우라늄 금속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임계 집합체(FCA, Fast Critical Asseanbly)와 실험로(EBR,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1960년대 후반, FTR(Fast 

Transient Reactor) 및 RAPSODI 등 산화물 연료(UO2 및 UO2/PUO2)를 사용하

는 LMFBR 개념이 도래함에 따라 더욱 사실적이고 사고 현상역학에 근거를 둔 

LMFBR CDA 해석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행해진 임의적 초기조건, 즉 일관된 노심붕괴 가정하에서 비현상역학

적(non-mechanistic)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엄청난 부하(load)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설계․제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며 기술적으

로도 어렵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또한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의 보급확대로 인해 

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전자계산 코드들을 개발 이용케 되었다. 이로 인해 LMFBR CDA 해석기술

은 크게 진보하여 사실상 오늘날의 해석기술의 토대가 되었다. 

액체금속로의  중대사고, 즉 가상적 노심 붕괴 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70 -80년대에  FFTF, 

CRBR 등의 산화 연료 노심의  안전해석 및 인허가에 즈음하여  ANL, SNL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결과물로서 SAS4A[Cahalan, 

1994) 및 SIMMER-II [Smith, 1980)등의 HCDA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 체계가 

개발되었다. 

HCDA 사고 진행 과정은 편의상 초기 단계(initiation phase), 천이 단계

(transition phase), 손상 평가 단계(damage evaluation), 및 사고후 열제거 단계

(post-accident heat removal phase)의 4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 단계 분석

은 반응도 주입 혹은 냉각유량 감소에 따른 핵연료 과열, 피복재 파손, 핵연료 

용융.재배치 등, 핵연료 집합체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의  HCDA 초

기 현상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초기 단계 분석 코드로서는 ANL에 의해 개발된 

SAS4A 코드와  HEDL에 의해 개발되었던 MELT-III 코드 [Walter et.al., 1974)

가 있다.

천이 단계에서는 출력 폭주에 의한 핵연료 집합체의 용융 또는 증기화

(vaporization)로 노심은  붕괴하고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

다. 이의 해석을 위한 코드로서는 SNL이 개발한 SIMMER-II, ANL에 의해 개발

된 FX2/VENUS-III [Jackson et al., 1972)등이 있다. SIMMER-II 코드는 손상 

평가 및 사고후 열제거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종합 분석 코드로서, 1990년대

에도 불란서, 독일, 일본등이 참여하여 모델 개선 및 검증 작업을  계속하여 왔

고 현재는 일본JNC에 의해 개선된 SIMMER-III가  있다.

KALIMER 설계에 채택된 금속 핵연료(U-Pu-10% Zr)는  안전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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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화 핵연료와  열 팽창 특성, 열 전도도와 용융/증기화 온도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금속 연료는 열 팽창계수가 커서 출력 폭주 또는 노심 온도 

상승 시, 반응도 궤환 효과로 원자로는 정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피동 안전

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ANL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금속 연료를 사용하는 IFR/AFR 원자로 개념을 개

발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Sackett, 1997), GE는 이에 근거한 

원형로 PRISM 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GE, 1987). ANL은 금속 연료 노심의  

HCDA 초기단계 분석을 위하여 산화 연료 분석용 코드인 SAS4A를 일부 수정.

개선하 다.  금속 연료용 성능 해석 모델인  DEFORM-5와 FPIN2가 수정.개발

되었고, 금속 연료봉 내에서의 용융 연료 이동 모델인 PINACLE이 개발되어 연

료봉 파손 시간 및 위치, 파손 전후의 용융 연료 거동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원자로 계통과도 해석용 코드인 SASSYS와 병합하여 종합 안전해석 

코드인 SASSYS/SAS4A가 개발. 활용되고 있다[Cahalan, 1994)

현재 금속 연료 노심의 HCDA 와 관련한  기술 현안은 초기단계 및 사고후 

열제거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초기 단계에서의 주요 현안 또는 연구 항목으로서

는 용융 연료의 분출 시, 용융 연료의 분산(dispersion) 및  냉각 유로 상부로의 

송출(sweepout) 과정의 확인을 위한 실험, 폐쇄(bottled-up) 노심에서의 용융 연

료의 고화 및 막힘 (freezing and plugging)현상등이 있다. 사고후 열제거 단계에

서는 노심파편층의 냉각 문제와 원자로 재임계 사고 방지가 주요 현안이다. 이러

한 문제들은 core catcher의 필요성 여부, 격납용기의 설계 여유도 확보 및 인허

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에 기술된 현안 또는 연구 항목 들은 INERI 

[Cahalan, 2002) 또는 GEN IV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될 예정이다[GEN IV 

ROADMAP, 2002).  

5.4.2 산화연료 HCDA 연구

5.4.2.1 사고 경위

현상 역학적 해석방법에 있어 사고는 진행경로의 순서에 따라 해석되는데 그 

첫 단계가 사고 발단요인(accident initiator) 및 초기조건의 기술이다. 전 노심 사

고 발단 요인으로서 발전소 방어계통(PPS, Plant Protection System)의 작동 실

패 시 유량 손실 사고(ULOF, Unprotected Loss of Flow)와 과도 과출력 사고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가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Cho et 

al., 1979).

HCDA 사고전체는 네가지 단계(Phase)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방법을 요한다. 각 상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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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초기상위(Initiating Phase) : 연료집합체의 기하학적 형태 파손 시까

지의 노심 핵 계산 및 열 특성 계산을 행한다.  과도 시 열수력 특성 Na 냉각재 

비등 연료파손 시간 및 위치 피복재 및 연료의 용융과 이동, 연료 냉각재 반응

(FCI, fuel-coolant interaction) 등의 현상이 취급된다. 초기 상위 해석을 위한 전

자계산 코드로서  MELT, SAS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② 천이단계(Transition Phase) : 즉발임계 출력폭주가 초래되면 노심은 급격

히 가열되고 연료는 증기화(vaporization) 되어 높은 압력이 발생하여 노심이 파

열됨으로써 출력폭주는 종결된다. 

③ 손상평가상위(Damage Evaluation Phase) : 노심파열로 인한 압력 부하에 

대한 원자로 용기의 반응을 해석한다. 

④ 사고후 열제거상위(Post Acciclent Heat Romoval Phase, PAHR) : 파열사

고후 장기적인 붕괴열 제거를 위한 해석을 수행한다.   1972 ∼ 1974년 미 ANL

에서 FFTF(Fast Flux Test Facility)의 Scram 작동실패시의 유량손실사고를 해

석하는 도중,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단계의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있

다는 것이 거론되었고 사고의 발단요인 및 초기 조건에 따라 그림 5.4-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는 더욱더 총괄적인 해석방법이 사

용되게 되었다[Jackson et al., 1974). 

이 새로운 해석방식에서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경로가 고려되는데 사

고 유로(accident channel)로부터 소량의 용융연료가 노심 상단 Na pool로 제거

됨으로 인한 부 반응도 효과에 의해 사고가 조기에 종결되는 경로를 말한다. 이 

경우 에너지 발생은 크지 않으며 사고유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심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즉각적인 냉각(in-place cooling)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진행 경로는 노심 파손 경로를 거치며, 사고는 이전 해

석방식에서처럼 직접 energetic disassembly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으며, 또한 

천이 단계를 거쳐 disassembly 상태로 이행해 가거나 점진적인 연료용융 및 제

거상태로 이행하여 노심은 결국 미 임계 상태가 되어 사고는 종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식은 1977년 미 ANL에서 수행된 CRBR(Clinch River Breeder 

Reactor) scram 작동 실패 시 LOF 사고해석에 그대로 사용되었다[Bohl et 

al.,1975). 다만 초기단계의 정확한 기술은 전체 사고 기술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

로 사고초기 조건은 세 히 검토되어 다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졌다. 

① 초기의 실질적인 일정 출력단계

② 노심 물질의 기공화 및 피복제의 재위치 단계 

③ 초기 연료 핀 파손 단계

④ 유로 변형 또는 파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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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HCDA 사고 진행 단계

ACCIDENT  INITIATION
Intact  Subassemblies

EARLY  TERMINATION
In-place  Cooling

CORE DISRUPTION  PHASE

TRANSITION  PHASE
Core  Disruption

MECHANICAL  DISASSEMBLY
Energetic  Dispersal

GRADUAL  FUEL  REMOVAL
Melt-out / Boil-out

DAMAGE  EVALUATION
Work Energy  /  System Response

POST-ACCIDENT  HEAT  REMOVAL

RADIOLOGICAL
CONSEQUENCES

5.4.2.2 사고 발생 요인

HCDA의 가능한 사고 초기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 범위를 들 수 있다[Fauske, 

1976). 

① 발전로 방어계통(PPS)이 적시에 작동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반응도 

삽입이 초래되는 경우

   ⓐ 제어봉 인출

   ⓑ Gas - bubble 흡입

   ⓒ 노심 지지물이나 고정구조물의 기능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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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로 방어계통의 설계기준치내에서의 기능 부실이나 결함

   ⓐ 전노심 유량손실(LOF)

   ⓑ 과도 과출력사고(TOP)

   ⓒ 연료 파손 파급

③ Shutdown시 열제거 능력을 상실케하는 기능 부실이나 결함

   ⓐ 도관 파열(Pipe break)

   ⓑ 열 흡수체 상실(Lose of heat sink)

이상의 발단요인 중 첫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확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설계

에 의해 고려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발단요인들은 현재의 계통

설계나 해석기술상 발생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본 란에서는 현재 안전성연

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발단요인 및 초기조건

을 기술키로 한다. 

Scram 작동실패시의 유량손실사고

유량 감소에 따라 냉각재 온도는 증가하여 비등점에 도달한다. 냉각재 팽창에 

의한 부반응도 효과로 출력은 감소한다. 냉각재 비등후 피복재는 건조화(Dryout) 

되고 용융점에 도달하여 용융하게 되며 용융피복재의 유로에서의 이동이 시작된

다. 피복재용융후 연료용융 및 이동현상이 일어난다. Na 냉각재 비등의 불안정 

특성으로 기공(Void)이 생성된다. 냉각재 기공화와 이로 인해 초래된 사고 경로

는 대체로 원자로 로심크기와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소형 원자로(FFTF 등) 및 중형 원자로(CRBR 등)에 있어서 냉각제 voiding과 

연관된 반응도 효과는 prompt burst를 초래할 정도로 크지 않다. 오히려 피복재 

및 연료이동으로 인한 재위치(relocation) 현상이 prompt burst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Na 냉각제 증기의 기류(sodium-vapor streaming)현상으로 인해 

피복재는 일정장소에 재고착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또한 냉각제 voiding으로 인

하여 출력이 상승하는 경우, 연료중 대부분의 핵분열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unrestructured fuel region의 용융시 급격한 핵분열기체의 방출로 초기 연료확산 

현상이 일어날 것이므로, 사고는 실질적으로 유로에 냉각제가 존재치 않는 상태

에서 점진적 노심용융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FFTF의 경우 Doppler 효과와 연료증기압력(Fuel-vapor pressure)으로 인해 

강력한 동수력학적 파열(energetic hydrodynamic disassembly) 사고는 발생 가능

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CRBR의 경우 초기 연료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부 반응도 효과가 없어지고, 냉각제 기공효과의 정반응도가 크므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동수력학적 파열 사고가 발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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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m 작동실패시의 TOP(Transiert Overpower) 

전노심이 파손되는 LOF 사고와는 달리 FFTF, CRBR등의 원자로에 있어서 

낮은 반응도 삽입을 (<50￠/sce)로 인한 TOP 사고는 몇 개의 제한된 연료집합

체에서 연료핀(pin) 파손에 따른 용융연료의 유로에서의 상향 이동으로 인해 로

심은 미임계 상태에 도달, Shutdown된다. 대부분의 노심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

는데, 일단 연료가 파손되면 그 유로로부터 다른 유도로 냉각유체 확산과 연료이

동으로 인한 반응도 감소효과가 결함되어 파손되지 않은 연료집합체의 연료온도

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손된 몇 개의 연료집합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심

은 즉시 냉각이 가능해진다. 

TOP 사고는 초기 연료파손 시간과 위치에 따라 그 경로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반응도 삽입율이 크면 연료핀 파손위치는 축 방향으로 연료상부로부터 중

앙부에 가까워진다. 반응도 삽입율이 수$/sce의 단위면 연료핀은 중앙부에서 파

손되고 이때 냉각제와 용융연료의 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은 정반응도 

효과를 가진다. 이때 노심이 Prompt critical에 근접해 있다면 FCI로 인한 반응도

의 첨가는 Super-prompt critical 상태로 이끌 수 있고 대규모의 출력폭주가 초

래되며 노심파열로 Shutdown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심파열로 인해 많은 에너지

는 발생치 않는다. 

운전정지시의 열제거능력 상실사고(Shutdown Heat-Removl Failure)

원자로는 수십$정도의 미임계상태에 있으므로    출력폭조발생 가능성은 없

다. 주요 관심사는 낮은 출력수준에서 연료붕괴로 인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

는 제 2차 재임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다. 완전한 열흡수능력 상실사고의 경우, 

노심 상단부의 모든 냉각제가 증발(Boil-off)한 후에 노심은 점진적으로용융와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임계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노심 상부 Na 

pool의 냉각제가 완전 증발하는데에는 수일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 수

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면, 4계열의 안정성 보증면에서 볼 때, 현재의 

사고 해석기술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① 혼합산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현재의 LMFBR 설계체제에 있어서 Scram 

작동실패시의 유량손실(LOF) 사고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전로심사고로 확대되

어 노심은 용융 와해된다.(3,4계열의 보증책 요)

② Scram 작동 실패 시 Top 사고는 부분적 노심손상을 초래하나(2계열의 보

충책 요) 일반적으로 전로심 확대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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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cram 작동 실패 시 핵연료 집합체의 용융와해는 제한된 부분의 노심 손

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2계열 보충책 요) 전 노심 확대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④ 운전 정지 시 열제거 능력의 상실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전 노심 확대, 

용융와해를 초래한다.(4계열의 보충책 요)

  ② ③ ④ 계열의 보충책(LOA, Line of Assurance)은 각각 원자로심 상해제

한, 사고 향의 원자로 용기내 수용, 방사성 물질의 감쇠이다.  이상의 논의로 

보아 노심 용융 와해(Core meltdown) 사고 향의 규명에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야 한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5.4.2.2 Energetics 관련 현안

LMFBR 노심의 용융와해로 초래되는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에너

지학(energetics)과 방사선학적 향(radiological consequences)으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방사선학적 향은 대체로 방출 에너지량의 계산결과에 의해 결정된

다. energetics 문제와 관련된 주요 기술적 문제는 다음 주가지로 나누어진다

[Cho et al., 1979). 

① 일반특성적 문제(generic issue)

   ⓐ 연료 집 및 그로 인한 재임계사고 문제 

   ⓑ 연료-냉각재 열반응 및 그로 인한 energetic 증기폭발 

② 설계에 따른 문제(design-dependent issue) : 대형 로심의 냉각재 void 계

수의 정반응도로 연료파손 사고 시 대형 반응도 삽입율을 초래하거나 용융연료

가 nonovided 유로로 분출․이동하여 냉각제와 열반응을 일으키는 문제

일반 특성적 문제(generic issue)

LMFBR 노심 용융와해 사고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몇 개의 일반적인 특성원리(behavior 

principle)에 근거를 두고 노심의 용융와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특

성원리로서 다음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① 냉각제와 혼합산화물 연료의 열반응으로 노심이 disassembly 하기에 충분

한 압력과 손상 포텐샬(damage potential)이 생성되려면 저온유체인 Na 냉각재

와 고온유체인 용융된 혼합산화물 연료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려면 접

촉 시 spontaneons nucleation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혼합산화물과 냉각제의 접

촉온도는 액체 Na 냉각재의 spontaneous nucleation 온도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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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화액체가 전체적에 걸쳐 열을 받으면 확산(disperse)하게 된다. 사고시의 

출력수준에서 냉각유체는 유동화(fluidize)되고 붕괴 열로 인한 출력수준시까지 

난류(turbulent flow)로서 비등상태(boiled-up state)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원리를 LMFBR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① 첫째 원리에 의해 증기폭발(sodium-vapor explosion)은 불가능하다.

② 둘째 원리에 의해 중력에 의한 재임계 사고는 발생가능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첫째 원리와 둘째 원리의 결합에 의해 압력에 의한 재임계 사고는 제외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해 혼합산화물 연료의 LMFBR 노심용융 와해사고시 발

생되는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몇

가지 중요한 산화물연료의 LMFBR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① 연료봉 피복재의 비등점은 연료의 용융점과 대략 같다.(∼2,700℃) 그러므

로 노심내 steel의 증기화로 인해 사고초기에 연료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② steel 구조물의 용융점(∼1,400℃)은 연료의 용융점(∼2,747℃) 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연료가 잠시 ‘bottled up'(고체화된 노심물질이 핵연료집합체의 양

쪽 끝을 막는 현상)된다면 고체연료 껍질부스러기(crust)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 고체연료 부스러기는 온도, 압력, 증기분율(void fraction)등과 같

은 계통변수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다. 그러므로 기계적 손상 또는 냉각 pool 붕

괴로 인한 즉발임계 출력폭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성자열 및 붕괴열로 인

한 급격한 압력증가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온건한 연료 파손과정에 있어서 연료와 steel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철저한 이

해를 위해서 연료이동 특성, 열상실 원리, 비등 pool에서의 물질이동과 반응도귀환

효과의 연관성, 용융연료와 냉각제간의 열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어 왔다. 

설계에 따른 문제(Design-Dependent Issue)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상업용 LMFBR에 있어서 국소적인 냉각재의 

voiding은 대부분의 노심은 여전히 액체냉각제인 상태에서 원자로를 즉발임계 상

태까지 이끌 수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주요 

문제가 된다. 

① 기공이 발생치 않은 냉각유로에서의 연료 파손으로 인한 연료-냉각재 반

응은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② 연료-냉각재 반응이 온건하더라도 노심의 즉발 임계 근접상태에서 연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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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인한 반응도 상실량이 냉각제 void의 반응도효과로 인한 삽입량보다 작

을 때 자동촉매효과에 의해 원자로는 재임계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원자로 설계특성과 사고 특성으로 인해 연료와 냉각제가 대량 

혼합되어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증기폭발(vapor explosion)이 일어나 대량의 에너

지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LMFBR 

설계체제의 교유특성, 즉 액체냉각제의 비등점(∼900℃)은 피복재의 용융점(∼

1,400℃) 보다 훨씬 낮고 피복재의 시간상수가 노심 과도기보다 크기 때문에 용

융연료와 액체냉각제는 고체상태의 피복재에 의해 대체로 분리된다. 또한 대량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열반응시간 간격내에는 혼합과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첫 번째 문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문제, 즉 부분적인 소량의 연료-냉각재 반응으로 인한 사고 

향은 아직 연료-냉각재간 의 이동관계를 규명하는 기술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발임계 근접상태에서  반응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미해결의 

국면에 있다. 현재의 LMFBR 설계체제에서 연료확산으로 인한 반응도 상실량이 

냉각제 분출로 인한 반응도 삽입량보다 커서 자동촉매과정에 의한 재임계 상태

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정성적 추론만 가능할 뿐, 통계적 자료의 빈곤으로 노

심의 disassembly 사고 발생 가능성은 배제되기 어렵다. 

주요 불확실 인자로서는 피복재 파손에 의한 현상, 로심물질의 이동현상, 파손

직후의 연료-냉각재반응 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 인자들을 TREAT, EBR-Ⅱ, 

ACPR, CABRI 등 현존 설비를 이용 실험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

으며 이러한 실험적 노력과 병행 SAS, MELT, VENUS 등의 사고해석 코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5.4.3 HCDA 분석 전산체제

5.4.3.1 SAS4A[Cahalan et al., 1994)

SAS 계열의 코드는 대표적인 HCDA  초기 단계 해석용 코드로서,  ANL이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오고 있다.60년대 후반에 개발, 활용

되었던 SAS1A로부터 70년대 집중적으로 개발된 SAS2A, SAS3A, SAS3D를 통

하여 다양한 해석 모델이 추가 개발, 검증 되었고 또한 코드 구조도 체계화되었

다. 80년대부터 개발된 SAS4A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첫째, 기

존의 산화연료에 대한 핵연료 성능(DEFORM-4 모듈), 피복재 재배치(CLAP) 및 

냉각 유로에서의 용융연료/ 피복재 혼합물의 거동에 관한 새로운 해석 모델

(LEVITATE for voided channel, PLUTO2 for unvoided channel)이 개발되었다. 

LEVITATE 와 PLUTO 모듈은 TREAT J,L 계열의 실험과 PFR/TREAT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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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산화연료 해석용 SAS4A 코드는 CABRI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불란서, 독일 ,서독, 국 , 일본등에 의해 개선,검증 작업이 최근까지 이

루어 져 왔다. 

둘째, ANL은 금속연료 노심의 액체금속로인 IFR 의 HCDA 초기단계 분석을 

위하여 산화 연료 분석용 코드인 SAS4A를 일부 수정.개선하 다.  금속 연료용 

성능 해석 모델인  DEFORM-5와 FPIN2가 수정.개발되었고, 금속 연료봉 내에

서의 용융 연료 이동 모델인 PINACLE이 개발되어 연료봉 파손 시간 및 위치, 

파손 전후의 용융 연료 거동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자로 계통과도 

해석용 코드인 SASSYS와 병합하여 종합 안전해석 코드인 SASSYS/SAS4A가 

개발. 활용되고 있다. 

SAS4A 코드의 주요 모델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2 참조).

  ∙SSHTR : 정상상태시 열전달 및 냉각재 유동

  ∙DEFORM-III : 정상상태 및 과도시 핵연료 특성

  ∙TSCLO : 냉각재 dynamics

  ∙PRIMAR-4 : 주기기 계통(primary loop) 열수력

  ∙TSPK : 중성자속(flux amplitude) 계산

  ∙TSBOIL : 냉각재 비등 해석

  ∙PLUTO2 : nonvoided pin disruption

  ∙LEVITATE : voided pin disruption

그림 5.4-2 SAS4A 코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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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MELT-III[Walter et al.,1974)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 시, 원자로 물리 및 열수력 해석

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과출력 사고

(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심 붕괴(core disassembly)기 시작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 까지의 현상이 다루어 진다. 

MELT-III 계산은 정상 상태, 과도 상태, 핵연료 용융.재배치(relocation)등의 독

자적인 3단계 계산이 순차적으로 행해진다. 

MELT-III 코드는  원자로 해석에 초점을 두고 상세한 노심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며 주냉각계통은 3개까지의 폐쇄 회로(loop)에 의해 모사된다. 주냉각 계통

은  시간에 따른 펌프 수두, 마찰 인자, 관성 질량등에 의해 특징지워 지며 원자

로의 냉각유량은  펌프수두에 의해 결정된다. 원자로심에서는 20 채널까지의 열

전달 및 열수력 계산을 수행할 수있으며 핵연료 역에서 축방향으로 20개의 노

드 분할이 가능하다. 핵연료봉내에서의 열전달 계산을 위하여 12개의 연료 노드

와 3개의 피복재 노드 분할이 가능하다.

정상 상태 코드인 MELT-III/STEADY 모듈의  총괄 프로그램인  STEADY 

는 정상상태시 온도 분포, 핵연료 구조변화(restructiring)등을 계산하고 과도해석

을 위한 자료를 통합한다. SIEX는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원래 독립적인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로서 개발되었던 것이며,  핵연료-피복재 

gap coefficient, 핵연료 기공도(porosity), 핵분열 기체 retention등의 핵연료 성능 

특성을 STEADY에 제공한다(그림 5.4-3).

과도 상태 해석 및 노심 용융 현상 해석 코드인 MELT-III/TRANSIENT 모

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그림 5.4-4).

  ∙원자로 용기 내  열수력 모델

  ∙point kinetics 모델

  ∙도플러, 냉각재 도, 핵연료 팽창 및 용융 연료 이동에 따른 반응도 궤환 

모델

  ∙핵연료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 모델

  ∙용융 연료-냉각재 반응 모델 

기존의 MELT-III/STEADY[Alan, 1974)에는 혼합산화물연료 성능해석코드인 

SIEX-II 코드가 이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료는 물성, 온

도분포 및 팽윤 등의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KALIMER 정상상태 핵연료 

성능모델인 MACSIS를 기반으로 한 금속연료 모델을 MELT-III/STEADY에 이

식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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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MELT-III/STEADY(MACSI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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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SIMMER-II[Smith et al., 1980)

SIMMER(SN, Implicit, Multifield, Multicomponent, Eulerian, Recriticality) 코

드는 미국의 Los Alamos 국립연구소(LANL)가 1977년 SIMMER-I을 개발한 이

래 개발하여온  2차원(R-Z) 코드로서 핵연료 집합체 및 냉각채널이 원형을 상실

한 이 후부터, 용융노심에서의 노물리-유체역학 현상을 해석한다. LANL 은  

1980년대에는  SIMMER-II를 집중적으로 개발.검증하여 왔다. SIMMER-II 는 

강력한 출력폭주로 야기되는 HCDA의 천이단계 분석(점진적인 노심 용융 및 재

임계 가능성) , 노심 붕괴 및 그 후의노심 팽창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대형 코

드로서, 초기 단계 분석 코드인 SAS4A와 함께 종합적인 HCDA 분석 전산 체제

를 이루고 있다.  

SIMMER-II 코드는 사고 시 용융 노심의 노물리 해석을 위하여 시간의 함수

로서의 다군 확산 방정식 또는 수송 방정식이 의사 정상(quaisi-static) 방법에 

의하여 그 해가 구해진다. 붕괴 노심의 유체 역학적 거동은  다중의 field 및 

component를 정의함으로써  분석한다.  SIMMER-I Version 10을 기준으로 볼 

때,  field 는 구조물(structure), 액체(liquid) 및 증기(vapor)의 3가지로 정의되며, 

각 field 는 노심 물질을 나타내기 위한 component 로 구성된다. component 는 

다시 도와 에너지 component로 구분된다.  도 component는 물질의 운동을 , 

에너지 component 는 물질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의한다. 

통상적인 사고 해석을 위하여 노심은 기본적으로  6가지 즉 fertile  및 fissile 

연료, stainless steel, 소듐, 제어봉 물질, 핵분열 기체로 구성된다.  구조물 field 

는 고체 핵연료, 피복재 및 구조물 그리고 방출되지 않은 핵분열 기체를 포함한

다. 액체 field 는 모든 용융물의 균일한 혼합물로 이루어 지는데,  이에 덧 붙여

서 액체와 함께 흐르는 연료와 피복재의 고체 입자도 이에 포함된다. 용융물이 

고체화할 때에는 액체 field에서 구조물 field로 전환된다.각 field에 대한 보존 방

정식을  해당 상태방정식과 함께 Eulerian 좌표에서 푼다.  한 field에서 모든 

component 의 속도는 같다고 정의한다. 

SIMMER 코드는 다양한 실험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면, 핵연

료-구조물 혼합체의 freezing 및 plugging, 핵연료 집합체 사이로 또는 제어봉 

집합체로의  핵연료 제거, 핵연료 및 steel 의 비등(boilup) 모의 현상 등의 실험

에 대하여  비교, 검증되었다. 1980년대에 정립된  비균질 노심(heterogeneous 

core)의 사고는  노심 용융이 전 노심에 걸쳐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핵연료 집

합체 내에서 또는 집랍체 간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파급되게 되는 바, 이러한 해

석에 특히 SIMMER-II 와 같은 mechanistic 코드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Smith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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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VENUS-II[Nicholson et al., 1972)        

액체금속로(LMFBR)의 가상 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s; 

HCDA)에 대한 노물리 및 열수력 특성에 대해 2차원 해석이 가능한 VENUS-II 

전산 코드는 Bethe-Tait 모델을 바탕으로 도플러 궤환효과(Doppler Feedback)가 

고려된 노심 팽창․붕괴(Core Disassembly) 단계에서의 온도, 압력 및 반응도를 

계산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VENUS-II 전산 모사 코드는 출력 및 중성

자 에너지 분포 계산에 Doppler Broadening과 Material Motion이 복합된 동특성

방정식(Point-Kinetic Equation)를 이용하며 그림 5.4-5와 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갖는다.

1972년 미국의 ANL에서 FORTRAN-IV를 이용해 개발된 이 코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CDC7600 및 IBM3033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의 MS-Windows 운 체계의 DIGITAL Fortran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보완하 다. 특히 그래프 출력 및 입출력문의 운용 방식을 MS-Windows 운 체

계에 맞도록 개선하 으며, 그 결과 Excel 및 Origin6.0 등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

를 도식화 할 수 있었다. Sample Problem을 통한 보완 내용 시험 결과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으며, DIGITAL Fortran을 이용한 

VENUS-II 전산 모사 코드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 다.

그림 5.4-5 VENUS-II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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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금속연료 액금로의 HCDA 연구

5.4.4.1 금속연료 특성

KALIMER 설계에 채택된 금속 핵연료(U-Pu-10% Zr)는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산화 핵연료와  열 팽창 특성, 열 전도도와 용융/증기화 온도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금속 연료는 열 팽창계수가 커서 출력 폭주 또는 노심 온도 

상승 시, 반응도 궤환 효과로 원자로는 정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피동 안전

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Sackett, 1997).

한편,  열전도도 및 용융 온도/증발 온도는 HCDA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금속 연료의 열전도도는 산화연료보다 몇 십 배가 크다. 또한, 산

화연료와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 연료봉 

내에서의 온도 분포가 좀 더 평준하게 되며, 핵연료와 피복재 간에 소듐 삽입에 

의해 gap 열전달 특성이 개선되어 핵연료 온도는 낮게 유지된다. 그 결과의 하나

로 노심 붕괴시 방출되는 에너지는 크게 작아 진다. 또한 핵연료 파손도 핵연료

의 상단부에서 발생하게 되어 연료 핀내의 용융 연료가 상단부로 이동하고  반

응도는 감소하여 원자로는 미임계 상태로 안정된다. 한편, 산화 핵연료는 용융 

온도(3500 K)와 증기화 온도(4000 K)의 차이가  불과  450 K 이기 때문에 일단 

핵연료 용융이 일어나면 증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증기 팽창으로 인한 원자로 계

통의 손상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반면, 금속 연료는 그 차이가 무려 3000 K 정

도이어서(용융점-1300 K, 증기화 온도-4300 K) 용융 연료의 증기화 가능성은 매

우 적다고 볼 수 있다[Miles,1986; Cahalan, 1985).

5.4.4.2 기술현안 및 연구동향

현재 금속 연료 노심의 HCDA 와 관련한  기술 현안은 초기단계 및 사고후 

열제거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초기 단계에서의 주요 현안 또는 연구 항목으로서

는 용융 연료의 분출 시, 용융 연료의 분산(dispersion) 및  냉각 유로 상부로의 

송출(sweepout) 과정의 확인을 위한 실험, 폐쇄(bottled-up) 노심에서의 용융 연

료의 고화 및 막힘 (freezing and plugging)현상등이 있다. 사고후 열제거 단계에

서는 노심파편층의 냉각 문제와 원자로 재임계 사고 방지가 주요 현안이다. 이러

한 문제들은 core catcher의 필요성 여부, 격납용기의 설계 여유도 확보 및 인허

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에 기술된 현안 또는 연구 항목 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이러한 것들은 INERI[Cahalan, 2002)또는 GEN IV 연구의 일환으로

도  수행될 예정이다[GEN IV Roadma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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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연구항목

① UTOP/ULOF 사고시 핵연료 파손.용융.이동 및 핵분열 생성물 방출 거동

   ⓐ 현상 확인을 위한 전반적인 노내 종합 실험 및 모델 수정.개발 필요

② 용융 연료의 분출 시,  냉각 유로에서의 거동(INERI)

   ⓐ 용융 연료 분산(dispersion) 및 sweepout(쓸려 나감) 과정 확인을 위한 

loop 실험 필요  

      ∙CAMEL C9 Test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of 

molten metal fuel with  flowing sodium under a TOP accident 

condition ; FCI energetics, extent of fuel  sweepout and channel 

plugging 

③ 'Bottled-up' 노심에서의 용융 연료의 고화 및 흡착(freezing & plugging)

   ⓐ 핵연료, 핵분열 생성물, steel 혼합물의 용융 온도 및 기동(mobilization) 

온도 

사고 후 열 제거 단계

① 노심 파편층 냉각

   ⓐ 용융연료 이동,재배치 거동자료 분석을 통한 파편층 질량 및 형태 결정

   ⓑ 용융 혼합물의 냉각 특성 실험 

   ⓒ 원자로 하부 구조물의 노심 파편층 retention 특성 실험(INERI)

      ∙A series of tests performed in which molten metal fuel poured into 

a deep column of sodium to investigate energetics, formation of 

particle bed. Frozen debris was in the  form of sheets and 

filaments rather than particles. Mean particle size taken to be  10 

mm.

      ∙Scoping studies of the coolability of a metal fuel debris bed 

performed both for  single phase conduction heat transfer and for 

the thermal hydraulics of sodium  boiling.  It was concluded that 

the debris would be readily cooled by conduction and very deep 

beds would be readily cooledby boiling. In-vessel retention would 

be a likel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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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로 재임계 사고

   ⓐ 원자로 하부 구조물 또는 특정 형태의 core catcher에 대한 임계 실험 

수행 및 해석 모델 개발

   ⓑ 냉각재 입구 플레넘에서의 spreading 현상 실험 

5.4.4.3 국내 연구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KALIMER에서 HCDA가 발생하 을 경우 노심에서의  일.

에너지(work energy)를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scoping 방법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다. 우선, 액체 금속로의 노심 용융으로 인한 초즉발 임계의 출력폭주 

사고 시, 노심의 반응도 및 열수력 특성 변화와 에너지 방출량 등을 계산하기 위

하여, Bethe-Tait 방법론을 수정, 보완한 분석모델이 개발된 바 있다. 주요 보완

내용으로서는 금속연료 노심의 단상액체 역에서의 선형의 threshold 형태 상태

방정식을 포함하여 포화 증기 역에서의 상태방정식이 유도되었고, 이에 따른 

노심 붕괴반응도의 분석모델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 SCHAMBETA(Scoping Code for HCDA Analysis using 

Modofied BEte-TAit method)[Suk and Hahn, 2000)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여 

KALIMER에서  HCDA가 발생하 을 경우 노심에서의  에너지 방출량 및 압력,

온도 등이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HCDA 발생 시 원자로 계통의 손상 정도 평가이다. 이를 위해 노심 

용융으로 생성,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서 기계적 손상에너지로 전환되는 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단계 결과로 얻어진 노심 용융 에너

지의 계산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활용하여, 노심 붕괴 시 용융․증기화된 핵연료

의 팽창으로 인한 일.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bounding 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노심붕괴 후, 노심 용융물이 노심 상단의 소듐 냉각재를 증기화 함으로 인한  

일․에너지 계산도 무한/유한 열전달 모델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일.에너지 분석용 scoping 코드인 COWEVEX(Computation Of Work Energy 

from Vapor EXpansion) 가 개발되었다.

또한 HCDA 초기단계 분석용 mechanistic 코드인  MELT-III 코드와 천이 단

계 분석용 코드인 VENUS-II를 OECD/NEA로부터 도입하여 코드구조 및 해석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  MELT-III 전산코드의  개선을 위하여 t정상 상태  산화

핵연료 성능 해석 모델인 SIEX-II 모듈을 금속 연료용 해석 코드인 MACSIS 로 

대체 한 후, 이에 대한  시험 계산을 수행하 고, MELT-III 과도 해석 모듈의 

Disc Commuication 관련 I/O 구조 등을 개선하 다.  VENUS-II 코드는 금속 

연료용 상태 방정식을 병합하여 KALIMER 해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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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격납용기 성능 분석

5.5.1 개 요

기본적으로 격납용기에 부하를 주는 에너지원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Lee, 1999). (1) 저장 에너지 (Stored energy), (2) Nuclear 

transient energy, (3) 붕괴열 (Decay heat), (4) 화학반응 에너지 (Chemical 

reaction energy), (5) 부지 관련 에너지원 (Site-related energy sources)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 다섯 가지 에너지원이 서로 결합되어,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 발전소 형태에 따라 어떤 요인은 무시할 

수 있고, 또 어떤 요인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듐을 냉각재로 하

는 LMR의 경우, 일차측에 저장된 에너지보다는 화학반응, 즉 소듐-산소(소듐 화

재), 소듐-물의 반응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 격납용기의 압력이 상승한다.

원자로 내의 소듐이 모두 연소한다면,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막대하다. 그러

나, 대규모의 소듐이 물, 또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이 소듐과 물, 또는 산소가 완전히 혼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

부분의 소듐만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LMR에서는 일차 소듐의 연소를 방

지하기 위해 열 교환 회로를 3개로 하고, 원자로 용기 상부에 격납 돔을 설치하

여 대규모 일차 소듐의 연소를 미연에 방지한다.

위의 사고로 인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코드들

이 개발되었다. 특수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코드로서 SOFIRE-II, CONACS, 

SPRAY-3, NACOM 등이 있으며, 발전소 전체적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CACECO, CONTAIN-LMR 등이 있다. 위의 코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발전소

의 궁극적인 안전성인 사고시 격납 돔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선 양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코드로 MACCS를 들수 있다. 

다음은 위의 주요 현상인 소듐 풀 화재와 스프레이 화재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고, 이어 각종 발전소에서 수행한 격납용기 성능평가 분석 및 분석에 이용된 

코드 등에 대해 기술한다.

5.5.1.1 소듐 풀 화재

풀 화재는 가장 발생하기 쉬워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다. 소듐

이, 파손된 압력 경계를 통해 흘러나와 풀을 형성하거나, 일차 소듐 풀이 공기 

중에 노출될 때 소듐 풀 화재가 발생한다. 소듐 풀 화재는 250℃ 이하에서는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풀이 충분히 교란되어 있다면 200℃ 정도에서도 발생한

다. 이 반응은 낮은 불꽃과 짙고 하얀 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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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화재는 풀 표면에서만 발생하므로, 단위 면적당의 소듐 연소율로 화재를 평가

할 수 있다. 대기압 하에서 표준 연소율은 약 25kg/m2-h이다. 발생되는 에너지

는 관련 반응에 따라 9∼11MJ/kg(소듐)이다.

소듐 풀 화재로 인한 격납용기 압력 상승은 소듐 연소율 뿐 아니라, 이때 발

생되는 열의 전달 경로에 따라 결정된다. 소듐 연소로 인해 생성된 열의 상당부

분은 소듐의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풀 내부로 전달된다. 나머지 부분이 격납용기 

대기로 대류 및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어 격납용기 압력 상승에 향을 미치고 

나아가 격납용기 벽을 통해 외부로 제거된다.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격납용기 내

의 산소 농도 및 소듐의 연소율은 감소한다. 또 산소의 소비로 인해 생성된 산화

물들이 소듐 풀의 표면을 덮어 연소율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림 5.5-1은 소듐 풀 화재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이 예에서는 Fast 

Flux Test Facility(FFTF) 격납용기 내부에 270톤 약 570℃의 소듐을 흘려 넣었

을 때의 화재 양상을 보여준다. 첨두 압력은 약 1시간 뒤에 나타났다. 이후 압력

이 더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격납용기 벽으로의 열 전달, 산소 고갈로 인한 소

듐 연소율의 저하 때문이다. 소듐 화재는 37시간 만에 가용 산소 농도의 저하로 

끝나게 된다. 이 예에서는 연소 열을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안전 설비들은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납용기 압력은 어느 선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데, 이는 소듐 화재로 인한 열 생성이 그렇게 급격하지 않고, 따라서 격납용기 

벽이 피동 열 제거 계통으로 효과적인 작용을 하 고, 또 소듐 풀 화재 자체에 

압력을 강하시키고, 화재를 종식시키는 요인(산소의 고갈)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

이다.

5.5.1.2 소듐 스프레이 화재

만약 고압의 액체 소듐이 대기 중으로 스프레이 된다면, 소듐과 산소의 반응

이 일차적으로 소듐이 비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주어진 소듐과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응율은 노출된 소듐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즉 소듐의 분사 유량에 비례하

고 소듐 방울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풀 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차 계통의 압력을 요하는 스프레이 화재는 

발생가능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 더욱이, 풀 화재시 연소되는 소듐의 양만큼 스

프레이 화재에서도 연소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주어진 소듐의 양에 

대해 스프레이 화재 조건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더욱 격렬하고, 반응율도 높으며 

생성된 열의 대부분이 격납용기 대기의 압력 상승에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된다. 

스프레이 화재에 의한 반응이 너무 급격하게 발생하므로, 이 때의 격납용기 압력 

상승은 단열 과정으로 가정한다. 100% 소듐 반응을 가정하면, 주어진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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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열역학적으로 최대 압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계산결과가 그림 5.5-2

에 나타나 있다. 다음절은 각국에서 개발된 액체금속로의 격납용기 거동에 대한 

분석 방법을 살펴본다.

그림 5.5-1 소듐 풀 화재시 격납용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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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단열상태에서 소듐 스프레이-공기 반응에 따른 격납용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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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발전소별 격납용기 거동 분석 현황

5.5.2.1 FFTF에서 가상 노심용융 사고시 격납용기 거동

R. D. Gasser등은 HCDA 발생시 PAHR(Post Accident Heat Removal)이 불

가능한 상태에서 FFTF의 격납용기 여유도를 CACECO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R. D. Gasser, 1980).

이들은 원자로 내의 현상(In-vessel)(비등한 소듐이 격납용기로 방출)에 의한 

격납용기 거동 분석과 원자로 내의 용융 노심이 원자로를 파손시키고 원자로 공

동으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Ex-vessel)에 의해 격납용기의 압력이 상

승할 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로서, In-vessel의 경우에

는 격납용기와 원자로 사이의 유로 면적이 격납용기 압력에 큰 향을 미쳤다. 

그리고, HCDA 조건에서 원자로에서 격납용기로 분사되는 소듐의 양 또한 압력 

상승의 주요 인자이다. 소듐-콘크리트 반응은 격납용기 압력 거동의 중요한 요인

이고 이는 ex-vessel의 경우에 확실히 알 수 있다.

격납용기 내에서 소듐 증기의 연소는 모든 경우에 있어 격납용기 압력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소듐의 기화와 격납용기로의 전송을 유발하는 변수들

인 사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 이런 변수들 중 소듐 기화에 가

장 큰 향을 주는 것이 풀의 크기인데, 이는 소듐 분사, 붕괴열, 그리고 소듐-콘

크리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등에 의해 결정된다. 소듐 증기 전송에 

향을 주는 요인은 배기 크기와 배기 설계 옵션등이다.

5.5.2.2 고압 격납용기에 대한 평가

G. R. Armstrong은 1,000MWe LMFBR 격납용기에 대해, 1) 사고 결과 완화, 

2) 비용,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G. R. Armstrong, 1981). 두 가지 

형태의 가상사고(melt-through, energetic expulstion)가 가정되었고, 세 가지 격

납용기 설계압력(69kPa, 207kPa, 414kPa)에 대해 네 가지 형태의 설계 구조(철

제, 철제와 confinement 빌딩, reinforced 콘트리트, prestressed/post-tensioned 

콘크리트)에 대해 분석하 다. 

Energetic expulsion의 경우 소듐과 노심 파편의 일부가 원자로 헤드를 통해 

격납용기 대기로 분사된다고 가정하 다. 분사된 소듐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

할 때까지 스프레이 형태로 연소한다. 타지 않은 소듐은 바닥에 고여 풀을 형성

하고, 콘크리트와 화학반응을 하게 된다. 소듐 스프레이 화재는 분사되는 소듐의 

양을 변화시켜 가며 분석하 다. 

Melt-through 사고시 압력상승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소이다. 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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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제어할 경우 격납용기 압력은 감소하지만 expulsion 사고 때문에 여전히 

고압의 격납용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고시 발생하는 수소를 제어할 수 있으면, 

1,000MWe 원자로에 대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고압의 격납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2.3 SNR-300의 사고 부하와 CONTAIN 코드의 시험 및 검증

J. Langhans는 SNR-300에서 격납용기 부하에 대해 살펴보았다[J. Langhans, 

1989). 저자는 먼저 격납용기에 부하를 주는 단일 현상들(열 방출, 소듐 방출 등)

을 설명하고 SNR-300 격납용기의 철학과 개념을 소개하 다. 그리고 SNR-300 

격납용기에 심각한 향을 주는 부하들을 설명하 다. 이들에는 정상운전시의 부

하, 냉각재 상실사고, HCDA등이 있다. 또 저자는 HCDA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도입했을 때의 사고들과 이들을 위험도 기반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들을 경우

를 나누어 제시하 다.

이를 통해 격납용기에 걸리는 부하 -특히 복잡한 사고와 파손-의 평가가 중

요함을 보 다. 그리고 단일 현상에 대한 계산과 그 결과들의 단순한 결합은 너

무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하나의 

계산도구에 넣고 그 궤환 효과 까지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CONTAIN 코드의 액체금속로에 대한 적용과 시험 및 검증 연구를 

수행하 다[J. Langhans, 1991). 연구결과로서, CONTAIN의 검증된 사고 모델링

에 경험이 있는 주의 깊은 해석자는 다른 최적화된 코드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

와 같은 정확도의 결과를 CONTAIN을 이용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5.5.3 LMR 격납용기 성능분석 코드 개요

LMR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

수 목적 코드, 즉 소듐 화재등에 의한 격납용기 압력 및 온도의 거동을 보는 코

드로 SOFIRE, SPRAY등이 이에 속한다. 나머지 한 부류는 계통 분석적인 입장

에서 접근하는 코드로 대형 통합 코드들이 이에 속하며 CONTAIN-LMR이 그 

대표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다.

5.5.3.1 SOFIRE-II 코드

SOFIRE-II 코드는 소듐 풀 화재시의 격납용기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이다[P. Beiriger, 1973). 이 코드는 열전달 및 질량 전달 과정을 나타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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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방정식들을 유한 차분법에 의해 푼다. 1-셀과 2-셀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

지 종류가 있다.

5.5.3.2 CONACS 코드 소듐 풀 화재 모델링

CONACS(Containment Analysis Code System) 코드는 웨스팅하우스 

Hanford에서 개발된 코드로서[Shu-Chien Yung, 1982), 소듐 풀 화재에 대해 새

로운 모델이 첨가되어 있다. 기존 SOFIRE-II 코드에서는 소듐 풀 화재가 풀의 

표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모델링을 하 으나, 현상적으로는 불꽃이 표면으

로부터 분리되어 얇은 층(Flame sheet)을 이루고 연소 하는 것이다. 이 코드에서

는 이런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 고, 그 결과는 실험과 아주 잘 맞

는 것으로 나타났다.

5.5.3.3 SPRAY-3

SPRAY 코드는 LMR의 파이프 파손으로 인해 누설되는 가상 소듐 스프레이

의 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P. R. Shire, 1977). 이 코드는 LMR 격납용

기 내에서 소듐 스프레이 액적의 누설을 가정하고 이때의 열 및 질량 전달, 액적

의 움직임, 기체 대류, 그리고 연소 열역학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산 모

델은 산소 농도 21%까지는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이전에는 “소듐 연소의 즉각 반응”모델과 “격납용기 대기에서의 단열 열 흡

수”모델을 사용했으나, 이 코드에서는 “준 평형 기체 대류모델”에서 “일차원 기

체 대류 모델”로 그리고 격납용기를 나타내는 원통좌표계에서의 “준 이차원 모

델”로 발전했다.

수증기-소듐 반응 모델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한적인 실험 데이터 범위 외에

는 검증되지 못하 다.

5.5.3.4 NACOM 코드

NACOM 코드는 BNL에서 소듐 스프레이 화재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코드이

다[S. S. Tsai, 1980) NACOM에서는 SPRAY-3보다 더 현실적인 단일 액적 모

델과 스프레이 연소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연소율 방정식에서 SPRAY-3와

는 달리 조정 가능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형 소듐 스프레이 화재

의 해석에서 더욱 신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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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CACECO 코드

CACECO 격납용기 분석 코드는 LMR 격납용기 다음과 같은 설비 사고에 대

한 열수력학적 응답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R. D. Peak, 1979) (1) 소듐 스

프레이나 누설, (2) 공기 주입, (3) 붕괴열 방출, (4) 냉각기 운전.

이 코드는 원자로 용기, 공동, 둥근 천장, 셀, 파이프 통로 혹은 빌딩을 “해석 

셀”로 다룬다. 그리고 사고 시나리오 마다 셀을 1개에서 4개로 나누어 각 셀의 

열수력 조건(화학 반응, 콘크리트 가열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붕괴열, 대

기 누설, 셀 사이의 소듐 전달 등을 포함하는 질량 및 에너지 균형식에서 계산되

는 온도 및 압력)

CACECO 코드는 사고시 격납용기 내의 열수력 현상을 비교적 잘 묘사할 수 

있으나, 발전소 안전성의 중요한 척도인 방사선 피폭량의 기준이 되는 노심내 에

어로졸의 격납용기내부에서의 거동을 해석하는 모델링은 되어 있지 않다.

표 5.5-1에는 지금까지 LMR 격납용기 해석 코드들을 정리하 다.

본 장의 결론으로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에 가깝게 접근하려면, 이에 따른 모델링이 잘 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또 나아가 여러 현상을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는 범용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5.5.3.6 CONTAIN-LMR

CONTAIN 코드는 사고 시 격납용기 대기의 열수력학적 거동 및 원자로로부

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코드이다[K. K. 

Murata, 1993). CONTAIN-LMR은 이 CONTAIN 코드를 LMR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하여, LMR에서 격납용기 안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고인 소듐 관련 사

고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격납 성능 분석을 위해, CONTAIN에서는 격납용기 계통을 서로 연결

된(interconnected) 격실 혹은 "셀"들의 네트워크로 다룬다. 이 셀들은 상호간에 

질량을 교환할 수 있고, 사이에 있는 구조물에 의한 열전도 또한 일어날 수 있

다. 계산의 완벽성을 위해, 격납 건물 외부의 대기가 하나의 셀로 생각될 수 있

다. 대기로의 방사성 누출은 이 셀로의 유량으로 나타난다. 각 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부 셀과 하부 셀. 상부 셀은 기체상의 대기 및 이와 접촉하고 

있는 열전달 구조물로 이루어지고, 하부 셀은 냉각재 풀, 핵연료 파편(fuel 

debris), 용융 금속, 용융 콘크리트,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하부 셀은 옵션이며, 어떤 셀은 오직 상부 셀로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 306 -

표 5.5-1 LMR 격납용기 성능 분석을 위한 코드

코  드 분 석 대 상 주 요 모 델 특    징

SOFIRE-II 소듐 풀 화재
확산 방정식을 
이용한 소듐 
연소율

◦단순 모델
◦실제 현상과 차이가 큼

CONACS 소듐 풀 화재
확산 방정식 및 
Flame sheet 모델

◦실제 현상에 근접한 모델

SPRAY-3
소듐 스프레이 
화재

단일 액적 연소 
모델 및 조정 
가능한 연소율 
상수

◦낮은 산소농도 조건에서 
분석가능

NACOM
소듐 스프레이 
화재

D
2
 법칙에 기초한 

액적 연소 모델
◦SPRAY-3 코드의 보완 모델

CACECO
소듐 관련 제 
현상

◦여러 가지 소듐 관련 현상 묘
◦최대 4개의 셀
◦열수력 조건만 계산

CONTAIN
-
LMR

일차 냉각재 
에너지에 의한 
격납용기 거동 
및 소듐 관련 
제 현상

SOFIRE-II 및 
NACOM 코드의 
소듐 화재 관련 
모델 채용

◦다중셀 모델(CACECO 보완)
◦에어로졸 거동 분석 가능
◦소듐 풀 화재-Flame sheet 
모델 없음(SOFIRE-II의 
문제점 내포)

5.5.3.7 MACCS

MACCS(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코드는 사고시 격납

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향을 평가하는 코드로서, 방사성 

물질을 격납용기 외부 대기로 누출하는 중대사고의 부지 외에서의 향이 모델

되어 있으며, 코드를 이용한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손된 격납용기로부터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순풍에 의

한 전달,  분산, 그리고 침전.

- 직접(cloudshine, 구름기둥, 호흡, groundshine, 재부유에 의한 호흡)적인 그

리고 간접적인(섭취) 경로를 통해 피폭된 인구가 받는 단기와 장기적인 방

사선량.

- 이러한 선량의 방호 행동(소개, 은신, 그리고 사고후 사람들의 재배치; 우유, 

고기, 곡식의 폐기처분; 그리고 오염 제거, 임시적인 금제, 혹은 땅과 건물

의 몰수선고)에 의한 완화정도.

- 사고후 1년이내에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사망과 상해(초기 보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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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 피폭된 개인의 일생중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된(잠재적인)  암 

사망과 상해.

- 단기적인 비상 대책 행위(소개, 은신, 재배치), 곡식과 우유의 폐기처분, 오

염제거, 임시적인 금제, 혹은 땅과 건물의 몰수로부터 오는 부지밖의 비용.

5.5.4 결 론

LMR 격납용기 성능 분석을 위한 기술현황을 검토한 결과, LMR에서는 소듐 

관련 화학 반응이 격납용기의 건전성에 특히 향을 미치며, 격납용기 설계시 이

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될 것이다. 

LMR 격납용기 성능 분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초기에

는 주로, 단일 현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통합 계통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사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향을 분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MR 격납용기 성능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코드들의 간략한 

모델과 그 용도에 대한 분석으로서, 특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코드들은 

(SOFIRE, SPRAY등) 사용상의 편의성은 있지만, 발전소 전체적인 안전성을 평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CONTAIN-LMR과 같은 범용 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여러 현상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코드인 CONTAIN-LMR을 

LMR의 격납용기 성능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코드에 도

입된 소듐 화재 관련 모델이 기존 코드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기

존 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TAIN-LMR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듐 풀 화재 모델은 SOFIRE-II 코드의 소듐 화재 모델을 도입하 다. 그런데, 

SOFIRE-II 코드의 소듐 화재 모델은 현상을 잘 반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없

고, 실험값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도 보여준다. 따라서 CONTAIN-LMR 또

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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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별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현황

현재 세계 각국의 고속로 개발 현황을 원자로별로 설계, 건설, 운전 및 해체의 

현황을 표 6.1에 정리하 다. 국가별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에 별도로 요약, 기술

하 다.

표 6.1 해외 고속로 개발 현황

6.1 미국

1940년대 초반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여 1951년 12월 

실험로 EBR-I(200kWe)에서 경수로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전기 생산에 

성공하 고, 1953년에는 최초로 ‘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로 

EBR-I에 이어 실험로 EBR-II(20MWe)는 1961년 초임계 후 조사시험시설로서 

운전함과 동시에, 재처리 시설 및 핵연료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동일 부지 내에서 

폐쇄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일체형 고속로(IFR: Integral Fast Reactor)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EBR-II에서는 각종 고유안전특성시험 등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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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 으나 1994년 핵비확산정책에 따라 

폐쇄되었다. FFTF(400MWt)는 1980년 초임계후 조사시험시설로서 많은 실적을 

축적하 으나,  CRBR(380MWe)의 건설계획 중지 결정 후 운전을 정당화할 

목적이 불명확하게 되고 또한 재정부담의 우려로 1993년 12월 폐쇄되었다. 

1970년 실험로의 후속기로 원형로 CRBR의 건설을 추진하 으나, 1977년 

핵비확산정책 강화로 건설계획이 중단되었다. 1981년 레이건 정부에 의하여 

건설계획이 부활되었으나, 1983년 의회에서 경제성의 관점으로부터 CRBR 

건설계획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CRBR 건설계획 중단 이후, 신형 액체금속로(ALMR)개발계획으로서 소형 

모듈형 고속로(PRISM) 개발, 일체형 고속로(IFR)의 금속핵연료주기 실증, 

고속로를 이용한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 연소연구 등을 수행하 다.

1993년 클린턴 정부는 핵비확산 논리로 플루토늄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중단하 다. 이로서 40여년에 걸친 실험로 기반기술과 13년에 걸친 운전

경험으로 얻어진 고속로 설계 및 핵연료주기에 관한 연구개발이 전면적으로 중

단되었다. 이후 미국은 once-through 핵연료주기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편으

로는 핵연료주기에 관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의 선두 확보, 전문 인력 및 지식기반 유지 등을 목적으로 1999년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시작하 으며, 2000년부터는 제 4

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개발 프로그램 Gen IV(Generation IV)를 시작하여 

현재 수행 중이다.

2001년 공화당 부시 정부는 원자력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하는 NEP(Nuclear 

Energy Policy)를 발표하 다. 2003년부터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량 감소, 고준위 방사성 독성을 갖는 핵종분리 및 귀중한 에너지원 재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를 수행하고 있다. 핵변환 

관련 연구를 가속기 중심에서 고속로 중심으로 변경하고 2030년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제 4세대 원자로의 핵연료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원자력 에너지 확대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Gen IV

와 AFCI  프로그램은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

여 및 용이한 폐기물 관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핵연료주기 개발과 서로 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Gen VI 프로그램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SFR), 가스냉각 고속로(GFR), 

납냉각 고속로(LFR)의 3 종류의 고속로가 Gen IV 원자로 후보노형으로서 선택

되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SFR) 개발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

본, 프랑스, 국, Euratom(EU)이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2월, 6개 후보노형 중에서 처음으로 소듐냉각 고속로(SFR)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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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운 방법과 지적 재산의 입장을 

정한 시스템 약정을 체결하 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정부․기관 대표가 서명

하 고 앞으로 한국, 국, EU의 서명도 예상된다[일본전기신문, 2006a].

한편, 2005년 9월 미국은 IAEA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 원자로 및 핵연료주

기 국제프로젝트(INPRO)에 정식 회원국으로서 참여한다고 밝혔다[일본전기신문, 

2006b].

2006년 2월, 미국 정부는 신에너지 구상의 일환으로서 핵비확산 대책과 사용

후핵연료의 재이용을 겸한 형식으로 타국에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국제적인 기준 및 구상으로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을 발표

하 다[일본전기신문, 2006c]. 먼저 선진적 재처리기술을 가진 파트너국과 함께 

새로운 재처리기술을 개발하며, 이들 파트너국은 농축․재처리 관련기술의 개

발․획득을 포기한 개발도상국에 적정한 가격으로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를 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이 GNEP는 핵확산의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

법으로 전 세계 신흥경제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취

지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재처리사업을 중단하 지만 이번 구상을 계기로 

재처리사업을 재개함으로써 재처리 노선으로 복귀하 다. GNEP는 차세대 원전 

건설, 새로운 핵연료 재순환 기술의 개발 및 배치, 재순환핵연료를 사용한 

개량형 연소로 ABR(Advanced Burner Reactor) 설계, 핵비확산과 폭넓은 

원자력안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조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GNEP를 위하여 미국은 플루토늄만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선진적 

재처리 기술인 UREX+(Uranium extraction plus)법을 개발하고, 또한 플루토늄 

등을 연소시켜 방사성 폐기물을 감축시키는 고속로의 실증 프로젝트도 가동시킬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금년부터 UREX+법을 사용하는 공학 규모의 플랜트 설계 

활동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운전을 개시하여 장차 연간 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상업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일본전기신문, 

2006d]. 미국은 2014년경에 소듐냉각 고속로로서 시험연소로 ABTR(Advanced 

Burner Test Reactor)을 운전하며 2023년경에는  상용연소로 ABR을 운전할 

계획을 발표하 다[GNEP, 2006]. 이와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가 ABR로서 

채택됨으로써 Gen IV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월, 2007 회계연도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 

금년도(2006년)에 비해 55% 증액하여 3억 4710만달러를 

계상하 다(일본원산신문 2006). 이러한 증가한 원자력 예산 요구는 에너지 

확보와 지구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이 원자력 중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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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금번 예산에서의 핵심은 GNEP 관련 

연구개발비로서 AFCI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207%나 대폭 증액하여 2억 

4300만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핵연료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프랑스

프랑스는 1962년 실험로 Rapsodie(40MWt) 건설에 착수하여 1967년 초기 

임계를 달성하 다. 초임계 후 핵연료조사시설로서 운전을 계속하여 핵연료의 

고연소도 달성 등의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원형로 Phenix용의 각종 안전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상의 데이터를 축적하 으며, 1983년 폐쇄되었다. 

1968년에는 원형로 Phenix(250MWe) 건설에 착수하여 1973년 초임계를 

달성하고 최초 전력을 생산하 다. 1973년 초임계 후, 소듐 누출, 반응도 이상 

등의 트러블을 경험하면서도 핵연료 조사시설로서 운전을 계속하 다. 20년의 

설계수명을 경과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계획에 따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설비개조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가동 운전 중에 있다.

상업로 규모의 실증로 Superphenix(1,200MWe)는 1985년 9월 초임계를 

달성하고 1986년 1월 송전을 개시하 다. 운전개시 후, 노외핵연료 저장조에서의 

소듐 누출(1987년), 1차 계통 소듐에의 공기혼입(1990년) 등의 트러블을 

경험하 다. 1992년 수상 성명으로, 소듐화재대책의 강화,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실시 및 연구․우주장관의 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으로 운전재개를 연기하 다. 

같은 해, 연구․우주장관은 장기적으로 핵연료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전량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고속로가 다시 유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플루토늄, 마이나 악티나이드(MA: Minor Actinide)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속로에 관한 기술연구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 다. 1993년에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 다. 

1994년 수상부 공식 발표로, Superphenix의 목적을 발전로로부터 

연구․실증을 위한 원자로로 변경하고 금후 단계적으로 비증식로 연소로로 

이행하여 산업 규모 고속로의 성능 실증, 플루토늄 연소연구(CAPRA계획), 

장수명 방사성폐기물 연소연구(SPIN계획)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지식획득계획(PAC계획)]. 1994년 설치 허가 및 운전 허가를 획득하고, 

운전을 재개하여 단계적으로 출력을 상승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1996년에는 

90%출력운전을 하 으나 같은 해 말, 노심 변경 및 핵연료 교환 등을 위해 

계획정지하 다. 1996년 PAC계획을 위하여 Superphenix의 능력을 검토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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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문위원회 보고서는 고속로의 공업적 발전은 2050년보다 앞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월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이유로 Superphenix 해체를 결정하 다.

현재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Superphenix 원자로의 해체작업을 수행 중이며 

해체비용으로 총 165억 프랑(약 3조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 다

(Infoseek 1998). 2003년 3월 마지막 핵연료집합체가 노심으로부터 인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관련 대형 부대시설의 제거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2027년까지 부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형로 Phenix는 2003년 3월에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마이나 악티나이드(MA)와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변환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 중이다. Phenix는 2004년 3월 이후 총 6주기 동안 핵변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2009년에 운전을 종료할 예정이다. 

현재 고속로 개발은 폐쇄 핵연료주기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SFR)와 가스냉각 고속로(GFR)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노형 선정을 

완료하고 204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SFR)에 관한 

연구개발은 Gen IV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다.

 1,500MW급 유럽통합고속로 EFR(European Fast Reactor)은 1987년 3월 프

랑스 CEA와 Framatome 산하의 Novatome이 주축이 되어 독일, 국, 이태리 및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하 다. 개념설계는 종료하

으나, 예산부족 등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과 국이 철수하여 계획이 중단되었다.

1999년에는 방사성 폐기물법을 제정하여, 2006년까지 최선의 폐기물 관리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장반감기 

폐기물의 핵종 분리․변환(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심지층 저장․처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경수로, 소듐냉각 고속로(SFR), 

가스냉각 고속로(GFR),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Accelerator Driven Subcritical 

System: ADS) 이용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에 의한 

환경부하 감소 및 에너지 회수의 관점에 따라 모든 악티나이드(우라늄, 플루토늄 

및 MA)를 회수하여 고속로용 핵연료로 이용하는 GAM(Global Actinide 

Management)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월, 시라크 대통령은 2020년에 제 4세대 원형로를 운전 개시하는 계

획을 발표하 다(Nucleonics Week 2006). 이는 이전의 2020년 원형로 노형선정

계획보다 5년 정도 앞선 것으로서, 프랑스가 제 4세대 원자로 개발에서 조속히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Marcoule에 

약 100MWe급 소듐냉각 고속로(SFR) 또는 헬륨냉각 고속로(GFR)의 건설을 시

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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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는 Gen IV 참여 연구개발비로 2008년까지 연 4천만 유로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예산의 50%는 가스냉각 고속로(GFR), 30%는 소듐

냉각 고속로(SFR), 나머지는 초고온가스 냉각로(VHTR) 및 용융염 냉각로

(MSR) 연구개발에 각각 할당하고 있다. 한편, 제 4세대 원형로 개발 비용을 포

함 시에는 20억 유로를 예상하고 있다.

기술개발 정도가 낮아 가스냉각 고속로(GFR)의 원형로 ETDR(30-50 MWt) 

건설 결정이 2020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소듐냉각 

고속로(SFR)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약점인 소듐-물 

반응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혁신성 확인을 퉁하여 곧바로 실증로 건설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035년 고속로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6.2-1). 

프랑스는 미국의 제 4 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결정을 관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결정이 GFR 개발 결정에 많은 향을 주리라고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듐냉각 고속로(SFR)가 제 4세대 원형로로 채택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그림 6.2-1 프랑스의 제4 세대 원자로 도입 계획

6.3 일본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고속증식로 기초연구를 시작하 다. 현재 소듐냉각 

고속로(SFR)를 국가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연구로 수행 중이며, 

Gen IV 프로그램 내의 소듐냉각 고속로(SFR) 공동 연구개발 계획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열 및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4S형 소형 원자로를 미국

에 설치하기 위하여 미국 NRC에 설계인증 획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

우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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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로 조요(JOYO)는 1977년 초임계를 달성하 으며, 현재 조사시험 성능 향

상을 위해 출력을 140MWt로 증강한 MK-III 노심 구성을 마치고 전 출력 운전 

중이다. 원형로 몬주(MONJU, 280MWe)는 1994년에 초임계를 달성하 으나, 

1995년 12월 소듐냉각 누출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2005년 2

월 7일 후꾸이현 지사가 몬주 재가동을 위한 보수에 동의했으며, 5월 30일에는 

대법원이 정부의 몬주 설립 허가가 정당함을 확인하 다. 이로 인하여 몬주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보수작업에 약 2년, 가동 전 시험에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08년 2월에 임계에 도달할 계획이다.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에서는 제1단계(1999∼2000)에 다

양한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복수

의 후보 기술을 선정하고, 제 2단계 (2001∼2005)에서 후보기술에 대한 기초실험

을 통해 복수의 실용화 후보개념 선택, 제 3단계(2006∼2010)에서 공학실증시험 

및 개념설계, 제 4단계(2011∼2015)에서 가장 유망한 개념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

행하여 2015년경 경쟁력 있는 고속로 주기기술을 제시하게 된다.(그림 6.3-1) 현

재 제2단계 연구를 통해 제1 후보로 소듐냉각로+MOX+습식재처리, 제2후보로 소

듐냉각로+금속연료+건식재처리 개념과 납냉각로, 가스냉각로 등 5개 후보가 선정

되어 있으며, 향후 제 1, 제 2후보 연구에 주력할 계획으로 이 연구를 위해 2006 

회계 연도에 약 130억엔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림 6.3-1 일본의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 추진일정

2005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30년에 실증로를 건설하고, 

2050년경부터 상용 고속증식로(FBR) 연계 핵연료주기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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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나리오’를 결정하 다[일본전기신문, 2005].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에 추가

하여 향후의 기술개발 동향, 우라늄의 수급 변화 및 핵비확산 방침 변경 등과 같

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로 도입에 대한 ‘조기추진 

시나리오’와 ‘지연추진 시나리오’도 함께 제안하 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고속증식로 실증로를 2030년경에 건설하며, 제 2재

처리공장은 늦어도 2045년경에는 조업할 방침을 정하고 있다. 실증로 개발은 국

내 수행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공동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의 추진 내용에 의하면, 우선 몬주를 조기 재개하며 동시에 

2015년까지 “고속로주기 실용화 전략 조사연구”를 완료하여 고속증식로 주기의 

실용화 전망과 연구개발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속증식로 핵연료 방침으로서

는 현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회수하여 다시 경수로에 사용하는 플루

서멀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플루서멀에서 나오는 사용후 MOX핵연료는 고속증식

로용으로 저장할 방침이다. 2050년 이후에는 제 2재처리공장에서 회수된 플루토

늄을 FBR에 재이용함으로써 제 2재처리공장에서는 3종류(경수로, 플루서멀, 

FBR)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계획이다.

‘조기추진 시나리오’는 우라늄 수급이 예상 이상으로 어려울 경우 2045년 이전

에 제 2재처리공장 조업을 개시하며, 상용규모 고속로는 2050년 이전에 도입하는 

계획이다. 한편 ‘지연추진 시나리오’는 고속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우라늄 공급이 

대폭 완화될 경우, 플루서멀 사용후핵연료를 필요에 따라 재차 플루서멀에 사용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2045년경 조업하는 제 2재처리공장은 경수로 플루서멀용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에 이용하게 된다. 2050년 이후에 도입되는 상용규모 고속

로 도입 직전에 고속로용 제 3재처리공장은 그 조업을 개시한다. 이러한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하여 천연 우라늄의 수요량이나 마이나 악티나이드(MA)의 

지층처분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6.4 러시아

러시아(구소련)는 1958년 실험로 BR-10(8MWt)의 운전을 시작한 이후, 실험

로 BOR-60(12MWe), 원형로 BN-350(전기생산 130MWe, 제염 220MWe) 및 

BN-600(600MWe)으로 이어지는 고속로 건설과 운전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

랑스와 함께 세계적으로 고속로 개발을 활발히 수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소듐냉각 고속로 BOR-60과 BN-600이 운전 중이며, 실험로 BR-10은 

현재 해체 중이다. BOR-60은 2009년 12월까지 운전될 계획이며, 이후 

BOR-60M 원자로로 개조되어 운전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BN-600은 운전 시작 후 다수의 소규모 소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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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증기발생기에서의 누수 등이 있었으나 이들을 포함한 운전 정지로 인한 가

동률의 저하는 2%에 불과하며 대체적으로 양호한 운전실적을 보이고 있다. 마야

클 소재 RT-1 재처리시설은 BN-600의 사용후핵연료롤 재처리하고 있다. 1986년

에는 벨로야르스크에 상용로 BN-800(800MWe) 건설을 착공하여 현재 원자로건

물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BN-800 총 건설비

용으로서 약 16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으며, 2006년 연방예산으로 10억 루블(3500

만 달러)을 할당하 다(ENS NucNet 2006). 

2004년 러시아 의회는 고속로 건설과 핵연료주기 개발계획의 완결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략”(2005-2012)를 승인하 다.

6.5 중국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하

여 원자력을 대듀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40GWe

로 올릴 계획이며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60GWe, 240∼250GWe에 달할 것으

로 예견하고 있다[Xu, 2005].

이와 같은 대규모 원자력발전을 위해 경수로만을 도입하는 것은 60년 원자로 

수명주기 동안 우라늄이 240∼250만톤이 필요하게 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

의 우라늄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130/kgU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우라늄자원은 약 40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격은 현재의 약 2.6배

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은 20년전부터 경수로, 고속로, 핵융합을 도입하

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공급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했을 때 2030년경 최초 상용 고속로를 도입

하는 것이 가능하며 높은 증식비, 짧은 증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속연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를 주 원자로형으로 선정하 다. 그림 6.5-1은 중국의 원자력발

전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험로 CEFR(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 23MWe)을 건설 중에 

있다.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부품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러시아

로부터의 원자로 용기 수입이 지연되어 당초 2005년 말로 예정되었던 최초 임계

는 2008년 중반 이후로 연기되었다. CEFR 후속으로 원형로 CPFR(China 

Prototype Fast Reactor, 600MWe) 건설을 2009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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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 중국의 원자력발전 시나리오

MA와 장수명 핵분열생성물(LLFP)의 연소에는 고속로가 가장 적합하며 예비

분석에 의하면 600MWe급 연소로가 안전성 및 동적 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6.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부터 연소로를 도입할 경우 

2100년이면 모든 MA를 연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5-2 마이나 악티나이드 핵변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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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도

인도는 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에서 2052년경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275GWe

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있어서 고속증식로와 폐쇄 핵연료주기가 필수불가결함을 제시하고 있다

[Rao, 2005]. 인도는 풍부한 토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고속로

를 이용한 토륨의 핵분열성 물질으로의 변환을 통하여 토륨-우라늄 핵연료주기

를 구현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시스템을 개발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협력으로 건설한 실험로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 

13MWe)가 현재 운전 중에 있다.. FBTR은 탄화물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탄화물 핵연료와 MOX 핵연료를 함께 장전하는 

하이브리드(hybrid)형 노심으로 변환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속 핵연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3년 9월 원형로 PFBR(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500MWe) 건설 승

인을 받아 현재 2010년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주요 계

통과 부품의 상세설계를 완료하 다. PFBR는 MOX핵연료를 사용하며, 후속기로 

계획 중인 CFBR-500에서는 금속핵연료 사용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 부품의 성

능향상설계를 통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11년까지 

Kalpakkam 부지에 CFBR-500 2기 동시 건설을 시작하고, 2012년까지 다른 부지

에도 2기 동시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2020년까지 CFBR-500 총 4기의 건설을 계

획하고 있다. 

6.7 국

국은 실험로 DFR(Dounreay Fast Reactor, 15MWe), 원형로 

PFR(Prototype Fast Reactor, 250MWe) 등으로 오랜 운전 경험과 핵연료 재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실험로 DFR은 1959년 초임계 후, 소듐누출사고 등을 

경험하면서도 조사시험시설로서 운전을 계속하고 1977년에 폐쇄되었다. 원형로 

PFR은 1974년 초임계 후, 증기발생기 사고 등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발전 

플랜트, 조사시험시설로서 운전을 계속, 자연순환 붕괴열 제거 및 핵연료의 

고연소도 달성 등의 성과와 운전 경험을 축적하 으나 아래와 같은 국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1994년 폐쇄되었다. 한편, Dounreay연구소는 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험(1962-1979)을 수행하 으며, 그 이후에는 PFR 핵연료 재처리 

(1988-1996)를 수행하 다.

1988년 국 정부는 새로운 석유자원의 발굴로 적어도 30∼40년간은 

고속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5년 후에 원형로 PFR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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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키로 결정하 다. 더욱이 국  정부는 에너지도 하나의 무역재로 파악하고, 

또한 고속로는 이미 발전기술의 옵션의 하나라는 인식으로부터, 다음에 

투자하여야 할 기술을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시장의 업무이지, 정부는 아니라고 

판단하 다. 이러한 정부 결정에 따른 원자력 연구기관의 민 화를 계기로 

1992년에는 민간 주도로 고속로 개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 고 1993년 이후 

정부출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하 다. 

그 이후로 국 단독의 고속로 개발을 중지하고 EFR(European Fast 

Reactor)계획에 참가하 으나, 재정적 조치 등의 이유로 철수하 다. 또한, 

유럽협력으로서 프랑스의 CAPRA계획과 SPIN계획에서 노물리, 노심안전, 

핵연료연구에 참가하 다. 현재 국은 플루토늄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Gen IV에는 참가하고 있다.

6.8 독일

독일은 1977년 KNK-I(열중성자로)을 실험로 KNK-II(20MWe)로 개조 후, 

1979년에 초임계를 달성하 다. 1979년부터 운전을 시작하 으나, 냉각재 내의 

기포혼입문제, 핵연료 파손 등의 트러블을 경험하면서도 조사시설로서 운전을 

계속하고 1991년에 폐쇄되었다. 

독일은 이에 이어 1985년 원형로 SNR-300(327MWe) 건설을 완료하 다. 

그러나  노르트라인-웨스트 파아렝 주정부는 가상적 노심손상사고 등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여 운전 개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 다. 한편 연방정부는 

안전․기술면에서 핵연료 장전 허가 획득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988년 주정부에 허가 수속의 촉진을 지시하 다. 이의 대립은 행정소송으로 

발전하 으나, 1990년 5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정부의 고소를 기각하 다. 그러나 그 후에도 주정부가 핵연료 장전 허가를 

발급할 전망이 보이지 않자 시험운전 공정의 지연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악화가 

우려되어 연방정부는 기술면, 안전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서도 1991년 

3월에 계획중지를 결정하 다. 

그 이후 산업계 및 Karslruhe 연구소(현 FZK)는 유럽협력으로서 프랑스의 

CAPRA계획과 SPIN계획, EFR 연구개발계획에 참가하 으나, 재정적 조치 등의 

이유로 철수하 다. 원자력 발전을 철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는 

고속로주기에 관한 연구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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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액체금속로의 기본특성과 역할 및 기술개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속연

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술 개발 현황과 설계 방법론 및 도출된 설계 개념

에 대하여 기술하 다. 일반적인 설계 개요와 설계 방법론 및 현재까지 수행된 

KALIMER의 개발 현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하여도 기술하 다. 또한, 국

가별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핵설계의 주된 기능은 원자로내에 중성자의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중성자 수송이론 또는 이를 근사한 확산이론 방정식에 기반을 둔 중성자 

거동 방정식을 풀어 원자로내에 중성자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이 분포

에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당 생성되는 에너지를 곱하여 열출력분포를 구할 수 

있다. 핵설계 계산체제는 반응단면적 평가, 정상 및 천이 상태 중성자 거동 평가 

계산이 근간을 이룬다.

중성자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계산 체제를 활용하여 핵설계는 주어진 출력 

및 주기길이를 만족하는 노심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내에 핵연료 물질, 핵원

료성 물질, 핵연료 집합체 구성, 반사체 및 차폐체 배치 등을 반 하여 중성자의 

분포를 평가하고, 노심 임계도를 분석한다. 운전기간중 노심 임계도를 만족하기 

위하여 핵연료성 물질과 핵원료성 물질의 혼합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일단, 임계

도를 구성하는 노심이 구성되면 노심의 성립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

상되는 다양한 원자로 운전 조건하에서 출력 분포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을 둔 

열수력, 핵연료봉, 안전성 분석 등을 위한 핵적 설계를 평가하여 관련 분야에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한 핵설계의 기능이다.

KALIMER 금속연료의 기술 현황, 설계 방법론을 기술하고 KALIMER 연료

봉 설계개념을 도출하 다. 현재까지 금속연료계통 설계를 위하여 정상상태시 금

속연료봉 성능평가를 위한 MACSIS 코드, 과도상태의 금속연료 예비평가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왔으며, 집합체 열기계적 거동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KALIMER 연료봉 설계개념을 도출하 지만, 향후 금속연

료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필요하다.

개념설계 수행을 위한 노심열유체 설계 및 해석 기본 체계를 정립하여, 소형 

및 중형 노심의 열유체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계산체제로 노심 유량

분배 및 온도계산 모듈, 노심 압력강하 계산 모듈,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

분포 계산코드 및 부수로 해석코드를 개발하 으며, 집합체간 유동흐름을 해석하

기 위하여 부수로해석 코드와 다공성 매질 해석코드를 연계한 전노심해석 체제

를 개발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계산 체제의 정도 향상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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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작업을 수행하여 기본설계를 위한 계산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의 기간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설계 기술은 전무한 상태에서 액체금

속로의 계통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계통설계 기술의 기

본을 갖추게 된 시기 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

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동안 진행되어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0∼2001)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액체금속로 NSSS에 대한 개념설계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통 설계기술이 PHTS, IHTS, RHRS, SGS 및 

계통의 종합화 기술과 BOP 연계 처리 기술의 개발과 같이 액체금속로 NSSS의 

개념설계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서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다양한 액체금속로 노형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노형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 개념

보다 더 우수한 설계 개념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잔열제거 계통

에 대한 독자적으로 개발된 설계개념을 이용하여 피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최초의 액체금속로 설계인 KALIMER 설계의 용량을, 150 MWe에서 600 MWe

로 증가시키는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설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 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증가

하고 더불어 고가의 IHTS를 NSSS에서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계

통설계 개념을 창출하여 이의 기본적인 성능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액체금속로의 산업적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 역

시 이루어져 국제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NERI 중의 한 연구주제인 

가스 터빈 사이클의 액체금속로 적용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착수되었다.

액체금속로는 사용되는 냉각재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수로 기

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액체금속로에서의 전산해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 중장

기 연구 계획에 의해 액체금속로의 계통기술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수년

동안 수행된 연구개발 1단계(1997∼1999) 및 2단계(2000∼2001)를 통하여 계통의 

설계 개발 및 해석에 필요한 전산체제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산체제는 계통 설계개념 설정과 개략적인 과도 특성에 초

점이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계통 제어 및 미세 변화에 대한 분석에는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었다. 연구 개발 3단계에 들어선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전산해석체제

를 바탕으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및 과도특성 해석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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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통 성능해석체제에서는 NSSS 계통성능분석 코

드인 LSYS는 원자로가 정지된 직후 계통의 병렬회로의 자연대류 유동에서 발생

하는 역류현상에 대한 해석능력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펌프 관성보완장

치의 미세 설계요건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소듐 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해석 코드인 SELPSTA 코드의 해석 능력의 정 성을 증가

시키는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NSSS 주요기기를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기 성능분석 코드 측

면에서는 전자펌프에서 유동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펌프 맥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중간 열교환기의 최적설계를 위한 

연구개발과 신개념 증기발생기 이용의 NSSS 특성 해석과 같이 새로운 설계 개

념에 대한 해석 기술 연구 등 액체금속로 계통설계의 전산해석 체제의 수준 및 

적용범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 개념 설정에 필수적이나 아직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확보하

지 못한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열유동 해석기술, 자유액면 요동 특

성 분석기술 및 전자펌프 유동 불안정성 해석기술과 같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4단계 말까지 이와 같은 내

용의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유체계통 전산유체 해석 기술을 완성하면 선진국 

수준의 유체계통 전산해석 체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액체금속로 계측 및 제어 계통은 액체금속로의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원

자로 계통과 다른 부분을 제외하면 많은 부분에서 경수로에서 개발된 설계개념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은 액체금

속로와 기존 경수로 노형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측 및 제어계통의 독

특한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설계개념을 개발하는 일이 액체금속로 계측제어 

계통의 주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지난 1∼2단계의 업무를 통해서 액체금속로 계

측 및 제어계통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기존 경

수로에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을 설

정하여 선정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액체금속로에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소듐 냉각재

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 현상 감지계통, 노심 유로폐쇄 현

상 감지계통 및 열용량이 큰 풀형 원자로의 제어개념 설정에 대한 항목들이 도

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소듐-물 반응 현상 감지계통에 대

한 연구는 소듐-물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빠르게 반응 현상을 감지하여 대규

모 사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처계통을 작동시키기 위한 연구와 감지 계통의 신

뢰도를 향상시켜 원자로 계통의 가동률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노

심 출구 유로 폐쇄 현상도 소듐-물 반응 사고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가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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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열용량이 큰 풀형 원자로의 경우 기존 경수로 제어 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본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개념을 평가한 결과 액체금속로의 경우 경수로 제어 개념과 많

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ALIMER 원자로에 가장 적합한 제어 개념을 개발할 예정이다.

액체금속로 선진국들은 과거 40여년 동안 실험로, 원형로 및 실증로를 설계건

설/운전한 경험이 있어 기술과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액체금

속로 설계건설 경험이 없었다. 한국과 중국은 액체금속로 개발은 후발국이지만 

자국의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축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활발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액체금속로 기계계통 구조물의 설계기술 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고온/박막

구조물 설계해석기술, 지진하중 저감기술, 가동중검사 기술 및 경제성 확보를 위

한 설계 등이다. 고온구조 설계를 위해 미국은 ASME-NH, 프랑스는 RCC-MR, 

일본은 BDS-DDS-FDS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은 고온건전성

평가지침인 R5를 개발한 바 있고 각국은 설계지침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도한 보

수성을 줄이는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한국은 ASME-NH를 기반으로 하여 고

온구조물 설계자를 돕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전산구조해석코드는 

ANSYS, ABAQUS 등의 범용 유한요소해석코드들이 널리 사용되는데 고온 비탄

성해석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각국은 독자적인 전산해석코드를 개발하거

나 범용 해석코드의 부프로그램을 만들어 병행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고온비탄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ABAQUS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NONSTA코드를 만들어 수정보완하고 있다. 

노심지진해석은 프랑스, 일본, 인도 등에서 해석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 국내에서는 이들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SAC-CORE 코드를 만들었

고 현재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 건물과 구조물에 지진하중의 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면진설계를 위해 일본과 이탈리아는 면진설계지침서를 

개발하고 일반건물에도 광범위한 적용을 하고 있고 3차원 면진기술개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용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3차원 면진장

치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고 있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

고 있다.

액체금속로 LBB 설계는 SPX 이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개념이 정립되었고 

프랑스, 국, 일본은 평가 지침을 개발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가 2002년

RCC-MR코드의 부록 A-16으로 발간하여 가장 앞서 있지만 고온 크립의 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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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9Cr-1Mo강과 같은 FMS 재료에 대해서는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에

서는 경수로에 적용하는 LBB는 잘 정립되어 있지만 액체금속로용 LBB 평가기

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적용기술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기술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한 필수적인 핵심기술이지만 고온의 소듐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

에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수로 

적용 기술을 바탕으로 액체금속로의 고온 및 소듐환경의 특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웨이브 가이드 센서 기술 및 위상배열 기법을 이용한 초음파 상 가시화 

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부터 액체금속로 개발을 개시하여 Clementine, EBR-I, EBR-II, 

SEFOR, FFTF등을 건설․운 하여 풍부한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95년 ALMR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는 금속핵연료 관련 연구개발

과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 으며, 특히 ’86년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하여 액체금속로의 고유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

다.  현재 핵연료 이용률 향상과 핵변환을 포함한 신형 핵연료관리 전략을 가

능하게 하는 핵연료주기 개발을 목표로 AFCI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프랑스는 Superphenix 폐쇄 및 EFR 연구개발 종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신개념의 액체금속로 계통개발과 초장

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한 노심설계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Gen IV SFR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일본은 원형로 Monju에서 ‘95년 12월 2차계통 소듐 냉각재 누출사고가 발생

한 후 운전을 중지하 으나, 포괄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96년 12월부터 ‘98년 5월

까지 수행하 고, ‘05년 2월 Monju 개선작업 착수허가를 획득하여 ‘08년 운전재

개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95년부터 소규모의 인력으로 액체금속로의 안전해석과 관련한 해

외의 기술현황 파악, 국내 안전해석 기술개발 방안 작성, 미국 Sandia National 

Laboratory로부터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 코드를 도입하여 시험

계산을 수행하 고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로부터는 과도 안전해석용 

SSC-L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안전해석 기술개발 과제의 1단계 기간 중에는 1

차 및 2차계통 개념설계 분석용 과도 안전해석 코드, 출력폭주시 일 에너지 발생

량 계산모델 및 소듐 풀화재 분석모델이 개선된 격납 개념설계 성능분석용 코드

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150 예비 개념설계의 핵심

개념에 대한 예비 안전해석 결과를 생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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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고, 평형노심에 대한 과도 안전해석, 

HCDA 분석, 격납성능 분석을 수행하 으며, 초기/천이노심에 대한 분석도 수행

하 다.  또한 개념설계의 구체화에 따른 분석능력의 향상과 분석 가능 사고범위

의 확장을 위하여 다차원 고온 풀 열유체 해석모델, 장기냉각 해석모델, 소듐 비

등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과도 안전해석 코드를 개선하 다.

3단계에서는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

보하 다. 또한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한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드의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 고, 계산 정확도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하 다. 산

화핵연료 HCDA 분석용 전산코드의 금속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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