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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KALIMER 설계의 안전성은 삼원합급 금속핵연료의 안전성능 특성에 의해 확보된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월등한 열적, 기계적, 핵적 특성은 HCDA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의 기인사고인 다중실패 비보호사고시 고유안전특성을 

제공한다. HCDA 가 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로 안전성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고결말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고, 어떠한 

설계대책을 세워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노심붕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SAS4A 전산코드는 HCDA 동안 현상학적인 거동을 조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계산체계를 제공한다. SAS4A 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현상학적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핵연료핀의 물성치 변화, 과도 거동, 피복관파손 여유도, 피복관 

파손 전의 용융연료 축방향 재배치, 피복관파손 후의 용융연료 재배치. 이들 중 

금속핵연료 노심의 HCDA 에서 중요한 물리적 현상은 용융연료 이동 및 재배치와 

구조물 변형에 의한 열적-기계적-핵적 효과로서 이로 인해 부 반응도궤환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비록 금속핵연료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지만 금속핵연료 특성과 과도거동에 대한 상세한 이론모델을 개발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노외실험 및 노내시험을 통해 밝혀진 금속핵연료의 안전성능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금속핵연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HCDA 해석코드인 SAS4A 에 포함된 

이론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금속핵연료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과 이론모델 개발은 

IFR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에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ANL 이 노외실험과 노내시험을 통해 얻은 금속핵연료 성능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상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는 이론적인 

HCDA 모델을 검증하는데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직관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HCDA 실험을 

계획하고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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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safety aspects of the KALIMER design results from the advanced safety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its ternary alloy metallic fuel. The superior 

thermal, mechanical, and neutronic performance of the metal-fueled core 

assures inherent safety response to unprotected and multiple fault accidents 

which are HCDA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initiating events. 

HCDA has received great attentions because of its significant consequence, 

leading to substantial core disruption, although its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very low. A theoretical possibility of core meltdown can not be 

eliminated, despite all possible design measures taken. 

 

The SAS4A code provides an integrated quantitative framework for examining 

the phenomenological behaviors under HCDA conditions. Various 

phenomenological models such as prefailure characterization, transient pin 

response, margins to cladding failure, axial in-pin fuel relocation prior to 

cladding breach, and molten fuel relocation after cladding breach are 

required for the HCDA analysis. The important mechanisms which introduce 

negative reactivity during HCDA are fuel extrusion and in-pin fuel relocation, 

and structural feedback through thermal-mechanical-neutronic effects. While 

much is known about the behavior of metal fuels, there are still areas where 

more understanding is needed before developing detailed phenomenological 

models for the fuel characterization and transient behavior. 

 

This report describes the safety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fuel as observed in ex-pile and in-pile tests, and describes associated 

theoretical models employed into the HCDA analysis code, SAS4A. Most of such 

tests and experiments, and development of theoretical model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IFR program by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This 

report provides a phenomenological basis for gaining an understanding of the 

metal fue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at obtained from ex-pile experiments 

and in-pile tests. The data generated in the experiments and tests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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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validation of the theoretical HCDA models as well as an insight 

concerning theoretical model development. This report will provide insight 

and direction for planning HCDA experiments and developing theoretical models 

in Korea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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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소듐냉각고속로의 고유피동안전성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GEN IV 소듐냉각고속로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설계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GEN IV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 관련 주요 설계특징은 금속핵연료 노심과 소듐냉각재를 

사용하며, 일차냉각재계통이 배치되어 있는 풀형의 대형 원자로용기와 피동 

붕괴열제거계통을 포함한 피동식 안전계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혁신적 설계개념으로 인해 GEN IV 소듐냉각고속로는 사고 후 72 시간의 

유예기간(Post-72 hr Grace Period) 동안 운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노심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금속핵연료 노심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특성인 자기출력제어능력 (self-power 

control-ability)을 포함한 고유피동안전성 (inherent passive safety)은 EBR-II 

실험로의 1986 년 SHRT 시험 (Shutdown Heat Removal Test)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Mohr et al., 1987; Sackett, 1997). 고유피동안전성은 표 1-1 과 같이 

소듐냉각재의 높은 열전달 특성, 금속핵연료봉의 양호한 열전달 성능과 음의 

반응도궤환 특성, 풀형 원자로의 대용량 소듐재고량에 의한 큰 열용량, 고 

신뢰도의 피동식 붕괴열제거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Kwon et al., 2009). 즉, 

과도사고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이 자체적으로 제어되어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면 피동형 열제거계통으로 노심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때 풀형 원자로의 큰 열적 관성은 노심과 일차냉각재계통의 가열속도를 

표 1-1 GEN IV 소듐냉각고속로의 고유피동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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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어 줌으로써 피동식계통의 열제거 부하를 줄여준다. 

 

국내에서 고유설계 개념으로 개발한 KALIMER-600 (Hahn et al., 2007)은 강화된 

심층방어 원칙을 적용하고 혁신적인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함으로써 사고 저항성과 

노심 손상방지 특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원자로이다. KALIMER-

600 중대사고에서는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가 10-6/원자로·년 

미만이고, 방사성물질의 조기대량방출확률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이 10-7/원자로·년 미만이 되도록 설계목표를 정하고 있다. 더불어 

중대사고의 경우 소외부지경계 (Excluded Area Boundary, EAZ) 전신피폭 

방사선량은 25 rem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임의의 원인에 의해 출력이 이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냉각성능이 저하되면 노심보호계통에 의해 자동적으로 원자로가 비상정지한다. 

그러나 발생확률이 매우 희박하지만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정지가 

일어나지 않는 다중사고를 가정하면, 노심이 가열되어 핵연료와 피복재가 용융하고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부분적인 노심손상(Core Disruptive Accident, 

CDA)만 발생하고 사고가 조기 종결될 수도 있지만 핵연료 용융이 크게 확대되어 

용융핵연료가 좁은 영역으로 밀집되면 반응도가 일시에 증대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재임계에 의한 출력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가상적인 조건하에서 전체 노심이 급격히 붕괴되는 중대사고를 

가상노심붕괴사고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라고 한다. 

소듐냉각고속로의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는 이 가상적인 HCDA 를 기준으로 한다. 

HCDA 연구의 목적은 HCDA 발생시 사고결말의 영향을 해석하여 사전에 원자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사고완화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자로의 안전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 HCDA 에 대한 위험도가 경수로에 비해 크게 인식되는 이유는 

고속로에서 HCDA 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니라, 고속중성자와 

플루토늄 핵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핵분열시 즉발중성자(prompt neutron)에 의한 

즉발임계가 가능하여 대규모 출력폭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듐냉각재가 

상실된 조건에서 핵연료가 밀집될 때 발생하는 즉발초임계(prompt super-

critical)는 전통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의 대표적 HCDA 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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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개발 초기시절에서는 용융점이 낮은 금속 또는 합금핵연료 (지르코늄 

합금으로 1,080℃정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부핵연료 용융에 기인한 HCDA 가 

매우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후 핵연료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와 더불어 

노심설계와 안전계통 설계의 진보로 인해 노심손상 방지와 사고영향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구와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운전 중인 대부분의 고속로는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물핵연료 

노심의 HCDA 에 대해서는 현상적인 실험에 기반한 해석모델과 전산코드가 비교적 잘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핵연료에 대해서는 미국 아르곤연구소 (ANL)가 EBR-

II(Experimental Breeder Reactor-II)와 FFTF(Fast Flux Test Facility)를 통해 

부분적으로 노내 조사특성 및 핵연료 용융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지만 중대사고시 

금속핵연료의 과도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실험데이터가 부족하다. 

더욱이 고속로의 금속핵연료에 대한 실험결과는 양적으로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내에서 민감기술(Applied Technology)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자료접근에 제한이 많다. 한편, 금속핵연료는 조사에 의한 

재료특성과 열적특성이 산화물연료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산화물핵연료 노심에 

사용하는 해석모델 및 전산코드를 금속핵연료 노심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금속핵연료 노심기술을 개발하는 국내의 고속로 HCDA 연구는 

아직까지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속핵연료에 대한 HCDA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HCDA 단계별로 

발생하는 주요 물리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상학적 모델링을 통해 HCDA 사고전개를 모의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여건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금속핵연료 노심 

HCDA 전산코드를 도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scoping 해석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HCDA 동안 발생하는 개별 현상학적 사건들에 대한 

상세 과도특성은 무시한 채, 사고결말 관점에서 핵적 열적 준평형상태를 가정하여 

노심상태를 단순화한 후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를 계산하는 매우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scoping 계산은 설계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안전 

여유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설계의 구체적인 안전특성을 

평가하고 사고완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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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핵연료는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중성자 조사특성과 열적 물성치의 차이로 인해 

핵연료의 과도성능과 핵연료봉 파손과정이 매우 다르다. 또한 금속핵연료의 낮은 

용융온도, 높은 열전달 특성, 낮은 핵연료 축적에너지 등으로 인해 HCDA 초기 및 

천이단계에서 수반되는 현상들이 산화물핵연료와는 차이가 난다. ANL 은 

금속핵연료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성능, 조사특성, 핵연료봉 파손실험, 용융실험 

등에 대한 연구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금속핵연료 노심을 채택한 

소듐냉각고속로인 PRISM 과 IFR 설계에 대해 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ANL 이 

금속핵연료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한 SAS4A 전산코드 (Cahalan et al., 1979; 

Tentner et al., 1985)는 금속핵연료의 초기 HCDA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유일하게 

검증된 코드이다. SAS4A 코드는 미국내에서 민감기술로 기술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드의 소스는 물론 매뉴얼마저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HCDA 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전개에 

따라 예상되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ANL 이 금속핵연료의 

照射와 용융 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하여 개발한 해석모델에 

대해서 정성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1.2 소듐냉각고속로의 HCDA 단계 

 

그림 1-1 은 HCDA 사고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중요한 안전성 이슈가 

나타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의 HCDA 는 사고전개 특성에 따라 HCDA 유발단계, 

핵연료봉 내에서 핵연료가 용융되는 초기단계, 핵연료봉 파손으로 인해 

용융핵연료가 냉각챈널로 방출되어 분산되는 천이단계, 핵연료와 구조물로 구성된 

혼합용융물이 이동하면서 냉각되어 고체가되거나(freezing) 냉각유로를 막는 

(plugging) 혼합용융물 재분배단계, 재임계가 발생하는 경우 출력폭주에 의한 

노심팽창 및 붕괴단계, 혼합용융물이 냉각되는 사고후열제거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2 는 HCDA 사고전개 동안 단계별로 노심 용융상태를 도식화한 그림이며, 

더불어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노심 및 원자로계통의 열유체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서 SSC-L(Guppy, 1983), 

SSC-K(Kwon et al., 2002), SASSYS-1(Dunnet al., 1985)이 있다. SSC-L 은 미국 

Brookheaven 국립연구소(BNL)가 산화물핵연료 노심의 루프형 원자로인 C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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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사고해석을 위해 개발한 코드인다. SSC-K 는 KALIMER-600 안전해석을 

위해 SSC-L 을 기반으로하여 풀형 열유체 특성, 금속핵연료 노심의 반응도궤환 및 

열전달 특성, 피동형 안전계통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한 

코드이다. SASSYS-1 코드는 ANL 이 개발한 계통해석용 코드로서 현재는 SAS4A 와 

통합하여 SAS4A/SASSYS-1(Cahalan et al., 1984) 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코드로 냉각재 유량상실(LOF)이나 제어봉인출(TOP) 같은 중대사고 기인사고에 대한 

노심 및 계통모의를 수행한다. 설계기준사고 범주에서는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한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안전특성으로 인해 핵연료 용융 전에 모든 사고가 종결된다.  

 

기인사고에서 핵연료 냉각이 불충분하거나 급격한 출력증가로 인해 노심이 

가열되면 소듐냉각재 비등과 핵연료 파손등이 발생할 수 있다. HCDA 

초기단계(Initiating Phase)는 소듐비등 및 냉각재 기화로 인해 챈널에서 냉각재 

고갈(dryout)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핵연료와 피복재의 용융 및 재배치가 

발생한다. SSC-K 코드는 소듐비등과 핵연료 용융 해석모델이 없으므로 초기단계 

사고해석에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ANL 이 개발한 SAS4A 와 MELT-III 코드(Walter 

et al., 1974)는 이들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MELT-III 코드는 산화물 

핵연료 노심에 대한 사고해석만이 가능하다. 초기단계 동안에 용융핵연료의 이동 

및 재배치 현상에 의해 충분한 음의 반응도가 궤환되어서 노심이 재임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고는 종결된다. 

 

그러나 용융연료가 분산되지 못하고 좁은 영역으로 밀집되어 재임계에 도달하면 

출력폭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노심팽창과 노심붕괴가 발생하는 천이단계 

(Transition Phase)에 도달한다. 초임계폭주 (super-prompt critical excursion)에 

의해 노심이 급속 가열되면 핵연료 기체화에 의해 고압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집합체 또는 노심의 해체(disassembly)가 발생함으로써 출력폭주는 종료된다. 

즉발임계에 의한 출력폭주 현상은 Bethe-Tate 모델 (Bethe and Tate, 1956)에 의해 

계산한다. 이 모델은 노심을 球形인 완전한 혼합물로 취급해 점근사동특성과 일차 

섭동이론을 이용해 출력폭주를 계산한다. Suk et al.은 초기의 Bethe-Tait 

기본모델에 도플러궤환 효과와 압력계산을 위한 향상된 상태방정식을 고려하여 

수정된 Bethe-Tate 계산방법인 SCAMBETA 코드(Suk et al., 2000; 2003a)를 

개발하였다. 천이단계에서 집합체해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코드인 VENUS-

II(Jackson and Nicholson, 1972)는 ANL 이 1972 년에 개발하였으며 산화물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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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에 대한 노심팽창 및 붕괴단계를 모의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Bethe-Tate 

모델을 바탕으로하여 초임계 팽창 및 붕괴 과정 동안 노물리 및 열유체 특성을 

이차원 수치해석으로 계산한다. VENUS-II 코드는 현재 KAERI 전산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으며 KALIMER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Choi et al., 2000). 

 

집합체 및 원자로 해체 (rector disassembly) 단계를 지나면 노심팽창 및 

노심붕괴의 결과로 발생한 원자로 압력부하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여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급격한 노심팽창 및 원자로 해체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가 기계적인 일로 전환되어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한다. 

핵연료 용융 결과로 증기화된 핵연료가 가역 단열과정에 의해 대기압까지 

팽창한다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최대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소듐팽창으로 

인한 에너지-일 전환은 핵연료-소듐간의 무한열전달모델(Hicks and Menzies, 

1965)과 간단한 열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KAERI 에서 개발한 SWEEP 

코드는(Suk et al., 2003b)는 Bethe-Tate 방법론에 의거하여 출력폭주 사고시 

노심에서의 에너지 방출량 및 핵연료 온도 계산을 먼저 수행하고, 이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에너지-일 전환량을 계산한다. 

 

HCDA 최종단계는 사고후의 장기적 열제거 (post-accident heat removal) 단계이다. 

노심붕괴 후, 용융된 핵연료와 노심구조물로 구성된 혼합물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각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혼합 용융물질의 열유체적 특성을 

해석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냉각성능의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용융혼합물의 장기적 열제거는 원자로 노심내 (in-place), 원자로 용기내 (in-

vessel), 원자로용기 외부 구조물내(ex-vessel)와 같은 세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원자로 노심내 냉각은 용융핵연료가 원래의 노심위치에서 냉각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노심손상이 발생하면 핵연료를 포함한 혼합용융물은 노심 

하부플레넘으로 낙하한다. 이 때 core catcher 와 같은 판(plate) 구조물을 노심 

하부플레넘에 설치함으로써 핵연료 용융물을 판위에 넓게 분포시킬 수 있다. 

이로써 용융혼합물의 재임계를 방지하고 소듐냉각재에 의한 냉각을 가능케할 수 

있다. 한편, 축적된 용융혼합물이 원자로용기를 관통하여 격납용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원자로용기 내에 

용융혼합물을 포집(in-vessel fuel retention)하는 방법으로서 core catcher 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ebris bed 냉각모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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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술현황은 Kim et al.(2007)에 의해 정리된 바 있으며,  Cho et 

al.(2008a; 2008b)은 KALIMER-600 노심에 대해 소듐 단상유동에서 노심파편 

입자층의 냉각성능을 평가하였다. 

 

산화물핵연료 노심의 경우 그림 1-2 에 도시된 초기단계, 천이단계 및 사고후 

열제거단계 전체를 단일 전산코드인 SIMMER 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SIMMER 

코드는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서 처음 개발한 이후,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고속로기술의 선진국가에서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통하여 계속 개선중에 

있으며, 현재는 3 차원적 해석을 할수 있는 SIMMER-IV 버젼(Yamano et al, 

2009)까지 개발되었다. SIMMER 가 산화물핵연료 노심의 대표적 HCDA 해석 

전산코드라면 금속핵연료 노심의 대표적 전산코드는 SAS4A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IMMER 코드가 HCDA 전 단계에 걸쳐 사고해석이 가능한 반면에 SAS4A 는 

HCDA 초기단계 해석만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개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 이제까지 알려진 SAS4A 코드의 

해석모델들에 대해서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저자의 ANL 

체류기간(2003~2004) 동안 경험한 SAS4A/SASSYS-1 코드 관련지식을 근거로 하여 

SAS4A/SASSYS-1 코드의 운용 및 HCDA 해석모델 등에 대해 기술한다(Kwon, 2004). 

소듐냉각 금속핵연료 노심의 HCDA 해석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핵연료의 

일반적 안전특성과 더불어 용융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제 2 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상세한 금속핵연료의 안전특성은 Kwon et 

al.(2009)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제 3 장에는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HCDA 

초기단계 동안 발생하는 물리현상에 대한 SAS4A 의 해석모델을 설명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상세한 수학적 방정식보다는 관련된 

물리적 현상에 보다 중점을 맞추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금속핵연료 특유의 

물리적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해석모델의 특징, 모델링 방법, 그리고 다른 

모델과의 연계관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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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DA 유발조건(ATWS)

금속핵연료노심반응도궤환고유안전특성

금속핵연료보수적반응도궤환+ SASS 설계

HCDA 개시

핵연료봉내용융금속연료이동에의한부반응도효과

초기단계

고유량시용융연료분산

저유량시용융연료freezing & plugging

재임계배제

YES

NO
재임계?

천이단계

재임계

용융연료/철혼합물재분배용융연료/철혼합물freezing & plugging
NO

팽창단계

YES

사고후열제거단계

Ex-Vessel 
Progression

In-Vessel 
Retention

종료

조기종료

안전기준만족

재임계?

일·에너지
원자로용기

수용?

YES

NO

HCDA 유발조건(ATWS)

금속핵연료노심반응도궤환고유안전특성

금속핵연료보수적반응도궤환+ SAS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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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내용융금속연료이동에의한부반응도효과

초기단계

고유량시용융연료분산

저유량시용융연료freezing & plugging

재임계배제

YES

NO
재임계?

천이단계

재임계

용융연료/철혼합물재분배용융연료/철혼합물freezing & plugging
NO

팽창단계

YES

사고후열제거단계

Ex-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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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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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조기종료

안전기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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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너지
원자로용기

수용?

YES

NO

그림 1-1  HCDA 사고전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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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CDA 사고전개 단계와 해석 전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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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듐냉각 금속핵연료 노심의 안전특성  

 

소듐냉각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고속중성자에 의한 노물리 특성, 냉각재로 사용되는 

액체금속인 소듐의 열전달 및 비등 특성, 금속핵연료의 핵적, 열적, 재료적 

과도성능 특성 등은 노심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와 같은 

특성은 HCDA 사고전개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반응도 폭주, 소듐 비등, 핵연료 

용융과 같은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속로의 중대사고 

측면에서 반응도궤환 효과를 포함한 노심의 핵적 특성, 소듐냉각재의 비등 특성, 

금속핵연료의 과도성능 및 용융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2.1 금속핵연로 노심의 노물리 특성 

 

2.1.1 핵설계 특성 

 

고속로에서는 고속중성자를 사용하므로 감속재를 통해 핵분열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감속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성자의 평균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쇄핵분열반응 과정에서 중성자의 세대교체 역시 빠르므로 즉발중성자의 수명이 

짧다. 또한 고속로 핵연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지발중성자 비율이 적다. 그러나 

고속증식로의 경우, 잉여반응도가 경수로와 비교하여 아주 적기 때문에 지발중성자 

비율이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속로의 운전제어가 경수로에 비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고속로에서 즉발중성자에 의한 즉발임계와 같은 이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핵연료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자기출력제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속로의 중대사고시 심각한 사고결과의 근본원인은 고속로 노심에서 핵연료의 

배치가 최대 또는 최적의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대사고 결과로 핵연료가 용융되면 핵분열물질들은 초기의 

분포위치를 벗어나서 서로 밀집될 수 있으므로 핵적 초임계 상태에 의한 

출력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수로의 경우는 핵연료가 용융되어 밀집되면 감속재 

부족으로 인해 속중성자가 열중성자로 감속되지 못하므로 오히려 출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고속로는 노심 내에 많은 핵분열생성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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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토늄 재고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일차냉각재계통 경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속핵연료에서 플루토늄 비율은 연쇄핵분열을 위한 임계량(핵분열성물질의 

장전량)과 용융점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0% 정도이다. 반면에 

산화물핵연료에서 플루토늄산화물 비율(부화도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40% 이하이다. 

고속로 핵연료에 사용하는 플루토늄은 경수로연료 재처리로부터 취출된 것이므로 

초기장전에서는 핵분열성의 Pu-239, Pu-241 함유량은 약 65~70%, 나머지는 Pu-238, 

Pu-240m Pu-242 와 Am-241 이 차지한다. 고속증식로에서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블랭킷에서 우라늄-238 이 플루토늄-239 로 변환하기 때문에 노심 전체측면에서는 

위의 함유량의 비율은 연소초기에 비하여 연소말기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경수로에서는 초기장전된 순수 우라늄연료가 연소도가 

증가하면서 플루토늄이 점차 생성되어 조성변화가 크게 변화된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약 20% 농축된 플루토늄을 포함하는 금속연료를 장전하기 

때문에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영향이 크다. 플루토늄은 핵분열하여 α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체로서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사선량 허용량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Pu-239 의 

공기 중 허용농도는 U-235 의 약 1/150 정도이다. 따라서 고속로 안전성은 발전소 

비상사고시 소외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고속로 핵연료에서는 고속중성자의 핵반응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높은 농축도의 

핵분열성물질을 사용하므로 결국 노심 크기가 작아지고 단위부피 당 발생열량은 

커진다. 소형노심으로부터 다량의 열을 뽑아내기 위하여 핵연료의 열전달 면적을 

넓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KALIMER-600 의 경우 핵연료봉의 피복관 외경은 9mm, 

피복관의 두께는 0.5~1.0mm 로 경수로보다 적은 값이다. 플루토늄핵연료 가공은 

독성을 고려하여 핫셀(hot cell)에서 이루어지므로 핵연료 가공비가 우라늄핵연료 

가공보다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핵연료주기비를 낮추기 위하여 고속로 

핵연료의 연소도는 경수로의 2 배 이상으로 높게 목표를 정하고 있다. KALIMER-

600 자체순환로의 경우 연소도(peak fuel discharge burnup)는 125.4MWD/kg (Kwon, 

2008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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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반응도궤환 효과 

 

소듐냉각고속로의 노심체계는 운전온도가 높고 노심 입∙출구 온도차도 크다. 또한 

고속중성자의 照射도 크기 때문에 경수로와 비교하여 핵연료의 열팽창이나 

팽윤(swelling)이 발생하기 쉽다. 금속핵연료는 양호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핵연료의 열적 응답특성이 빠르므로 핵연료 온도와 관련된 반응도궤환 효과는 매우 

신속하게 나타난다. 과도사고 시 반응도궤환 효과는 궤환되는 반응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외부요란에 대응하는 응답시간 역시 중요하다.  

 

도플러반응도는 노심이 가열되는 과도사고시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며,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궤환 효과 역시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소듐밀도(기화) 반응도는 소듐의 열전달 특성이 뛰어나므로 빠르게 반응도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핵연료집합체의 휨과 노심지지구조물의 열팽창에 의해 유발되는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효과는 비교적 빠른 응답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고온풀 

소듐온도가 변화하여 제어봉구동축 (Control Rod Drivrline; CRDL)이 열변형을 

일으켜야 유발되는 제어봉구동축 반응도궤환 효과는 가장 느리게 나타난다. 핵연료, 

제어봉구동축, 원자로용기 및 노심지지구조물 등의 열변형에 의한 반응도궤환 

효과는 양 또는 음의 반응도가를 노심에 삽입시킨다. 따라서 고속로에서는 

열변형으로 인해 양의 반응도가 궤환되지 않도록 주의할뿐만 아니라, 과도사고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초래되도록 설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동적 

원자로정지 성능을 높일 필용가 있다. 

 

금속핵연료의 낮은 반경방향 온도구배는 영출력과 정격출력 간의 반응도변화 

(reactivity swing)를 작게 하며, 이는 제어봉 설계 시 요구되는 반응도제어가를 

낯춰줌으로써 반응도삽입사고의 초기조건이 되는 잉여반응도가(excessive 

reactivity)를 줄여준다. 낮은 핵연료 운전온도는 출력감소로 인해 핵연료 온도가 

떨어지는 과도사고시에 노심에 궤환되는 양의 도플러 반응도가를 작게 만들어 

안전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즉, ULOF 와 같은 비보호사고시에 도플러 

반응도는 작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축방향 핵연료 팽창이나 반경방향 노심반경 

팽창의 효과에 의한 음의 반응도궤환이 이를 보다 쉽게 상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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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HCDA 과도기간 동안 노심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플러반응도와 

소듐기화 반응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그 외의 반응도궤환 효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한다. 특히, 용융핵연료 이동에 의한 반응도궤환은 제 3 장에서 

해석모델의 설명과 함께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2.1.2.1 Doppler 반응도궤환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면 핵연료 원자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공진반응 

단면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성자가 핵공명 에너지영역에서 원자핵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 노심에서 활동적인 중성자가 제거되어 음의 반응도가 

궤환된다. 도플러반응도 궤환효과는 다른 반응도궤환에 비해 가장 빠르게 

반응하므로 높은 신뢰도의 즉각적인 부반응도 궤환기구이다. 도플러반응도 

궤환효과에 대한 해석모델은 Kwon et al.(2008a)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핵연료 온도는 노심출력 수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변화하므로 실제적으로 출력 

폭주를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 운전변수이다. 노심 온도가 상승하면 도플러반응도 

궤환효과는 음의 반응도를 노심에 삽입함으로써 출력증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노심출력 수준이 떨어지면 핵연료 온도가 감소하므로 양의 

도플러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노심에서 핵분열반응이 증가한다.  

 

제어봉에 의한 출력제한은 제어봉구동장치 또는 중력에 의한 낙하와 같이 기계적인 

조작이 필요하므로 출력제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로정지계통 (Reactor Shutdown System; RSS)인 제어봉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급격한 노심출력 상승을 제어할 수가 없다. 특히 고속로에서는 

핵연료 밀집과 소듐 상실이라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즉발임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양의 반응도 삽입을 상쇄할 수 있는 음의 반응도 삽입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도플러반응도가 이러한 즉발 부반응도 궤환을 제공한다. 

원자로 출력이 폭주하면 핵분열 에너지가 증가하여 핵연료 물질뿐만 아니라 핵연료 

원료물질인 U-238의 온도를 상승시켜 U-238의 포획흡수 반응단면적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므로 대규모의 부반응도가 궤환된다.  

 

도플러 효과와 관련해 U-Pu 핵연료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응단면적은 U-

238과 같은 분열성 물질의 포획반응단면적이며 Pu-239이나 Pu-240의 포획 

반응단면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도플러반응도는 주로 낮은 에너지 중성자의 

포획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산화물핵연료는 핵연료 내에 산소와 탄소 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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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므로 이들 원소의 감속작용으로 인해 중성자 스펙트럼이 소프트해저서 큰 

도플러반응도 궤환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금속핵연료는 중성자 

스펙트럼이 하드하므로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도플러궤환 효과를 

가진다. 또한 금속핵연료는 양호한 열전달 특성 때문에 핵연료 내의 온도분포가 

비교적 평탄하여 출력변화에 따르는 핵연료 온도 변화량이 작으므로 출력변화 시 

도플러 반응도궤환의 크기 역시 작다. 도플러효과는 산화물핵연료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2.1.2.2 소듐기화 반응도궤환 

고속로의 정상운전 중에는 일반적으로 소듐반응도라고 부르지만 의미상 

소듐밀도변화 (sodium density variation) 반응도 또는 소듐상실 반응도 (sodium 

loss reactivity)라고 부르는게 보다 정확하다. 특히, 소듐비등으로 인해 

액체소듐이 모두 기화(vaporize)되는 경우에는 소듐기화반응도라고 부르지만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소듐반응도는 특히 대형 노심의 고속로에서는 양의 

반응도값을 가지며 이는 고속로 특유의 핵적 특성이다. 소듐냉각재가 노심에서 

과냉각 상태를 유지하면 소듐밀도 변화에 의한 반응도 변화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소듐냉각재가 전 노심에서 기화하는 극한 상황의 경우에는 노심에서의 

양의 반응도궤환의 크기가 심각해진다. 

 

소듐반응도 효과는 매우 공간 의존적으로 나타난다. 노심 중심부에서 소듐상실은 

매우 큰 양의 반응도를 궤환시키는 반면에 노심 외곽에서의 소듐상실은 오히려 

음의 반응도를 궤환시킨다. 소듐의 열팽창은 노심에 존재하는 소듐원자 수를 

줄여주므로 소듐원자와의 중성자 충돌이 감소함에 따라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경화(hardening)된다. 또한 소듐냉각재에 의해 포획되는 중성자 수 역시 

감소하므로 이 두 영향은 양의 반응도궤환 효과를 야기한다. 한편 노심에 존재하는 

소듐원자 수가 적어짐에 따라 노심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산란에 의해 중성자를 

다시 노심으로 반사시키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성자 누설율 증가에 의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반응도궤환 변화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위의 세가지 효과는 원자로 노심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스펙트럼 경화의 영향은 노심 크기가 커질수록 다른 영향보다 

지배적으로 커져서 대형 고속로 노심은 양의 소듐반응도계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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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상실 효과가 원자로 내부의 공간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스펙트럼 경화의 주 원인이 되는 중성자 누설이 스펙트럼 경화와 같이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성자 누설율은 중성자속의 공간분포에(특히 구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응도궤환 효과는 중성자 구배가 큰 

경계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심 중심 근처에서 단위부피의 소듐이 

제거되면 여기에서는 중성자속 구배가 작아 단위부피당 중성자 누설율이 작으므로 

중성자 누설로 인한 반응도변화 효과가 작다. 따라서 노심 중심 근처에서 

소듐상실이 발생하면 스펙트럼 경화에 의한 양의 반응도궤환을 대응할 만한 중성자 

누설로 인한 음의 반응도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큰 양의 반응도가 궤환된다. 

같은 이유로 노심 외곽에서 소듐상실이 발생하면 중성자 누설율이 상당히 증가하여 

큰 음의 반응도가 궤환되는 반면에 스펙트럼 경화에 의한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결과적으로 소듐반응도는 서로 반대효과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경화와 중성자 누설에 의한 효과가 경쟁하여 결정되며, 노심 중앙에서는 양의 

반응도가를 가지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음의 반응도가를 가진다. 

 

고속로의 장점인 증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연료에 흡수된 중성자 하나로 인해 

핵분열되어 방출되는 중성자의 평균개수를 나타내는 η  값을 크게 하여야 

경제적으로 중성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η  값이 크게되면 중성자 스펙트럼은 

경화되어 양의 소듐기화반응도가 증가되어 원자로 고유안전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같은 맥락으로 노심에서 중성자 누설량을 증가시키면 음의 소듐반응도가 증가되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증식에 사용할 잉여중성자가 감소되므로 경제적인 

중성자 사용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소듐반응도를 음으로 만들기 위해 고속로의 본래 

특징인 증식성과 경제성을 희생시키면 고속로 존립의 의의를 잃게된다. 

금속핵연료는 고 증식성 특성을 가지므로 이 장점을 다소 희생하여 원자로의 

경제성, 안전성 및 증식성을 만족하는 설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성을 위해서 단일 원자로 용량을 크게하여야 하지만 원자로가 대형화되면 소듐 

반응도의 값이 커지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대형 고속로가 

음의 소듐반응도를 갖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의 핵적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형노심의 경우 어떤 이유로 인해 노심 중앙부에서 기포(보이드)가 생기면 양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삽입되어 출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대량의 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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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중앙부에 유입하지 않게 하거나 이상사고 시에도 노심 중앙부에서 소듐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심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고속로 노심 구성에서는 증식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양의 소듐반응도 보이드계수 완화 

등을 위하여 노심 내부에 블랭킷핵연료를 혼재시키기도 한다. 이런 형식을 비균질 

노심이라고 하며 균질 노심에 비해 핵연료의 임계랑이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속의 

결합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전에 수반되는 노심내 출력분포의 변동폭이 커지는 

결함이 있다 

 

UO2-PUO2 핵연료와 균질노심을 채택한 상업용 크기의 고속로에서 전 노심이 

기화되었을 때 (전 노심에서 소듐이 제거되는 경우),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는 보통 5~7$ 크기를 가진다. 반면에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속로인 KALIMER-

600 의 전체 소듐이 기화될 때의 총반응도가는 평형주기말 조건에서 7.6$를 (Kwon, 

2008c)가진다. 일반적으로 노심크기가 커질수록 소듐반응도는 커지는데 그 이유는 

노심이 커질수록 중성자 누설효과가 떨어지고 반면에 중성자 스펙트럼 경화효과는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고속로 설계에서 비록 소듐기화 반응도계수가 

양일지라도 노심이 소듐비등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온도 또는 출력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노심에서 소듐비등이 발생하면 

큰 값의 양의 소듐기화계수로 인해 반응도 폭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의 고속로에서는 소듐반응도계수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원자로 노심설계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가상사고시 소듐반응도를 상대적으로 크게하지 않고 다른 

반응도궤환 성분에 의해 이를 감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TWS 사고해석을 통해 

예측된 냉각재 최고온도는 소듐 비등온도 보다 상당히 낮아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부적인 소듐비등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국부적인 집합체 유로폐쇄나 핵연료봉 파손시 누출되는 

핵분열가스가 핀주변을 둘러싸게 되면(blanket) 국부적으로 소듐비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국부적인 양의 반응도 삽입은 사고결과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2.1.2.3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궤환 

금속핵연료는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열팽창계수가 크므로 핵연료가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변형량이 크다. 또한 금속핵연료는 열전달 성능이 뛰어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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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반응도궤환이 일어난다. 핵연료심이 가열되어 일단 

피복재와 접촉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피복재의 구속력에 의해 핵연료의 반경방향 

팽창은 무시할 수 있다. U-Pu-10%Zr 금속핵연료는 HT9 피복재보다 강성이 작으므로 

핵연료심의 축방향 팽창은 피복재 팽창에 의해 제어된다.  

 

핵연료심의 축방향 열팽창은 유효노심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만큼 노심의 

유효밀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반응도궤환 효과를 나타낸다. 노심의 

유효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가 노심에서부터 벗어나는 확률이 증가하므로 

음의 반응도 궤환이 일어난다. 한편 증가한 노심높이로 인한 밀도감소는 중성자 

포획반응율을 떨어뜨려 양의 반응도궤환을 일으키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종합적인 반응도변화 결과는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면 신속한 음의 

반응도궤환이 일어난다.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궤환의 해석모델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Kwon et al. (2005a)의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다. 

 

2.1.2.4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에 의해 온도는 노심 중앙에서 노심 외곽으로 벗어 

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심 중앙과 가까운 육각형 집합체덕트의 

벽면온도는 반대쪽 집합체덕트의 벽면온도보다 더 높다. 이러한 집합체덕트 벽면의 

온도 차이는 집합체덕트의 열팽창율 차이를 야기시켜 집합체덕트를 노심중앙으로 

볼록하게 탄성적으로 휘어지도록 만든다. 노심내의 집합체는 각 집합체덕트의 

외벽면에 설치된 load pad 간의 상호접촉과 전체 노심의 외곽을 지지해주는 

노심지지구조물의 적절한 설계에 의해 유효노심 영역의 높이에서 집합체가 

외곽으로 휘어지는 형상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집합체덕트는 두께가 얇고 열용량이 작은 HT9 이므로 집합체 휨(bowing)현상은 

과도사건이 시작되면 수초 내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은 과도사건에 비교적 신속하게 응답하는 특성을 가진다. 집합체가 

유효노심 높이에서 노심외곽으로 휘어지게 되면 유효노심 영역의 부피와 함께 

노심외곽 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효노심 내의 소듐냉각재 부피가 

증가하여 중성자 포획이 증가할뿐 아니라 증가된 표면적으로의 중성자 누출이 

증가하여 음의 반응도궤환을 야기한다. 그러나 집합체 휨현상은 핵적,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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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적, 기계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연결된 복합적 현상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은 집합체 휨현상과 더불어 집합체지지 구조물의 

열팽창에 의해서 야기된다. 모든 집합체는 노심 하부에 존재하는 그리드판(grid 

plate)의 receptacle 에 집합체 하단부가 수직으로 체결되어 반경방향의 간극을 

유지한다. KALIMER-600 집합체는 축방향으로는 아무런 구속이 없으므로 free-

standing beam 모델과 같다. 집합체간의 접촉을 대비하여 핵연료영역 상부에 

ACLP(Above Core Load Pad)와 집합체 끝단에 TLP(Top Load Pad)가 설치되어 있으며, 

휨변형에 의한 집합체 다발의 외곽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심구속링(Core 

Restraint Ring, CRR)이 TLP 높이에서 core baffle 에 용접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드판과 ACLP 의 열팽창만에 의해서도 핵연료집합체는 반경방향으로 변형할 수 

있으므로 유효노심의 부피가 증가하게되어 음의 반응도궤환이 유발된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의 해석모델에 대해서는 Kwon et al. (2005a)의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1.2.5 제어봉구동축 반응도 궤환 

제어봉구동축(Control Rod Driveline, CRDL)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궤환은 비교적 

응답시간이 느린 반응 메커니즘을 가진다. CRDL 변형에 의한 반응도궤환의 크기와 

시작시간은 원자로구조물 설계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원자로 온도가 

증가하는 과도사건 동안 노심출구에서 방출된 고온의 소듐은 CRDL 을 포함하고 

있는 원통형의 UGS (Upper Guids Structure)와 접촉하면서 고온풀 상부로 상승한다. 

CRDL 은 원자로용기 헤드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CRDL 이 열팽창하면 상대적으로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되는 효과에 의해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노심지지 구조물은 원자로용기에 용접되어 있으므로 원자로용기가 열팽창하면 

노심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하여 제어봉은 상대적으로 노심으로부터 빠지게 되어 

양의 반응도궤환이 야기된다. 따라서 CRDL 과 원자로용기의 상대적 열팽창 변위에 

의해 반응도궤환 효과가 결정된다. 제어봉구동축 반응도궤환은 열전달에 의한 

시간상수가 크므로 과도기간 동안 그 영향은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제어봉구동축 반응도궤환의 해석모델과 ATWS 사고시 반응도궤환 효과가 Kwon et al. 

(2008b)의 기술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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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용융핵연료 이동 반응도 궤환 

금속핵연료의 안전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핵연료심 

내부에서의 온도분포이다. 금속핵연료에서는 양호한 축방향 열전달 때문에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도사고 시 최대 핵연료 온도가 핵연료봉의 

중간보다 위쪽에서 발생한다.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피복관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응도 삽입량이 매우 큰 UTOP 과 같이 사고 전개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최대 핵연료 온도가 핵연료봉의 중간 높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핵연료 용융은 핵연료의 최대온도 위치에서 발생하므로 용융핵연료로 영역이 

확산되면 피복관 파손 전에 용융캐비티에서부터 핵연료봉 상부플레넘으로 핵연료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용융핵연료 영역이 상부플레넘과 인접한 핵연료심 

상부까지 전파되어서 용융핵연료가 상부플레넘으로 유입하게 되면 핵연료 영역이 

확장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핵연료봉 파손 전에 용융핵연료가 피복관 내에서 

재배치됨으로써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현상을 핵연료심 내부에서 

용융핵연료 이동에 의한 반응도궤환 효과라고 한다. 참고로 U-Pu-Zr 금속합금의 

용융온도(고화온도)는 1379oC 이고 피복관 재질인 HT-9 의 용융온도는 1690oC 이므로 

금속연료의 용융이 먼저 시작된다. 핵연료심 내부 용융물의 이동현상은 핵연료심의 

건전성을 위협하기는 하지만 원자로계통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사고완화 측면에서 유리한 특성이다. 핵연료심 내부의 용융핵연료 이동에 의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서 과도사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로심이 용융된 상태에서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면 용융핵연료와 

핵분열가스는 파손부위를 통해 소듐 냉각재챈널로 방출된다. 피복관 파손 전에 

핵연료봉은 핵분열가스에 의해 가압된 상태이므로, 파손이 발생하면 용융핵연료는 

저압의 냉각재챈널로 방출되어 쉽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TOP 사고 시에는 

냉각재펌프가 운전되므로 강제유동에 의해 챈널에 방출된 용융핵연료가 노심 입구 

및 출구플레넘으로 휩쓸려 나간다(sweep-out). 이 때 피복관 파손위치가 핵연료봉 

상부에서 발생하면 sweep-out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LOF 사고 시에는 방출된 

용융핵연료가 피복관 파손위치의 상하 방향으로 분산된다. 용융핵연료가 냉각재 

챈널로 방출되어 분산되면 결과적으로 부 반응도궤환 효과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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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핵연료의 핵연료봉 내부 재배치현상과 용융핵연료의 냉각재챈널 방출현상은 

HCDA 사고전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 3 장의 HCDA 해석모델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2.2 소듐냉각재의 비등 특성 

 

고속로는 출력밀도가 높은 노심으로부터 대량의 고온 열을 뽑아내기 위해 냉각재로 

열수송 능력이 좋은 액체금속 소듐을 사용한다. 소듐의 열전도도는 물의 150 배, 

열전달계수는 물의 2.5 배, 프란틀 수(Prandtl Number)는 물의 수백분의 1 에 

해당한다. 소듐의 비등점은 대기압하에서 881℃로 높기 때문에 고속로의 광범위한 

운전모드에서 냉각재의 과냉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듐의 융점은 

대기압에서 98℃이므로 소듐냉각재의 고화방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듐 

냉각재는 대기조건에서 약 300℃에서 자연발화하며 물과 격렬하게 발열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소듐냉각고속로의 고유한 사고특성이라 할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정상운전 중에 매우 큰 과냉각도를 유지하므로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Event; DBE) 시에는 소듐비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KALIMER-600 의 경우 냉각재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노심에서의 포화온도는 

940℃ 이므로 노심출구 온도인 545℃와는 약 400℃의 냉각여유도가 유지된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소듐비등은 중대사고 외에는 발생하기 힘들다. 더욱이 

고속로는 대기압 근처에서 운전되므로 경수로와 같이 감압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포화온도가 감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물과 소듐으로 냉각되는 원자로 챈널에서 비등 시작순간의 온도구배가 그림 2-1 

(Lewis, 1977)에 묘사되어 있다. 소듐은 표면장력이 물에 비해 크므로 소듐 비등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피복관 표면에서의 소듐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훨씬 과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 운전조건에서는 20~30oC 의 과열도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소듐의 높은 열전도도 특성으로 인하여 낮아진 프란틀수는 피복관 

표면에서 물에 비하여 평탄한 온도구배를 갖게되므로 소듐냉각재의 전체 

평균온도가 과냉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복관의 표면온도가 충분히 과열되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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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의 이러한 물리적 특성은 소듐비등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일단 소듐비등이 

시작되더라도 매우 불안전한 과정을 겪는다. 소듐냉각고속로의 유량 및 열유속 

조건에서는 경수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정된 핵비등(nucleate boiling)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비등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경수로에서 알려진 

비등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현상으로 곧장 전개된다. 그림 2-1 에서 지적한데로 

소듐의 높은 표면장력과 낮은 프란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냉각챈널에서 비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의 소듐은 과열된다. 따라서 일단 기포핵이 생성되기만 하면 

과열된 소듐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기포로 이동한다. 소듐은 저압 운전조건에서 

액체와 기체의 비체적율 차이가 물보다 매우 크므로 소듐기포가 생성되면 기포가 

차지하는 부피가 물에 비해 크다. 참고로 대기압 상태의 포화조건에서(1atm, 

881oC) 소듐의 액체 및 기체의 비체적은 각각 0.00135m3/kg 와 3.7043m3/kg 으로 약 

2750 배 차이가 난다. 

 

경수로에서는 수많은 기포핵이 생성되어 성장하지만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소듐이 

비등하면 한 개 혹은 수 개의 소듐기포로 성장된다(Eisenhawer and Albrecht, 

1976). 생성된 소듐기포가 주변 냉각재와 압력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체적의 

기포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포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만들어지면 곧이어 

급격히 팽창하여 핵연료봉간의 냉각챈널을 가압시켜 다른 기포핵의 생성을 

억제한다. 단일기포가 고압의 기포슬러그(slug)가 되면 일반적으로 100 분의 일초 

내에 냉각재챈널 양단으로 소듐 액체를 밀어낸다. 그림 2-2 에 물과 소듐의 비등 

시작시 기포형상을 비교하였다.  

 

소듐기포의 급격한 팽창은 냉각재챈널에 거의 순간적인 유량상실을 초래한다. 이때 

대부분의 챈널표면에는 얇은 소듐액막이 존재하여 약간의 냉각기능을 제공한다. 

일단 기포가 냉각챈널 외부로 팽창하여 고온풀이나 노심하부 영역으로 빠져나가면 

거기서 기포는 응축되어 결국 붕괴된다. 그러면 액체소듐이 냉각재챈널로 다시 

유입하고 곧 이어 기포가 발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하된 열전달로 인하여 

핵연료가 손상되기까지 기포의 생성과 소멸은 반복된다. 대형의 소듐냉각고속로 

노심의 중심부에서 소듐기포는 양의 반응도궤환 효과를 유발하므로 기포에 의하여 

액체소듐이 냉각재챈널 외부로 밀려나가면 노심에 급격한 양의 반응도가 삽입될 수 

있다. 이때 소듐기포 발생이 국부적으로 한 두개의 집합체에만 제한되지 않고 노심 

전 영역에서 발생한다면 노심은 순간적인 재임계 출력폭주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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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핵연료의 연소 과도성능 특성 

 

금속핵연료는 매우 큰 hard neutron spectrum 특성을 가지므로 중성자 활용 

측면에서 이상적인 증식고속로의 핵연료로 간주되어 고속로의 초기 개발시절부터 

연구되어 왔다. 초기시절의 금속핵연료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과도한 팽윤에 의해 

초래된 핵연료-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 (FCMI: Fuel 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으로 인해 핵연료가 자주 파손되었다. 그러나 미국 ANL 의 계속적인 

금속핵연료 개발 노력의 결과, 핵연료 팽윤의 문제를 극복하고 고연소도까지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 실적을 얻게되었다 (Pahl et al., 1990). 이러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ANL 에서 개발한 건식재처리기술 (pyro-processing) 

(Laidler et al., 1997; McFarlane and Lineberry, 1997)로 인한 경제성 제고와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최근에는 금속핵연료가 여러 장점을 가지는 

실용 핵연료 후보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금속핵연료는 피복관의 구성물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핵연료-피복관 경계에 액상이 형성되고 그 영역이 확대함에 따라 

피복관이 감육되는 문제점(liquid penetration; 액상침식)이 있다. 또한 노심에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핵연료의 照射 특성인 재료의 미세 조직변화와 

기공(cavity)의 형성, 핵분열기체의 성장으로 인한 팽윤 등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피복관 재료 역시 조사에 의한 물성변화로 핵연료심-피복관 간의 화학적 및 

기계적 상호반응이 일어나 핵연료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금속핵연료는 노내 연소기간 동안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핵연료봉 및 

집합체덕트의 손상기구는 기계적 손상과 화학적 손상으로 나누어 진다. 기계적 

손상의 원인은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플레넘의 압력 증가 및 핵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한 피복관 변형 증가, 집합체덕트의 휨 및 유동에 기인된 

진동마모 등이 있다. 반면에 화학적 손상으로는 핵연료심-피복관 성분원소의 

상호확산에 의한 공정반응과 냉각재 부식에 의한 피복관 감육이 있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고해석 결과를 예측하고 관련 

해석모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핵연료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시의 성능에 

대한 현상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노내 또는 노외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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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핵연료 조사시험을 통해 밝혀진 핵연료의 과도특성 중 HCDA 사고해석과 관련된 

열-물리적 및 재료의 조사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과도운전시 금속핵연료봉 내의 

가스 및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핵연료심 및 피복관의 팽윤, 핵연료-피복관의 

기계적 거동, 핵연료-피복관의 화학적 거동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2.3.1 금속핵연료의 열적 특성 

 

금속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합금의 조성비, 온도, 기공도에 의해 좌우된다. 연소도가 

증가하면서 핵연료 내부에 생성되는 기공들의 영향과 또 기공들이 상호 연결되면서 

균열부위로 충진소듐이 유입되는 영향으로 열전도도가 변화한다. 따라서 과도상태 

시 핵연료 온도분포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합금의 조직변화에 따른 

열적 과도성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의 열적 물성치를 표 2-1 에 비교하였다.  

 

산화물핵연료는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열전도도는 감소하지만 금속핵연료는 

이와 반대로 온도가 증가하면 열전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금속핵연료는 온도가 

상승하는 과도사고시 냉각재로 열전달이 더욱 잘 이루어져 사고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금속핵연료는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간극을 소듐으로 채워줌으로써 (sodium 

bonding, 충진소듐) 저 연소도에서 간극이 넓을 때에도 열전달 특성이 크게 

향상된다. U-Pu-Zr 금속핵연료에서는 Pu 함유율(부화도)이 높아지면 열전도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소도가 높아지면 핵분열생성물 축적에 의해 

핵연료봉의 열전도도가 저하된다. 

 

금속핵연료의 열팽창계수는 산화물핵연료보다 크지만 일정 연소도에 도달하면 

팽윤(swelling)에 의해 핵연료심이 피복관에 접착한 후에는 피복관에 구속되어지기 

때문에 핵연료 용융개시 전에 커다란 팽창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 충진소듐은 

핵연료 윗부분의 상부플레넘으로 밀려나게 되므로 열전도도는 더욱 향상된다. 

평형주기초 (BOEC; Beginning Of Equilibrium Cycle)에 핵연료-피복관 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충진소듐에 의해 핵연료 온도변화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출력변화에 따른 반경방향 팽창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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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은 금속핵연료 노심과 산화물핵연료 노심의 전형적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금속핵연료의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정상운전 시 

최대온도는 약 1000K 이하이고 반경방향의 온도 상승폭이 200K 정도로 매우 낮게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장 에너지를 가진다. 양호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금속핵연료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는 더욱 평탄해지고, 특히 핵연료-피복관 

간극에서의 온도강하가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크게 작아진다. 이러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용융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선출력 밀도로 운전이 가능하다.  

 

금속핵연료에서는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도사고시 최대 핵연료 온도가 

발생하는 축방향 위치가 핵연료영역의 중간 높이보다 윗쪽에서 발생한다. 그림 2-

3 의 아래 그림은 핵연료 축방향 온도분포로서 금속핵연료는 양호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최대 온도지점이 핵연료 중간 높이보다 상당히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에 산화물핵연료의 최대 온도는 거의 핵연료 중간 높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는 SSC-K (Kwon et al.,  2002) 코드를 가지고 KALIMER-600 의 정격출력 

시 고온핵연료집합체(hot hannel)의 온도분포를 계산한 것이다 (Kwon et al., 

2006). 유효 핵연료영역은 축방향으로 1.12~2.11m 높이에 위치하며 균등한 높이를 

가지는 10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축방향 노드의 위치는 그림 2-4 에서 

기호(symbol) 위치와 같다. 핵연료의 첫번째 축방향 계산노드는 1.172m 이고 

10 번째 노드는 2.06m 이다. 고온 핵연료집합체의 최대 핵연료 중심온도는 유효 

핵연료 영역의 축방향 60% 위치에서 약 680oC 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듐냉각재와 

집합체덕트는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진다. 

 

금속핵연료봉은 연소초기에 핵연료심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피복관에 밀착되면 

열전달 특성이 향상된다. 적절한 희석밀도로 설계된 금속핵연료봉은 초기 

핵연료심의 큰 열팽창을 수용하고 핵연료-피복관 밀착 후에는 금속핵연료가 

피복관보다 유연한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큰 응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금속핵연료심의 큰 팽창은 음의 반응도궤환을 

유발하므로 결점이 아니고 장점이 된다. 금속핵연료의 빠른 열응답 특성은 비정상 

과도상태에서 피동적인 원자로정지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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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Pu 나 순수 Pu-U 의 경우 용융온도가 낮으므로 Pu 합금의 용융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르코늄(Zr)이 첨가된다. Zr 은 합금핵연료와 austenitic 강인 

피복관간의 원소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Zr 이 없다면 피복관 원소인 니켈과 

철이 핵연료 내부로 쉽게 확산하여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피복관 주변의 

고상온도(solidus temperature, 용융이 시작되는 온도)를 낮추게 된다. 20wt% 

이상의 Pu 성분을 갖는 U-Pu-Zr 합금에서 Zr 성분은 약 10wt% 로 제한된다. 너무 

많은 Zr 성분은 액상온도 (liquidus temperature, 용융이 끝나는 온도)를 증가시켜 

금속핵연료의 사출성형 (injection-casting) 제작시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금속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핵연료 성분인 U 와 Zr 이 반경방향으로 이동하여 재 

분포하는 특성이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非照射 시에도 온도구배 하에 있는 

균일한 U-Pu-Zr 합금에서 확인된다. 핵연료 성분이 이동하면 핵연료의 부위별 

조성이 변화되므로 열전도율이나 기계적 특성이 변화된다. 연소도가 증가하면 

연료심 내의 핵분열생성물 축적으로 인해 연료심의 열전도도는 감소한다. 

금속핵연료는 초기에 급격히 팽윤하여 연료심 내에 기공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 

기공들은 기체 핵분열생성물로 채워진다. 따라서 기공에 의해 연소된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신연료일 경우보다 최대 약 50% 수준까지 감소한다. 

 

초기의 자유 팽윤단계 동안에 충진소듐은 핵연료봉-피복관 간극에서부터 상부의 

가스플레넘으로 밀려나게 된다. 핵연료심 팽윤이 계속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포들이 

핵연료심 내에서 상호연결되고 가스플레넘과 통로가 형성되면 연료심 내의 

핵분열기체는 가스플레넘으로 방출된다. 그러나 최대 팽윤점 근처에서는 오히려 

가스플레넘으로 밀려난 충진소듐이 균열된 틈과 상호 연결된 기포를 통해 연료심 

내부로 침투한다. 이 경우 소듐의 열전도도는 핵분열기체보다 매우 크므로 

연료심의 열전도도는 상당량 회복하여 새 연료 때의 약 70% 수준이 된다. 

 

안전성 관점에서 정상상태 및 설계기준사고 시 핵연료 용융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산화물핵연료에서 연료중심 용융이 설계기준이 되는 이유는 용융연료가 

피복관과 접촉하면 피복관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림 2-3 에서 

보듯이 금속핵연료의 융점은 산화물핵연료의 융점에 비해 매우 낮지만, 

금속핵연료봉의 저장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급격한 피복관 파손은 발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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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핵연료는 융점의 절반되는 온도 이상에서 급격하게 유연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온의 운전조건 하에서는 피복관보다 변형하기 쉽다. 또한 금속핵연료는 

상당량의 용융이 발생하더라도 연료봉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2.3.2 금속핵연료의 중성자 조사 특성 

 

금속핵연료 합금의 주성분인 우라늄은 핵연료 조사상태에 따라 고체상 (solid-

state phase)이 미세구조 차원에서 변화하며, 이러한 재질의 구조적인 변화는 

핵연료의 과도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2.3.2.1 핵분열생성물 거동  

금속핵연료는 핵분열기체 기포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피 증가와 더불어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축적에 의해서도 핵연료 팽윤이 발생한다.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축적양은 연소도에 비례하여 커지지만 그러나 고체생성물에 의한 팽윤은 기체 

생성물에 의한 팽윤보다 훨씬 적으므로, 금속핵연료 팽윤의 주 원인은 연료심 내 

핵분열기체 기포의 생성 및 축적에 의해 일어난다. 피복관의 크리프는 주로 연료봉 

내 기체압력에 기인하므로 핵분열기체 방출거동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및 과도운전 

동안에 핵연료봉의 변형크기 및 파손확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금속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분열기체는 핵연료심 내에 

용해되어 있거나, 결정립 내부와 결정립 계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존재하거나, 

또는 방출되어 핵연료심 내의 자유공간에 존재한다. 연소초기 또는 낮은 연소도 

조건에서는 핵분열기체가 원자 또는 미세한 원자집합체로 연료심의 결정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소도가 증가하면 핵분열기체는 결정립계로 확산하여 기포를 

형성한 후 외부에서부터 원자상태로 확산하여 오는 핵분열기체를 흡수하여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포와 기포가 서로 연결되어 표면이나 또는 균열면에 

도달하면 핵분열기체가 핵연료심 외부로 방출된다.  

 

핵분열기체의 방출률은 연소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림 2-5 에서 보듯이 75% 

희석밀도로 설계된 U-Pu-Zr 합금과 U-Zr 합금의 핵분열기체의 방출 특징은 약 0.5% 

연소도까지는 기체 방출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를 거치다가, 약 1 at% 연소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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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기체가 급격하게 유출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U-5Fs 연료는 상대적으로 

핵분열기체의 유출이 억제되어 2 at% 연소도에서 급격한 유출이 일어난다. 한편 

연소도가 10 at%를 초과하면 핵연료 종류에 무관하게 핵분열기체는 점진적으로 

방출되다가 약 20%의 연소도에서 80%의 핵분열기체가 방출된다 (Pahl et al., 

1990). 

 

이는 1~2 at% 연소도에서 기체기포가 상호연결되어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핵분열기체가 급격히 연료심으로부터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동은 

조사조건 또는 연료조성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며 핵연료심 축방향의 핵분열기체 

잔류율 분포는 거의 균일한 특성을 보인다. 금속핵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거동은 

연료봉의 희석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75% 이하의 희석밀도에서는 

연료성분에 관계 없이 연소도에 따라 유사한 기체 방출거동을 보인다. 그림 2-6 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Barnes (1958; 1964)는 연료팽윤이 약 30%에 

도달하면 기포들의 크기나 밀도에 관계없이 상호연결되어 핵분열기체가 핵연료봉의 

간극과 가스플레넘으로 빠져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2.3.2.2 팽윤 특성 

고속로에 장전된 금속핵연료는 부피팽창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를 팽윤 

(swelling)현상이라고 한다. 팽윤은 주로 핵분열기체가 핵연료심 바깥으로 

방출되지 못하는 저 연소도에서 심하게 일어난다. 그림 2-5 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연소도와 팽윤의 관계를 보면 연소도가 증가하여 핵분열기체의 생성량이 많아지면 

기포로 확산하는 핵분열기체도 증가하므로 기포가 성장하여 팽윤이 일어난다. 

그러나 연소도 증가에 따라 결정립계에 생성된 기포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인접한 

기포와 기포가 합쳐지는 연결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기포가 연료표면 또는 

균열면 등 자유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기포가 자유표면에 도달하면 핵분열기체가 

방출되므로 기포의 성장이 저지되어 팽윤은 더 이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핵연료심 팽윤은 조사성장 (irradiation growth), 결정립계의 기계적 cavitation, 

핵분열기체 기포의 성장 및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축적 등이 원인이지만, 대부분의 

팽윤기구는 비용해성 핵분열기체인 제논(Xe), 크립톤(Kr) 기포의 생성 및 성장에 

의해 일어난다. 이원합금인 U-Pu 은 상대적으로 낮은 용융점과 보통 사용되는 

피복관에 함유된 철과 니켈 성분과의 공정현상으로 인해 고온조건에서 사용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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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지 않다. 이런 경우 비핵분열 원소를 U-Pu 합금에 첨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핵연료-피복관 사이에 텅스텐이나 바나듐과 같은 확산 

억제장벽을 추가할 수 있다. 

 

(a) 핵연료심의 축방향 팽윤 

과출력사고 시 금속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를 유발하므로 사

고완화에 도움이 된다. 열팽창과 더불어 핵분열기체에 의한 팽윤현상에 의해 금속

핵연료의 축방향 변형이 야기된다. 

 

U-Pu-Zr를 포함한 여러 금속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축방향 팽윤 실험결과

가 그림 2-7에 나타나 있다 (Hofman, 1997). 실험에 사용된 모든 핵연료는 EBR-II

에서 조사된 연료이고 초기 희석밀도는 거의 비숫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금속핵연

료는 초기 연소도에 급격한 팽윤이 발생하며 일정 연소도에 도달한 후로는 증가율

이 매우 낮아진다. 대부분의 축방향 팽윤은 핵연료와 피복관이 접촉하는 약 1 at% 

이내의 낮은 연소도에서 일어나지만, 이 시점을 지나면 연료 팽윤율은 피복관의 억

압에 의해 급격히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기체

가 본격적으로 유출하기 시작하는 1~2 at%의 연소도와 관계가 있으며, 연소도의 증

가에 따라 핵연로심의 축방향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만 일정값 이상의 연소도에서는 

성장이 거의 포화되어 완만하게 성장이 일어난다.  

 

75% 희석밀도를 가진 금속핵연료의 경우, 팽윤할수 있는 자유공간은 약 30%가 되며 

등방성으로 팽윤한다고 가정하면 축방향 팽윤은 약 15%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관

측된 핵연료심 길이증가는 등방성 일때의 값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이는 금속핵

연료가 비등방적으로 팽윤함을 나타내며. 특히 금속핵연료 연소초기에 비등방성 팽

윤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난다. Hofman et al.(1997)은 핵연료의 비등방성 팽윤은 고

온인 중심부와 저온인 외곽영역간의 팽윤특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반경

방향의 온도구배가 크거나 상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삼원계 금속핵연료인 경우, 

팽윤이 빠르게 진행되어 외곽부의 균열 발생 및 비등방성을 가중시킨다. 그림 2-7

에서 보듯이 플루토늄 첨가는 연료심 내/외곽에서의 팽윤특성을 더욱 차이나게 하

여 상당한 반경방향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축방향 팽창을 보이는 큰 

비등방성 변형특성을 나타낸다. 플루토늄 첨가량이 많을수록 핵연료심 내의 균열이 

잘 발생하여 반경방향 팽창이 잘 일어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만큼 축방향 팽창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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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은 고온영역에서 핵연료의 횡단면 재질영역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a)는 

3% 연소도까지 조사된 U-19Pu-Zr 핵연료를 횡단면으로 절단하여 microprobe scan한 

것으로 핵연료 균열이 나타나 있다. 그림 (a)에서 금속핵연료 합금성분 중 우라늄

과 지르코늄은 반경방향 재배치가 관측되었으나 플로토늄의 농도는 반경방향으로 

큰 변화가 없다 (Porter et al., 1990).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반경방향 농도가 변

화함에 따라 기공들의 반경방향 분포가 발생하여 사진에서처럼 큰 규모의 식별가능

한 영역이 나타났다. 그림 (b)는 5% 연소도까지 조사된 U-10Zr 핵연료의 횡단면 모

양이다.  

 

이와 같은 비등방성 변형은 연료의 온도구배나 Pu 농도에 의존한다. 핵연료 강성의 

온도 의존성, α-우라늄 결정의 비등방적 조사 성장, 연료 외부에 형성된 크랙 

등이 그 원인이 된다. 각 핵연료 영역에서 핵분열기체 기포의 성장이나 크랙의 

성장율이 틀리기 때문에 반경방향 각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① 외곽영역: 비틀린 것 같은 형상의 큰 기공이 있다. U-Pu-Zr 연료에서는  

이 영역에 크랙이 생긴 것이 많다.  

  ② 중간영역: 겉으로 보기엔 밀도가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미세한  

기포가 많이 존재한다. 외곽영역과의 경계에 이어서 상당히 크게 

연결된 기공이 있다.  

  ③ 중심영역: 구에 가까운 형상의 기포가 존재한다.  

 

금속핵연료봉이 고연소되면 기체 핵분열생성물 이외에도 고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이 중요해진다. 고체상태의 저밀도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 내에 용해되거나 혼

합 석출물을 형성한다. 소듐에 용해되는 원소는 연료심 팽윤에 기여하지 않지만 핵

연료 내에 용해되는 고체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심의 밀도를 감소시켜 팽윤에 영향

을 미친다.  

 

그림 2-9는 과출력시 금속핵연료의 거동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결과를 일본에서 SALT 코드로 계산한 결과이다 (Wright et al., 1986). 그림에서 

측정값은 단시간에 출력을 급상승시켜 연료가 용융할 때 일어나는 연료의 축방향 

성장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의 과출력으로 핵연료가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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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축방향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유출할 수 있다. 즉, 축방향 팽윤은 핵연료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의 압력이 연료봉 상부 가스플레넘의 기체압력과 일치할 때까지 핵연료 내부의 

기포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포와 기포간의 결합이 일어나 기포가 크게 성

장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다 (Lee, 2001). 핵연료의 축방향 팽윤은 연료가 

팽윤하기 전에 내부에 잔류하는 핵분열기체의 양과 그리고 가스플레넘의 기체압력

에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연소도에 의존한다. 즉, 연소도가 2 at%까지는 핵분열기

체의 연료 내부 잔류량이 많으므로 핵연료심 팽윤이 크게 일어나는데 비해서 연소

도가 증가하면 핵분열기체의 방출량이 많아지므로 핵연료심 내부에 핵분열기체의 

잔류량이 줄어들어 그 만큼 핵연료심의 팽윤이 작아진다. 

 

(b) 피복관 팽윤 

초기의 고속로 핵연료봉 피복관으로 사용된 316 SS 는 높은 팽윤특성으로 인해 

고연소도 달성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피복관의 재질은 316 스테인레스강, D9 과 

같은 오스테나이트강에서 저팽윤 특성의 마르텐사이트강인 HT9 로 바뀌었다. 현재 

HT9 의 팽윤에 의한 연소도 한계까지는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FFTF 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여 24% 연소도까지 조사된 실적이 있으며 30%의 연소도 달성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Leggett, 1993). HT9 강은 고온강도 및 부식 저항성이 좋고 조사 크리프 

및 팽윤 저항성이 월등히 뛰어나므로 소듐냉각고속로의 금속핵연료 뿐만아니라 

산화물핵연료의 피복관, 집합체덕트, wire wrap 등의 노심 구조재료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재료이다. 

 

마르텐사이트 강인 HT9 은 3.7×1023 n/cm2 의 조사량까지도 전혀 팽윤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Pinter et al., 1993) 금속핵연료의 설계 연소도까지는 피복관 팽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은 연소도에 따른 여러 피복관의 

직경 변화율을 나타낸 EBR-II 조사시험 결과이다. 이때 피복관 변형은 팽윤과 

크리프에 의해 발생한다. 노내 조사시험 결과 75% 희석밀도 연료봉은 18% 

연소도까지도 FCMI 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연소도 조건에서 고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연료팽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금속핵연료뿐만 

아니라 산화물핵연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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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9 은 고연소도에서 피복관 변형이 적으므로 현재의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의 

피복관 재질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2-10 에서 보듯이 16 at% 연소도에서 변형율은 

오직 1% 정도이고 핵연료의 희석밀도는 초기 75%에서 약 85%로 변한다. 이 

연소도에서는 팽창특성이 낮은 재질일지라도 외관상 FCMI 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피복관 크리프 변형은 오로지 가스플레넘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금속핵연료의 

경우 FCMI 에 의한 피복관의 외경변화는 가스플레넘의 압력에 의한 크리프 변형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가 피복관과 접촉할 시점에서는 

연료심 합금은 구멍이 뚫린 스폰지 같은 특성을 보여서 연료심의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90% 이상의 고 희석밀도 연료라든지 20 at% 이상의 

고연소도 연료에서는 비압축성인 고체 핵분열생성물 팽창 등의 이유로 FCMI 현상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2.3.2.3 핵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 

금속핵연료-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FCMI)은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파손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핵연료 크리프(creep)와 깊은 관계가 있다. 금속핵연료봉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기포나 공동에서 핵분열기체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핵분열기체 기포의 내부압력은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기공들간의 상호연결로 인해 연료심 자체가 스폰지와 같은 압축성을 가져서 

피복관과 접촉시 FCMI 가 억제된다. 

 

피복관의 주 목적은 핵연료와 냉각재 사이의 물리적인 방사능 장벽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핵연료심의 팽윤을 억제하는 역할도 있다. 팽윤하는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피복관 안쪽에 마련하면 주어진 기포압력은 낮아진다. 핵연료봉 

내의 자유공간은 일반적으로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줌으로써 

확보하며 이 간극에 소듐을 채움으로써 핵연료심에서 피복관으로의 열전달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핵연료봉 설계에서 핵연료 상부에 위치하는 가스플레넘의 

부피는 핵연료 팽윤으로 인해 핵연료-피복관 간극이 없어지면서 상부로 밀려 

올라오는 충진소듐의 부피와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다.  

 

Tsai 는(1991) 심각한 FCMI 가 발생하는 실제 희석밀도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 

희석밀도가 85%인 HT9 피복관-핵연료를 일반적인 75% 희석밀도 연료와 더불어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그림 2-1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초기 희석밀도가 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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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소도가 약 12% 이전에서는 고체 핵분열생성물 축적에 의해 연료봉 

희석밀도가 85%에서 95%로 증가할 때 피복관 변형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열린 기공이 어느 수준까지 커지면서 상당한 핵분열기체가 방출되므로 

FCMI 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의 희석밀도를 85% 이상 

증가시키면 고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FCMI 가 실제 명확하게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팽윤특성이 없는 피복관을 사용하더라도 초기 희석밀도를 75%로 

유지한다면 제한된 고연소도까지 심각한 FCMI 의 발생 없이 노내 연소가 가능하다.  

 

그림 2-12 는 U-10Zr 금속핵연료와 HT9 피복관으로 구성된 핵연료봉의 EBR-II 

조사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4% 연소도까지는 피복관 

변형량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연소도부터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 

이는 14% 연소도까지는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가스플레넘 압력증가가 변형의 

주요 원인이지만 그 이후의 연소도에서는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축적에 의해 연료심 

내의 열린 기공들이 막히게 되어 결국 FCMI 에 의한 경계압력의 증가로 인해 

변형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3 금속핵연료의 화학적 특성 

 

금속핵연료의 핵연료심과 피복관 경계면에서의 핵연료-피복관의 화학적 상호반응 

(FCCI, Fuel Cladding Chemical Interaction)은 금속핵연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FCCI 에 의한 공정반응은 여러 종류의 합금원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다원소 확산문제이다. FCCI 가 금속핵연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외 확산실험과 

照射시험이 수행되었다. 

 

FFCI 의 첫번째 영향은 피복관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핵연료-피복관 경계영역에 공정반응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저융점 물질을 형성시켜 

피복관의 두께를 감육시키는 것이다. FCCI 에 의한 용융문제는 원자로가 

정상운전하는 조건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지만 고온 과출력 

상태에서는 금속핵연료의 건전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FCCI 현상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소초기에 희토류 

핵분열생성물이 축적되기 전에는 핵연료-피복관의 조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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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그 후에는 희토류 원소의 확산이동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금속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질 중의 하나인 희토류 원소는 연료합금 외곽으로 이동하여 핵연료-

피복관 경계면 부근에 축적되고 동시에 피복관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피복관 성분 중의 한 원소인 니켈(Ni)은 우선적으로 핵연료 속으로 

확산함으로써 피복관 내에 Ni-고갈층을 형성시켜 피복관 표면에 페라이트 층을 

생성한다. 보통 Ni 은 핵연료 내부로 매우 깊이 확산되며 그 확산깊이는 핵연료 및 

피복관의 성분에 따라 변하지만 피복관의 Ni-고갈층보다 몇 배로 크다. 핵연료 

내에서 원소의 상호확산은 피복관 내면을 취하시켜 피복관의 유효두께를 

감소시킨다. 고연소시 세륨(Ce), 니오디움(Nd) 등은 핵연료-피복관 공정반응을 

촉진시키며, 세슘(Cs), 텔루륨(Te) 같은 핵분열생성물은 부식작용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정상운전 조건에서 FCCI 거동은 과도상태의 FCCI 초기조건이 된다. 즉 핵연료 

합금쪽으로 이동한 피복관의 원소성분은 핵연료 합금의 융점을 떨어뜨리고 

과도상태시 액상침식 최저 한계온도를 감소시킨다. 이때 피복관 내면 부근에서 

축적되는 연소도의 함수인 희토류 핵분열생성물질이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얻어진 액상침식의 최저 한계온도는 650~675℃ 이며 이와 같은 시험자료는 

금속핵연료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Hofman et al, 1997).  

 

U-Pu-Zr 핵연료와 HT9 피복관을 사용한 FBTA (Fuel Behavior Test Appratus) 시험 

(Cohen et al., 1993)을 통해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핵연료-피복관 

경계면에서의 액상화합물 형성에 대한 문턱온도는 시험시간과 연소도의 함수이다. 

5.6% 연소도인 경우, 액상 형성에 대한 문턱온도는 시험시간을 1 시간 유지시 740-

770℃, 7 시간 유지시는 725℃ 였다. 시험시간이 길어질수록 액상 형성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시험중에 계속적인 Fe 의 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11% 연소도인 

경우, 액상 형성의 문턱온도는 1 시간 유지시 650-675℃, 12 시간 유지시는 650-

660℃ 였다. 고연소도로 갈수록 공정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란탄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이 핵연료-피복관 사이로 이동하여 저융점 합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복관 침투속도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연소도 

연료봉에서 란탄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이 더 많이 존재함으로써 상호확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2-13 은 (Walters, 1989)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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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감소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검게 표시한 심볼들은 

공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정반응에 대한 문턱온도는 연료, 피복관, 운전조건 (연소도, 출력 이력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700℃ 이상이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로의 경우 그림 2-3 에서 보듯이 정상 운전상태 조건 하에서 연료심과 피복관 

접촉부위 온도는 700℃ 이하로 유지된다. 그러나 비정상운전 조건하에서는 

핵연료의 국부적인 가열로 인해 온도가 700℃를 상회할 수도 있다. 비보호사고와 

같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비정상 운전 조건하에서는 핵연료심의 첨두 

표면온도가 79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나, 그 체류시간 및 연소도에 따른 구체적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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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형태 금속핵연료 산화물핵연료 

성분 U-15Pu-10Zr UO2-20PuO2 

밀도, g/cm3 15.8 10.6 

열전도도, W/cm-oC 0.22 0.023 

비열, J/g-oC 0.38 0.20 

열팽창계수, oC-1 2.0ⅹ10-5 1.2ⅹ10-5 

핵연료봉 열응답상수, sec ~ 0.3 ~ 3 

공융반응 온도, oC 715 NA 

용융온도, oC 1160 2750 

간극 열전도도, W/cm-oC 100 ~ 1 

표 2-1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의 열적 물성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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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SAT

TSAT

물
2250 psia

소듐
14.7 psi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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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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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1  물과 소듐냉각 챈널에서의 비등 시작 순간 비교 

          (Okrent and Fauske, 1972) 

그림 2-2 물과 소듐의 비등에 의한 기포형상 차이 

물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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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의 노심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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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ALIMER-600 정격출력시 고온핵연료집합체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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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핵연료 부피증가에 따른 핵분열기체 방출량(Beck et al., 1968) 

그림 2-5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기체 방출량(Hofma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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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소도 변화에 대한 금속핵연료 축방향 팽윤 

           (Hofma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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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금속핵연료의 고온영역 횡단면 재질변화 

(Porter et al., 1990). 

(a) 3 at% U-19Pu

 (b) 5 at% U-10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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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과도출력에 의한 연료용융시 축방향 성장률 

          (Wright et al., 1986) 

그림 2-10 팽윤과 크리프에 의한 금속핵연료 피복관의 직경변화율  

(EBR-II 조사시험; SA: solution annealed, CW: cold-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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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희석밀도에 따른 피복관 팽윤 및 핵분열기체 방출량. 

 HT9 clad U-19Pu-10Zr Fuel, 12.5 at% Burnup (Tsai, 1991) 

그림 2-12 EBR-II 에서 조사된 U-10Zr/HT9 핵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피복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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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두께 감소속도의 온도 의존성 

(Walter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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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핵연료 소듐냉각 원자로의 HCDA 해석모델  

 

원자로정지가 되지않는 유량상실사고(LOF)나 과출력사고(TOP)와 같이 발생빈도가 

매우 희박한 가상사고가 발생하면 출력과 노심유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거나 소듐냉각재가 가열된다. 금속핵연료 노심에서는 도플러 

반응도궤환과 소듐밀도 반응도궤환과 더불어 핵연료의 축방향 및 노심의 반경방향 

열팽창으로 인한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이 피동적으로 제어되어 

소듐비등이나 핵연료 용융까지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GEN 

IV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사고저항(accident resistance), 사고보호 (accident 

protection), 사고완화(accident mitigation) 개념을 심층방어 측면에서 안전계통 

설계에 구현하고 있으므로 비보호사고와 같은 HCDA 기인사고가 노심붕괴까지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과도사건 동안 원자로 비상정지 없이도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이 자체적으로 감소하는 자기출력제어 

특성이 있는데, 이는 원자로의 피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일단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 생성열이 감소하면 열전달계통의 열제거 성능요건이 

완화되므로 비교적 구동력이 작은 피동식 열전달계통에 의해 효과적으로 노심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심에서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은 노심 

열제거량에 균형을 맞추어서 자동으로 제어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궁극적으로 

노심의 순반응도가(net reactivity)는 일정값으로 수렴하고 출력 역시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TOP 시 노심에 삽입되는 초기 반응도가 너무 커서 피동적인 반응도궤환에 

의한 출력제어 수준을 초과하게되면 핵연료 용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LOF 시 

임의의 원인에 의해 노심냉각이 불충분하여 소듐비등이 발생하면 양의 반응도궤환 

효과로 인해 출력폭주가 일어나고 결국 핵연료가 용융된다. 이런 원인에 의해 

대규모 소듐비등이나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면, 냉각능력이 상실된 조건에서 

용융연료의 밀집으로 인한 즉발임계가 가능하므로 출력폭주에 의해 전노심이 

붕괴되는 HCDA 로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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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CDA 초기단계에 핵연료심 내부가 용융하기 시작하면 핵연료심 내부에 

캐비티(cavity)가 생성된다. 캐비티는 용융핵연료와 핵분열가스의 혼합물로 

채워지며 용융이 계속되면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 HCDA 

천이단계에서는 다음 두 가지 현상 중 하나가 서로 경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1) 용융캐비티가 축방향으로 계속 확장하여 용융캐비티가 결국 핵연료심의 

상부까지 도달하면, 용융핵연료는 핵연료봉 내부의 상부플레넘(축방향 

블랭켓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플레넘)으로 분출됨으로써 핵연료 영역이 

축방향으로 확장 재배치된다. 따라서 핵연료봉이 파손되기 전에 큰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발생한다.  

(2) 용융캐비티가 반경방향으로 확장하면 피복관이 가열되어서 결국 피복관 파손이 

발생한다. 용융핵연료가 파손부위를 통하여 냉각재챈널 내로 분출되면 

챈널유동에 의해 용융핵연료는 노심 입구 및 출구 플레넘으로 분산되어 큰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발생한다.  

 

HCDA 동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노심 내부에서 발생한다. 유량, 온도, 노심 

출력의 변화는 매우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소듐비등이나 핵연료와 

피복관의 가열 및 용융으로 인한 각 재질의 밀도변화는 반응도궤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핵분열반응을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킨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속로에서 HCDA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물리적 현상으로는 핵연료 

용융, 피복관 파손, 핵연료심 내부에서 용융핵연료의 이동 및 재배치, 

용융핵연료의 냉각재챈널 방출에 따른 파편화 및 분산, 핵연료와 노심구조물로 

구성된 혼합용융물의 이동 및 재냉각, core catcher 에서 혼합용융물의 포집, 

원자로하부 소듐풀에서 용융혼합물 debris 의 냉각 등이다. 이 외에도 

냉각재챈널에서 소듐비등에 따른 기포의 생성, 팽창 및 이동, 정상상태 및 

과도기간 동안 금속핵연료의 열적⋅핵적 물성치 변화 등과 같은 부수적인 현상이 

동반된다.  

 

본 장에서는 ANL 의 SAS4A (Cahalan et al., 1979; 1994; Tentner et al., 1985; 

1987) 전산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HCDA 초기 및 천이단계의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금속핵연료 노심의 HCDA 현상과 이를 모의하기 위한 해석모델을 소개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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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소개되는 SAS4A 코드의 이론적 배경 및 그림 등은 모두 공개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확보 가능한 내용이다.  

 

3.1 SAS4A 전산코드 개요 

 

SAS4A 코드는 ANL 이 개발한 SAS 계열 전산코드의(MacFarlane, 1970; Dunn et al., 

1974; Stevenson et al., 1974; Wider et al., 1982) 최근 버전으로서 

산화물핵연료는 물론 금속핵연료 노심의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SAS4A 는 ANL 이 노내 실증실험과 노외실험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현상학적 해석모델을 기반하고 있으므로 최적방법으로 중대사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산코드라고 할 수 있다. 산화물핵연료에 대한 HCDA 

해석코드로는 SAS4A 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다수가 존재하지만, 금속핵연료 

노심에 대한 HCDA 사고해석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는 

SAS4A 가 국제적으로 유일하다. 이는 2 장에서 언급한데로 금속핵연료에 대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가 ANL 에서만 유일하게 꾸준히 수행되어졌기 때문이다.   

 

SAS4A 코드는 비보호사고는 물론 중대사고 조건에서 노심거동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차계통 소듐루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원자로 

노심이다. 노심에서 유량, 온도, 반응도 변화는 매우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어 있다. 

소듐비등과 핵연료나 피복관의 가열에 의한 물질의 밀도변화는 반응도궤환 효과를 

야기하여 핵분열반응을 가속 또는 감속시킬 수 있다. 이처럼 반응도궤환을 통한 

핵적 상호연계는 원자로 거동을 모의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노심에서 과도기간동안 핵연료봉의 성분별 밀도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상세모델이 

요구된다. 연쇄핵분열반응의 변화는 매우 빠른 출력변화를 야기시켜 결국 

사고전개의 시간스케일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므로 시간제어를 위한 복잡한 모델이 

SAS4A 에서는 필수적이다. 금속핵연료 노심에 대한 SAS4A 의 비보호사고 해석결과에 

의하면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 핀 내부에서의 용융핵연료 재배치, 노심구조물의 

열적-기계적-핵적 영향에 의한 반응도궤환 효과와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가 

소듐비등이나 에너지폭주와 같은 중대사고 현상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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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4A 는 초기에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하는 루프(loop)형 소듐냉각고속로의 HCDA 

모의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그 후 코드의 해석능력을 확장함으로써 풀(pool)형 

소듐냉각고속로나 가스냉각고속로의 사고해석에도 사용되고 있다. SAS4A 의 첫 

버젼이 개발된 이후 다수의 해석모델이 추가되었으며 많은 실험데이터에 의한 

검증과 다양한 원자로의 사고해석 적용경험으로 인해 코드 계산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SAS4A 는 원래 산화물핵연료의 HCDA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금속핵연료 노심에 적용하기 위해서 ANL 은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모델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L 이 비록 많은 실험을 통하여 금속핵연료의 과도특성을 연구하였지만 중대사고 

기간 중 발생하는 현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세히 모의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나 SAS4A 는 물리현상에 기반한 역학적 해석모델이므로 

특별히 불연속적인 현상이 예측되지 않는다면 실험데이터로 검증된 영역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비록 불확실성은 크지만 적용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처럼 실험데이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모델을 확장한 

계산결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제 2 장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는 열전달 특성과 중성자 

조사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금속핵연료의 용융 및 용융핵연료의 이동, 

피복관 파손 등과 같은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 및 노심을 구성하는 

재료 물성치에 대한 과도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HCDA 사고 단계별로 일어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SAS4A 의 주요 

프로그램은 SSCOMP, DEFORM-5, PINACL, LEVITATE 등이다. ANL 은 이들 금속핵연료 

해석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IFR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수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추게되었다. 

특히 유량상실사고로 인해 금속핵연료가 용융되는 사고경위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 49 - 

SAS4A 코드는 소듐 일차열전달계통(PHTS)의 거동을 상세히 모의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이므로 전력변환계통인 BOP(balance of Plant) 거동은 단순한 모델을 사용한다. 

중대사고 기간 동안에 BOP 거동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여도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중간계통(IHTS)과 증기발생기계통 

(SGS)을 보다 자세히 모의하려면 SAS4A 와 SASSYS-1 계통코드(Dunn and Prohammer, 

1984; Dunn et al., 1985; Dunn and Wei, 1988)를 결합함으로써 발전소 전체계통을 

다룰 수 있다. 통합코드인 SAS4A/SASSYS-1 (Dunn, 1985; Cahalan et al., 1994; 

Tentner, 1991)는 소듐냉각고속로 일차계통의 과도해석과 자연순환에 의한 붕괴열 

제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SASSYS-1 코드는 비교적 상세한 증기발생기 

모델(Pizzica, 1989), BOP 모델(Ku, 1989; Briggs, 1989), 폐쇄 소듐루프의 

자연순환에 의한 붕괴열제거장치 모델(Dunn, 1987a, 1987b)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SAS4A/SASSYS-1 코드는 노심과 일차계통의 과도현상을 상세하게 모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BOP 측은 단순하게 모델링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HCDA 동안 BOP 측의 역할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단순 BOP 모형으로 사고해석이 

가능하다.  

 

SASSYS-1 코드는 원자로를 포함한 일차열전달계통의 열유체 거동을 해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SAS4A 는 낮은 확률의 HCDA 에 대해 residual risk 를 

정량화하기 위한 사고해석에 사용된다. 시간스케일 관점에서 두 코드를 구분하자면 

SASSYS-1 코드는 긴 시간에 걸쳐 계통의 과도거동을 모의하는 반면에, SAS4A 는 

짧은 시간구간의 노심의 과도거동을 모의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의 확장으로 인해 두 코드를 통합한 SAS4A/SASSYS-1 코드를 두 가지 목적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 

 

3.2 SAS4A 전산코드 구조 

 

SAS4A 는 신개념 원자로에서 비보호사고인 UTOP 과 ULOF 같은 HCDA 기인사고 시 

노심에서 발생 가능한 현상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수 많은 육각형 단면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핵연료집합체는 wire-wrap 으로 지지되는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봉의 금속 피복관 내부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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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속핵연료가 들어 있으며, 핵연료봉 외부는 

소듐냉각재에 의해 냉각된다.  

 

SAS4A 는 계산을 단순화하고 계산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을 그림 3-1 과 

같이 여러 핵연료집합체 챈널로 모델링한다. 이 때 각 챈널은 비슷한 열유동 및 

핵적 특성을 갖는 핵연료집합체의 그룹을 나타낸다. 즉, 챈널 내의 모든 

핵연료집합체와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은 동일한 열유동 조건하에서 과도거동을 

겪는다고 가정한다. 이들 핵연료집합체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체 모델링은 

그림 3-2 와 같다. 그림 3-2 의 해석모델은 단일 핵연료와 피복관, 단일 핵연료봉에 

할당되는 평균 소듐냉각재 유로 및 유량, wire wrap 과 집합체덕트를 나타내는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SAS4A 코드의 구조 및 체계는 그림 3-3 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3-3 은 산화물핵연료 노심과 금속핵연료 노심에 대한 SAS4A 계산모듈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DRIVER 는 계산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고, DATSER 는 코드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PROMAT 은 재료 물성치를 계산한다. 각 그룹은 

계산기능에 따라 그림 3-3 과 같이 여러개의 하부 계산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SAS4A 는 정상상태 계산과 과도상태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선 정상상태 계산에서 계산변수가 수렴조건을 만족하면 과도상태 계산을 

수행한다. 

 

DATAIN 모듈은 입력 데이터가 SAS4A 가 요구하는 형식인지 또는 다른 입력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정상상태 계산은 2 개의 모듈에 의해 

수행된다. DEFORM 정상상태 모듈은 다양한 챈널에서 핵연료 照射영향을 과도시작 

전단계(pre-transient irradiation)까지 다루며, SSHTR 모듈은 정상상태에서 

핵연료심과 소듐냉각재의 온도 및 유량을 매 照射 시간구간(irradiation time 

step) 마다 계산한다. SSCOMP 모듈은 삼원 금속핵연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으며, 

그 기능은 금속핵연료가 조사를 받는 동안 각 성분의 반경방향 재분포를 계산한다.  

 

과도상태 계산은 그림 3-3 의 9 개 모듈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매 계산구간 마다 시간함수인 반응도궤환과 노심출력(flux amplitude)은 TS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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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서 계산하고, 일차 및 이차냉각계통의 열유체 과도거동은 PRIMAR-4 모듈에서 

계산한다. 소듐비등 전까지 그림 3-2 의 챈널에서 소듐냉각재, 핵연료심, 구조물의 

열유체 과도거동은 TSCLO 모듈이 계산하는 반면,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은 DEFORM 

모듈이 담당한다. 현재 두개의 DEFORM 모듈이 사용 가능하다. DEFORM-4 모듈이 

산화물핵연료의 기계적 거동을 모의하는 반면에 DEFORM-5 는 금속핵연료의 기계적 

거동을 모의한다. 소듐비등이 발생한 후에는 TSBOIL 모듈이 TSCLO 모듈의 기능을 

대신하여 노심 내부의 소듐냉각재와 핵연료의 열유체 거동을 계산한다. PINACLE 

모듈은 핵연료봉 피복관이 파손되기 이전에 핵연료봉 내의 용융핵연료의 재배치를 

모의한다. PINACLE 은 원래 금속핵연료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산화물핵연료 노심을 해석하는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때 PINACLE 은 핵연료 

종류에 따라 DEFORM-4 또는 DEFORM-5 와 연계한다. CLAP 모듈은 핵연료핀 파손 전에 

용융피복관의 재배치를 모의한다.  

 

냉각재챈널 내에서 핵연료봉의 피복관 파손이 예측되고 용융핵연료의 이동 개시가 

예상되면 PLUTO2 와 LEVITATE 모듈중 하나가 계산을 시작한다. PLUTO2 와 LEVITATE 

모듈은 핵연료봉 파손 이후에 노심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모의하며, 이 때 

중성자 동특성 모듈인 TSPK 와 PRIMAR-4 모듈은 독립적으로 계산을 계속 수행한다.  

 

각 챈널에서의 계산은 주 타임스텦(primary time step)이 끝나는 동안 진행된다. 

핵연료가 파손되고 챈널내부에 소듐비등이 발생하는 고출력 상태에는 LVITATE 

모듈에 의해 계산이 수행되는 반면에, 챈널내부에 액체소듐이 여전히 존재하는 

저출력 상태에서 핵연료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PLUTO2 모듈이 계산을 담당한다. 

계산구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각 챈널에서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합산되고, TSPK 

모듈이 점근사동특성과 일차섭동이론을 사용하여 반응도궤환과 노심출력을 

계산한다. SAS4A 는 핵연료나 블랭켓 같은 중요한 노심 챈널만을 모델링하고 

제어봉, 반사체 및 차폐체 같은 집합체와 노심 외부계통에서의 열유체 거동은 

PRIMAR-4 모듈이 계산한다.  

 

SSCOMP 는 핵연료의 과도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조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SSCOMP 는 U-Pu-Zr 삼원합금 핵연료핀의 반경방향 성분 재배치를 

모의하여 각 영역의 물성치를 계산한다. 계산된 과도상태의 열적 물성치는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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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연료 용융계산에 사용된다. 금속핵연료는 핵연료-피복관 경계에서 발생하는 

공정반응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피복관이 침식될 수 있으므로 지르코늄 

성분을 첨가하여 공정온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U-Pu-Zr 금속핵연료는 rmfla2-8 과 

같이 각 구성원소와 핵분열가스가 핵연료심 내부에서 반경방향으로 확산 이동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분이 구별되는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반경방향으로 나누어진 각 영역의 구성성분이 다르므로 열적 물성치 역시 달라지며 

이로 인해 과도사고 시 핵연료의 거동이 영향을 받는다.  

 

LEVITATE 와 PLUTO2 는 핵연료가 냉각재챈널로 분출된 후 축방향 챈널유동에 의해 

용융핵연료가 분산되는 현상을 모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속핵연료봉의 피복관 

파손은 2.3.1 절에서 설명한데로 최대온도가 나타나는 비교적 노심상부에서 

발생하므로, 일단 피복관이 파손되면 용융핵연료는 핵분열가스에 의해 가압된 

핵연료봉에서부터 냉각재챈널로 방출된다. 방출되면서 파편화된 용융물은 

냉각재챈널의 유동조건에 따라 노심내부에 분산 재배치되며, 이로 인해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유발되어 출력을 떨어뜨린다.  

 

3.3 SAS4A 의 HCDA 주요현상 해석모델 

 

신개념 소듐냉각고속로의 설계특성인 노심 고유안전성과 피동식 열제거계통 등으로 

인해 과거에는 초나 분 단위 밖에 견딜 수 없었던 HCDA 과도사건이 지금은 시간 

단위까지 확대되어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계산의 

효율성이 모델개발의 주요 관건이 되었다. 역학적인 해석모델은 시험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영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외삽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금속핵연료와 같이 실험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석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확장된 시간범위에서 핵연료 파손에 대한 여유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3.1 일차열전달계통 열유체거동 해석 

 

PRIMAR-4 모듈은 일차(PHTS) 및 중간(IHTS) 열전달계통의 냉각재 압력, 유량, 

온도를 계산한다. 이 모듈은 완만한 운전과도 조건이나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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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서부터 급격한 비보호과도사고인 UTOP 이나 ULOF 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4 는 PRIMAR-4 가 모의하는 일차계통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PRIMAR-4 는 원자로 일차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기기모델과 배관의 

위치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루프형태 또는 풀형태의 소듐냉각고속로 계통을 

모의할 수 있다. 넓은 과도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수치해석은 semi-implicit 또는 

fully implicit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적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SAS4A 코드는 계통의 열유체해석을 위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PRIMAR-1 은 

단순한 해석모듈인 반면에 PRIMAR-4 는 보다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다. PRIMAR-1 은 집합체 내의 열유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로서 일차 및 이차계통의 상세한 열유동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사용된다. 여기서 최소의 정보는 집합체 입구 및 출구 플레넘의 압력, 

집합체 입구 온도, 집합체에서 역류방향 유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구플레넘의 

온도를 의미한다. 이들 변수들은 시간의 함수로서 SAS4A 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PRIMAR-4 는 열전달 소듐루프에서 입구 및 출구 플레넘, 배관, 펌프, 밸브, 

중간열교환기, 증기발생기, 풀형 원자로에서의 저온 및 고온풀 등에서 열전달과 

유동을 계산한다. 이 때 각종 기기들은 모듈라식(modular approach)으로 

취급하므로 사용자는 이들 기기를 사용하여 임의의 형태로 계통을 구성할 수 있다. 

각종기기의 운전 또는 성능변수는 사용자 입력으로 제공한다. 각 기기부품은 

코드에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모델링되므로 부품의 추가, 삭제, 변경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RIMAR-4 는 모듈은 정상상태 계산과 과도상태를 계산하는 부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다. 과도상태를 계산하는 부프로그램은 액체 냉각재 유량과 압력을 

계산하는 열유체 유동모델과 카바가스 사이의 가스유량을 계산하는 가스 

유동모델이 있다. SAS4A 와 SASSYS-1 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코드로서 ANL 은 

두 코드를 결합하여 통합바젼인 SAS4A/SASSYS-1 을 만들었다. SAS4A 의 PRIMAR-4 

모듈은 SASSYS-1(Dunn and Prohammer, 1984)의 PRIMAR-4 모듈과 비슷하지만 

증기발생기 모델은 SASSYS-1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SASSYS-1 코드는 핵연료 

용융과 용융핵연료의 재배치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결과가 심각하지 않는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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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PRIMAR-4 의 일부 기능은 HCDA 해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차계통 및 입구플레넘에서의 유동영향은 소듐비등이나 핵연료-냉각재 상호작용에 

의한 노심 보이드율을 매우 크게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Dunn, 1976). 

 

3.3.2 핵연료 과도성능 해석 

 

노심 내 집합체의 열유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냉각재 유량은 물론 핵연료, 

피복관, 냉각재와 구조물의 온도계산과 더불어 핵연료와 냉각재의 용융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5 는 SAS4A/SASSYS-1 코드가 핵연료 온도계산에 사용하는 

챈널노드 구조로서 집합체의 전체 길이를 모의하고 있다. SAS4A 는 노심을 그림 3-

2 와 같이 핵적 및 열유체적 특성에 따라 그루핑된 여러 챈널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핵연료와 블랭켓 집합체는 상세한 계산노드를 사용하는 반면에 비핵연료 

집합체는 단순한 계산노드를 사용한다. 그림 3-5(a)는 SAS4A 가 모의할수 있는 

일반적인 집합체챈널 모델링을 나타내며, 3-5(b)는 KALIMER-600 집합체를 모의하기 

위한 챈널모델이다. KALIMER-600 집합체에는 축방향 블랭켓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핵연료에 인접하여 아래와 윗쪽에 축방향 블랭켓이 위치할 수 있으며 

가스플레넘 역시 축방향으로 양쪽에 존재할 수 있다. 핵연료 내부에서 반경방향 

계산노드는 계산목적에 따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으나 피복관 및 냉각재 챈널은 

각각 3 개 및 1 개의 계산노드만을 가질수 있다. 집합체덕트를 나타내는 구조물 

(structure)은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wire-wrap 의 질량을 포함하며 계산노드는 

2 개이다. 냉각재와 핵연료의 계산노드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계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SAS4A 는 과도해석용 코드이지만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의 온도와 냉각재 압력을 

계산한다. 정상상태의 해는 과도방정식에서 모든 시간 도함수를 제거함으로써 쉽게 

구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상태 계산은 과도상태 계산에서 출력과 유량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계산결과가 일정값으로 수렴하기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정상상태 

온도는 과도상태시 사용하는 공간차분방정식으로 나타낸 에너지보존식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해를 구함으로써 빠르게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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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유체 계산은 다양한 해석모듈에 의해 수행되며 각 모듈은 특정한 물리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정상상태 열유체 해석모듈은 과도상태의 초기값을 제공한다. 

소듐비등이나 핵연료 파손이 발생하기 전의 과도온도는 소듐비등전에 사용하는 

모듈인 TSHTRN 에 의해 계산한다. TSHTRN 은 축방향의 핵연료, 피복관,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를 동시에 계산하며, 이 때 Crank-Nicholson 차분법을 사용하여 

타임스텝이 큰 경우에도 수치적 안전성을 유지한다. 소듐비등이 발생하면 핵연료핀 

온도는 TSHTRV 에서 계산되며 이 모듈은 소듐비등 모듈과 연계되어 있다. 과도기간 

동안 PINACLE 모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온도계산은 PNHTR 에 의해 수행된다. 이 

때 PNHTR 은 핀 캐비티 경계에서 PINACLE 과 연계되고, 피복관-냉각재 경계에서는 

냉각재 열유체 모듈과 연계한다.  

 

핵연료 파손이 시작되면 PLUTO2 또는 LEVITATE 모듈이 사용되며, 이 때 건전한 

핵연료핀의 온도는 PLHTR 에서 계산한다. PLUTO2 와 LEVITATE 모듈은 핵연료-캐비티 

경계영역에서는 핵연료핀 내 핵연료용융 모델과 연계되어 있으며, 피복관-냉각재 

경계영역에서는 챈널 열유체 모델과 연계되어 있다. TSBOIL, PLUTO2 또는 LEVITATE 

모듈은 피복관 외부표면에서의 열유속을 계산하여 TSHTRV, PNHTR, 또는 PLHTR 에 

제공한다. 핵연료가 국부적으로 용융되는 경우 PINACLE, PLUTO2, 또는 LEVITATE 는 

핵연료캐비티에 존재하는 용융핵연료의 온도를 계산하고, PLHTR 과 PNHTR 모듈을 

위해 캐비티 경계면에서의 열유속을 제공한다. 이들 중 중요한 해석모듈에 

대해서는 HCDA 전개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열전달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열적 물성치의 

과도변화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림 2-8 에서 볼 수 있듯이  

照射된 U-Pu-Zr 핵연료에서 관측되는 다영역 핵연료 구조가 핵연료봉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U-Pu-Zr 금속핵연료 노심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값이 필요하다. 

- 정상상태 온도분포에 근거한 영역경계(zone boundaries)와 영역이 

천이되는(zone transition) 온도 

-   영역과 온도의 함수로서 입력되는 핵연료 물성치 

금속핵연료 노심을 해석하기 위한 SAS4A 초기버젼에서는 오직 영역의 영향만 받는 

열전도도와 액화온도 및 고화온도를 고려하고 반경방향 질량과 출력분포는 



- 56 -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으로 핵연료 팽윤, 연료성분의 

재분포, 재조직(restructuring)을 고려하기 위해 노드경계와 노드질량 분포를 

변경시키는 해석모델이 금속핵연료 모듈인 DEFORM-5 에 추가되었다. 

 

노심에서 출력을 계산하는 TSPK 모듈은 점근사동특성(point kinetics) 방법을 

사용하여 중성자 동특성계산을 수행한다. 반응도궤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도플러, 소듐기화, 핵연료 축방향 팽창, 노심 반경방향 팽창, 제어봉구동축 팽창이 

있다. 이들 반응도궤환 기구는 핵연료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상운전 조건에서 그 

영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핵연료가 용융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핵연료봉 내부에서 

용융연료의 이동이나 재배치에 의한 반응도궤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핵연료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용융연료가 냉각재챈널로 방출 분산됨으로써 반응도궤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SAS4A 는 용융연료의 이동과 재배치에 의한 반응도궤환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비보호사고인 ULOF 나 ULOHS 의 

사고결과는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의 크기와 발생시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해석모델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크다. 

SAS4A 의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모델은 FFTF 반응도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Wigeland, 1987), NUBOW-3D 에 의한 상세 계산결과와도 비교 검토되었다. 

 

3.3.3 금속핵연료 물성치 계산 

 

U-Pu-Zr 삼원합금 금속핵연료는 고속로핵연료로서 큰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Walters et al., 1984). 최근에는 ANL 이 설계한 IFR 

(Integral Fast Reactor; Chang, 1992; Till et al., 1997; Wade et al., 1997) 

개념에서 U-Pu-Zr 합금을 핵연료로 사용하였으며, KALIMER-600 의 핵연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EBR-II 조사후시험 결과에 의하면 연소 중인 U-Pu-Zr 금속핵연료핀의 단면적은 

핵분열생성물과 핵연료 성분의 반경방향 확산결과에 따라 중심, 중간, 외곽의 세 

동심 환형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 환형영역은 성분조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각 영역의 밀도 및 핵연료 물성치는 다른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핵연료핀 

내부의 환형영역 형성은 합금성분의 확산현상 때문이지만 아직 그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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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보다 나은 현상적 설명을 위해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6 은 연소 중인 U-Pu-Zr 금속핵연료에서 각 성분별 원소의 확산방향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핀 중심부와 외곽영역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핀 중간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플루토늄과 지르칼로이, 

핵분열생성물은 중간영역에서 핀 중심과 외곽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가진다. 

금속핵연료에서 지르칼로이를 첨가하는 이유는 U 과 Pu 의 용융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지르칼로이 성분이 고갈되는 중간영역의 고상온도 (solidus 

temperature)는 중심영역보다 약 200 K 낮고, 외곽영역 보다는 약 100 K 낮다. 

따라서 금속핵연료에서는 핀 중심이 용융되기 전에 중간영역이 먼저 용융될 수 

있다. 산화물핵연료는 핀이 용융하기 시작하면 핀 중심에 캐비티가 발생하는 

반면에 금속핵연료는 중간영역에 환형의 캐비티가 먼저 생성된다. 핵연료 성분의 

반경방향 재배치와 환형영역의 캐비티 형성은 합금성분과 핵연료 기공도에 따라 

열전도도와 비열을 변화시키므로 U-Pu-Zr 핵연료핀의 열적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핀 내부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역시 핵분열성물질인 U 나 Pu 의 재분포 

영향을 받는다. 

 

SAS4A 의 SSCOMP 부프로그램은 IFR 개념에서 채택된 U-Pu-Zr 금속핵연료의 반경 

방향 성분변화와 열적거동을 모의한다. SSCOMP 는 밀도와 성분비가 서로 다는 

금속핵연료의 세가지 환형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으로 각 영역에 대한 성분비를 

제공받으면, 정상상태 시 핀의 반경방향 출력과 온도분포를 계산한다. SSCOMP 는 

과도상태 시 핵연료용융에 대한 열적 여유도를 계산할뿐 아니라, PINACLE 이 

핵연료핀 파손전 핀 내부 용융핵연료 이동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융핵연료 

캐비티의 생성을 계산한다. 그러기 위해 SSCOMP 는 핵연료봉의 모든 축방향 

노드에서 각 환형영역에 대해 U-Pu-Zr 의 고상온도, 액상온도, 용융잠열 (latent 

heat of fusion)을 계산한다. 그러나 U-Pu-Zr 성분의 변화와 핵분열생성물의 

재배치에 대한 영향은 현재 계산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SSCOMP 는 각 영역의 

합금 조성비, 핵연료성분의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각 영역경계의 반경, 기공도, 

핵연료심의 기하형상 등에 대해 사용자 입력을 필요로 한다. SSCOMP 는 성분 

조성에 의해 결정되는 각 영역의 밀도, 비열, 열전도도, 액상온도 및 고상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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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잠열을 계산한다. 열전도도 계산 시 핵연료내의 기공이 소듐 또는 가스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각 환형영역의 기공도는 전체 핵연료 칼럼 

길이에 걸쳐 균일하다고 가정하며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에 사용자 

입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상상태 원자로 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각 환형영역 별 

합금성분과 영역경계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현상적인 해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3.3.4 소듐비등 현상 해석 

 

SAS4A 의 소듐비등 모델은 노심 열유체 계산에서 소듐비등이 발생한 챈널은 물론 

액체소듐이 존재하는 나머지 챈널과 핵연료집합체의 열전달 계산을 위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소듐비등 해석모델은 실험결과를 잘 모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체 

노심해석에 사용되는 계산시간도 함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듐비등이 

사고해석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모델링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세한 계산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심해석은 복잡한 3 차원적인 

계통특성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단순하게 다룰 수 있다. 첫째로, 

고속로에서의 비등현상은 경수로와는 달리 노심 전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집합체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한다. 둘째로, 집합체덕트는 고체벽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집합체와 유동교환이 없으며, 오직 노심 입구플레넘과 

출구플레넘에서만 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집합체내에서 소듐비등은 

비등이 시작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일차원적인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소듐비등을 

모의하려는 목적은 소듐기화 반응도와 핵연료의 냉각성능을 계산하기 위함이므로 

그외의 소듐비등에 수반되는 다른 현상을 상세히 모의할 필요가 없다. 

  

소듐비등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 

소듐비등은 집합체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정방향 및 역방향 유동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듐비등 시 기체기포와 액체소듐 사이에 급격한 경계면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계면 문제를 풀 때 축방향으로 고정된 

Eulerian 격자를 사용하면 너무 많은 공간격자가 요구된다. 액체소듐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 작은 부피의 노드를 기체기포에 적용하면 너무 많은 노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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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질량보존식과 기체기포의 압력식의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반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듐비등 모델의 주 목적은 소듐기포 반응도 계산을 위한 기포의 크기와 변형율, 

핵연료-피복관 온도계산을 위한 소듐비등 후 피복관 표면에서의 열제거율, 피복관 

운동을 야기하는 기포유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SAS4A 에 사용되는 소듐비등 모델은 

축방향으로 최대 48 개 노드를 사용하여 일차원적인 현상을 모의한다. SAS4A 의 

소듐비등은 그림 3-7 과 같은 일차원적인 a multi-bubble slug ejection 

model(Dunn, 1985; Tentner et al., 1987) 이다. SAS4A 의 각 챈널은 핵연료핀과 

그와 관련된 냉각재와 구조물로 모델링되며, 냉각재챈널 내에서 기체기포는 

액체슬러그에 의해 분리되어 존재한다. 소듐비등 결과 생성된 기포는 냉각재챈널의 

대부분 단면적을 가득 차지하며 소량의 액체소듐만이 피복관과 구조물 벽면에 

필름형태로 남게 된다. SAS4A 모델은 냉각재챈널 내에서 소듐슬러그(slug)에 의해 

분리되는 기포가 9 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액체필름은 고정된 상태에서 기화와 

응축에 의해 필름두께가 변화된다. 반면에 움직이는 기포의 전단력, 피복관 및 

구조물 벽면에서의 항력, 그리고 중력의 복합효과에 의해 필름유동을 고려하는 

동적인 필름 모델링도 가능하다. 이 때 각 기포는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소듐증기 

- 핵연료봉 피복관 손상으로 유출된 핵분열기체 

- 소듐기포의 응축을 못 일어나게 하는 소듐증기와 핵분열기체의 혼합물 

 

액체슬러그의 운동은 기포크기를 결정한다. 기포와 액체슬러그 경계에서의 

기포압력에 의해 액체슬러그 내 비압축성 유동이 생긴다. 따라서 소듐비등 계산은 

기포 내의 압력계산과 액체슬러그의 모멘텀식을 연계하여 풀어야 한다. 기체기포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사용 가능하다. 기포 크기가 작다면 기포 

내부압력이 균일하므로 균일기포압력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기포 

부피의 변화는 액체-기포 경계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며, 기포압력은 부피 변화율과 

피복관과 구조물 벽면에서의 열전달에 의한 기체 생성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액체-기포 간의 경계면에서의 증발은 기포에 기체를 공급해 주며, 이와 반대효과를 

나타내는 응축현상 역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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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포크기가 커지면 액체-기체 경계면에서의 열전달은 무시하고 대신에 

기포내의 기체속도와 축방향 압력구배를 계산한다. 또 기포 내부와 액체-기체 

경계면에서의 각 계산노드에서 매 타임스텦마다 기체압력과 기체질량 유량을 

계산한다. 기포 내부는 열역학적으로 포화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각 노드에서 

기체질량 보존식과 기체운동량 보존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차분을 

사용한다. 각 보존식은 시작 타임스텦의 값에 대해 선형화한 후 fully implicit 

시간차분법을 적용하여 기포내의 압력과 유량을 구한다. 소듐과 기포 사이의 

급격한 경계면에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축방향으로 고정된 Eulerian 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에 Larrangian  이동노드를 사용한다.  

 

기포는 오직 기체만을 포함하며 액체 필름은 피복관과 구조물 벽면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각 벽면에서의 필름두께는 분리하여 계산한다. 이 때 증발과 응축현상에 

의해 필름두께는 변화한다. 임의의 노드에서 피복관 액체필름이 고갈하면 

액체슬러그에 의해 re-wetting 되기전까지는 벽면을 통한 열전달에 의한 증발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비등모델의 특징은 유로의 단면적 변화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핵연료핀과 피복관 운동을 연계시킬 수 있다. 새로운 기포는 고정된 

Eulerian 격자에서 액체슬러그 온도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과포화도를 만족하면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소듐비등 모델에 대해서는 KAERI 기술보고서 (Chang 

and Hahn, 1999; Change et al., 1998; 2006)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소듐비등 모델과 SAS4A 의 다른 주요 모델은 그림 3-8 과 같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소듐비등 모델은 피복관 운동(CLAP)과 과도열전달 모듈로부터 초기값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고, 점근사동특성 모듈에 계산결과를 제공한다. 동특성계산 자료는 

다시 과도열전달 계산에 사용된다. 소듐비등 계산결과는 핵연료 재배치 모델인 

PLUTO2 와 LEVITATE 계산을 위해 초기값을 제공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소듐비등 모델은 SAS4A 의 대부분 주요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7 에 묘사된 비등모델은 광범위한 실험결과 (Grolmes and Fauske, 1970; 

Eisenhawer and Albrecht, 1976)를 기반으로 하여 SAS4A 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Multi-bubble slug ejection model 은 상당한 실험자료를 

근거로하여 설정되었다. 챈널 내에서 다수의 기포와 액체슬러그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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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실험과 노외실험 결과와 비교되었다. ANL 의 OPERA, TREAT (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 SLSF 실험장치와 독일의 KfK 에서 수행된 실험 (Eisenhawer and 

Albrecht, 1976) 및 ONL 의 소듐비등 시험 (Klein and Dunn, 1979)이 해석모델의 

개발 및 검증에 활용되었다. 이들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 SAS4A 의 비등현상 

계산결과는 실제 원자로 조건에서의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듐비등 모델은 TREAT 시험의 7-핀 R 시리즈(Stevenson et al., 1974)에 대해 

시험전 및 시험후 모의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보다 일반화된 검증을 위해 37-

핀 핵연료봉다발의 노내실험인 P3 시험에서(Kraft et al., 1975) 정격출력조건 

하에 시험전 모의계산을 수행하였다. 비교 결과, 역류유동의 시작시간에 대한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의 차이가 실험의 불확실도 범위 내에서 존재하였다. 또한 

입구유량은 실험값과 계산결과가 모두 진동하였지만 평균값과 주기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활용한 검증계산 결과, SAS4A 의 일차원 소듐비등 모델이 

균일한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가진 대규모 핵연료봉다발에서의 소듐비등을 

계산하는데 적합하다고 입증되었다. 반경방향 출력이 균일하지 않거나, 노심외곽 

주변에 강한 냉각부가 존재하거나, 비균일한 노심설계의 경우에 대해 SAS4A 

소듐비등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15-핀 노외실험인 OPERA(Scale et al., 

1982)가 수행되었다. Briggs(1984a, 1984b)가 수행한 SAS4A 계산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과도기간 동안 SAS4A 가 OPERA 실험데이터를 잘 예측하였다.  

 

3.3.5  핵연료심의 기계적 거동 해석 

 

3.3.5.1 산화물핵연료 모델 

DEFORM-4 모듈 (Milles, Jr., 1985)은 산화물핵연료 노심에 대해서 핵연료 

이동모델 계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핵연료와 피복관의 

거동을 계산한다. 소듐비등 전까지 노심 내부의 소듐냉각재와 핵연료핀의 열유체 

거동은 TSCLO 모듈이 계산하는 반면,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은 DEFORM-4 모듈이 

담당한다. 소듐비등이 발생한 후에는 TSBOIL 모듈이 노심 내부의 소듐냉각재와 

핵연료핀의 열유체 거동을 계산함으로써 TSCLO 모듈의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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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핀의 기계적 거동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포함한다. 

- 핵연료 팽윤(swelling) 

- 핵연료 축방향 팽창 

- 핵연료-피복관 상호작용 

- 핵분열가스의 생성과 방출 

- 용융캐비티(molten cavity)의 가압 

 

한편, 일반적으로 핵연료와 피복관 간극은 다음 3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 핵연료와 피복관의 비접촉 

- 핵연료가 피복관을 탄성변형 시키는 접촉 

- 핵연료가 피복관을 소성변형 시키는 접촉 

 

임의의 축방향 위치에서 핵연료는 반경방향으로 여러 노드를 가질 수 있으며, 

산화물핵연료의 경우 반경방향 노드는 그림 3-8 에서와 같이 6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중앙 공동 

- 용융핵연료 영역 

- 고체상의 연속된 핵연료 영역 

- 균열된 핵연료 영역 

- 핵연료-피복관 간극 영역 

- 피복관 

이들 영역은 그림과 같이 반경방향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드에 의해 모델링될 

수 있다. 산화물핵연료는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연소 중에 매우 큰 온도구배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선출력 변화에 의해 심한 조직변화가 발생하여 연료 

중심부에 보이드가 형성된다. 금속핵연료는 용융조건에 도달하며 그림 3-8 과 같이 

핵연료 중심부에 캐비티가 생기지 않고 그림 2-8 과 같이 핵연료 중간부분에 

환형의 용융영역이 발생한다. 

 

과도단계 계산 전에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 63 - 

기공의 이동 (porosity migration), 캐비티 형성, 입자성장 (grain growth), 

핵분열가스 방출, 핵연료와 피복관의 팽윤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AS4A 의 

과도계산 기간은 수 초에서 수 분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이므로 위의 요소 중에 

핵연료팽윤에 영향을 미치는 핵분열가스 생성만을 과도기간 계산에서 오직 

고려하고 있다. 

 

DEFORM-4 에서 핵연료핀 내부의 핵분열가스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핵연료팽윤에 영향을 주지 않는 intragranular 가스와 핵연료팽윤에 영향을 미치는 

grain boundary 가스를 구분함으로써 핵분열가스를 보다 현상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또한 용융캐비티의 가압 및 팽윤현상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다. 캐비티가 

반경방향으로 확장하면 해당되는 반경방향 노드는 캐비티에 흡수된다. 노드 용융이 

핵연료 중심영역까지 확장되면 intragranual 가스는 기포합체 단계에 들어가지만 

grain boundary 가스는 즉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과도기간 전이나 과도기간 동안의 핵연료와 피복관의 열-탄성 기계적 거동은 

(thermo-elastic mechanical) 동일하다. 피복관은 조건에 따라 탄성적이거나 완전 

소성적 재질로 취급할 수 있다. 피복관은 온도와 응력조건에서 크립(creep)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열적 팽창과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변형이 발생한다. 핵연료-피복관 상호작용은 핵연료 팽윤현상에서도 고려한다. 

핵연료는 원주방향응력 (circumferential stress)이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파손응력을 초과할 때 반경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3-9 에서 

핵연료의 균열부피는 열적 및 팽윤효과에 의해 변화한다. 과도기간 중에 균열되는 

부피와 핵분열가스 부피, 핵연료 가공시 초기 기공도를 유지하는 부피 등은 용융시 

열적 팽창을 감당하고 용융캐비티의 압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핵연료핀 

캐비티와 냉각재챈널간의 거리는 피복관 온도와 더불어 피복관 파손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된다. 

 

3.3.5.2 금속핵연료 모델 

DEFORM-5 는(Miles and Tentner, 1988) 금속핵연료 노심의 정상상태 특성과 과도시 

기계적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SAS4A 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핵연료핀 파손에 대한 여유도를 계산한다. DEFORM-5 는 핵분열가스의 생성과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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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심의 축방향 팽창 및 피복관 파손 등을 계산한다. 피복관의 파손위치와 

발생시간은 핵분열가스의 가압에 의한 피복관 응력과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금속핵연료가 피복관에 

비해 강도가 낮기 때문에 금속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은 피복관의 특성에 의해 

지배된다. TREAT M 시리즈 실험결과(Wright et al., 1988)로부터 확보한 

금속핵연료에 대한 현상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DEFORM-5 가 개발되었다. 

 

합금 금속핵연료의 특성은 당연히 해석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복관은 

금속핵연료 보다 상당히 강한 재질이므로 DEFORM-5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피복관의 과도거동에 중점을 두었다. 피복관 거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핀 특성과 더불어 가스플레넘 압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낮은 연소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기공간 상호연결이나 소듐본드에 의한 핵연료-피복관의 커다란 

간극 때문에 피복관에 걸리는 주된 내부응력은 가스플레넘 압력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연소도가 증가하게 되면 핵연료핀 내부에서의 기공(void)이 

상호연결되어 보이드는 결국 가스플레넘으로 방출되므로 피복관 응력은 주로 

가스플레넘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실험적 관측에 기인한다. 피복관 소성변형율과 

파손여유도는 피복관에 작용하는 응력과 피복관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신개념 

금속핵연료에 사용되는 피복관 재질은 SS316, D9, HT9 이며 이들의 물성치는 

SAS4A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DEFORM-5 에서 우라늄-철간의 공정반응으로 인한 피복관 침식영향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은 재질의 

응력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리므로 부하에 대한 저항성능이 감소한다. 침식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피복관 두께의 계산은 단위 계산시간 동안의 온도변화를 

적분하여 구한다. DEFORM-5 모델은 피복관 내부(in-pin)에서뿐만 아니라 피복관 

외부(ex-pin)인 핵연료챈널에서도 용융핵연료에 의한 침식을 함께 고려한다. 

 

DEFORM-5 는 SAS4A 의 다른 계산모델과 연계하여 초기 피복관 파손 가능성을 

감시하고 또 용융핵연료 이동모델 계산이 개시된 이후에도 핵연료핀 파손여부를 

감시하는 계산을 계속 수행한다. 즉, DEFORM-5 는 핵연료 축방향으로 초기 

파손위치와 파손이 확대되는 영역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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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의 건전한 핵연료 위치에서 핵연료 거동을 계산한다. 따라서 초기 피복관 

파손과 더불어 파손영역의 축방향 확산을 일관성 있게 함께 고려한다. DEFORM-5 는 

PINACLE 과 연계되어 있으며 용융연료의 캐비티 경계조건과 용융연료의 재배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EFORM-5 계산결과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면 

파손부위의 냉각재챈널 열유체 조건에 따라 PLUTO2 또는 LEVITATE 계산이 시작된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금속핵연료봉 피복관의 기계적 거동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현상을 포함한다. 

- 핀 내부에서 가압에 의한 피복관 변형율(cladding strain) 

-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 

이들 현상은 모두 DEFROM-5 에 의해 모의될 수 있으며 피복관 파손 여유도를 

계산하는데 함께 고려된다. 

 

(a) 피복관 변형율 

피복관 변형율은 스틸 피복관에서의 소성유동(plastic flow)에 대한 DiMelfi and 

Kramer(1980)와 Kramer and DiMefi(1981)가 개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내부압력 부하를 받는 얇은 셀에서의 피복관 후프응력(hoop stress), σθ,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 내부 압력 

         Pch = 냉각재챈널 압력 

         a = 피복관 내부 반경 

         h = 피복관 두께 

 

얇은 원통형 셀에 하중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후프응력은 다음에 상응하는 응력으로 

전환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응력은 DiMelfi and Kramer 가 개발한 유동식에 

사용된다. 아래 형태의 식은 모든 재료의 피복관에 적용 가능하다. 

( )
h
aPP ch−=θ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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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 상응 변형율 

    εoos = 재질 상수 

    σ = 상응 응력 

    σso = 포화 응력 

     m = 응력 지수 

           Q = 활성화 에너지 

           T = 온도 

 

(b) 공정반응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율은 스틸과 우라늄의 용융시험인 DIP test(Bauer et 

al., 1990)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상관식인 그림 3-10 을 사용한다. 그림에서 

데이터는 1350~1500K 범위에서의 높은 반응율을 일반화된 Arrhenius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UFe2 보호막 파손과 관련되어 있다(Miles Jr. and Tentner, 

1988; Bauer et al., 1990). 1350K 이상에서 급격한 침식율 특성 때문에 과도기간 

동안 피복관 온도가 급격한 침식영역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상관식에서 데이터 

포인트별로(pointwise) 적용하는 방법은 부정확한 결과를 야기하여 침식율을 

저평가할 수 있다. 이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여 과도조건에서 최대한 일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임스텝 동안 온도변화에 해당하는 침식율을 적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간구간 동안 온도는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방법은 긴 시간구간에 걸쳐 적절한 결과를 제공한다. 

 

(c) 피복관 파손(cladding Breach) 

피복관 파손 또는 파손 여유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반응에 의한 침식율과 

내부압력 하중에 의한 응력 약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정반응에 의한 

침식 외에도 소성유동이 일어나면 피복관 두께가 감소한다. 사건 시나리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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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조건에 따라 파손방식이 피복관 침식이나 소성변형율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는 양쪽 모두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DEFORM-5 는 가장 먼저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새로운 피복관 두께는 피복관 응력을 견딜 수 있는지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피복관 파손이 계산 타임스텝 동안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타임스텝에서 피복관수명율(cladding life fraction)을 

계산하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파손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현재 

시간구간에서의 피복관수명율은 이전 시간까지의 손상율에 누적된다. 이 때 누적된 

피복관수명율이 1 이면 피복관 파손을 의미한다.  

 

(d) DEFROM-5 모델 검증 

DEFORM-5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노내실험인 TRAET M 시리즈(Wright et al., 1986; 

Robinson et al., 1985)인 M2, M3, M4 의 실험결과를 활용하였다. 실온에서의 초기 

플레넘 압력은 다른 핵연료봉 값을 참조하였으며 유량은 실험에서 직접 관측하였다. 

플레넘 압력은 플레넘 온도가 증가하면 따라서 상승한다.  

 

TREAT M 시리즈는 EBR-II 에서 연소된 다양한 핵연료핀을 TOP 조건과 비슷한 

과도거동을 겪게 함으로써 핵연료봉 파손전의 핀내부 연료이동 현상을 관측하는 

실험이다. 표 3-1 은 9 가지 핵연료봉 실험결과와 DEFORM-5 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DEFORM-5 는 실험에서 피복관 파손의 발생 여부를 제대로 예측하였을뿐 

아니라 금속핵연료의 파손특성과 과도거동을 적절히 모의하였다. 일부 실험에서는 

핵연료봉 파손이 발생하였지만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M4 실험은 2.4% 

저연소도 핵연료봉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결과 약 90%의 피복관 두께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7.9% 고연소도 핵연료봉을 사용한 M2 실험은 공정반응 침식에 의해 2% 보다 

작은 피복관 두께감소가 있었으며 결국 피복관 변형율에 의해 파손되었다. 4.4% 

중간연소도 핵연료봉을 사용한 M2 실험은 상기 두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제 2 장에서 서술한 금속핵연료의 과도성능과 일치한다. 

저연소도 핵연료봉의 경우, 플레넘 압력이 낮기 때문에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기 

전에 상당한 침식에 의한 피복관두께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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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의 경우에는 높은 플레넘 압력으로 인해 피복관두께가 상대적으로 

클지라도 피복관 변형율에 의해 파손이 발생한다. 

 

DEFORM-5 가 예측한 핵연료 상태와 파손위치는 실험 관측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핵연료봉의 상부영역에서는 100% 연료가 용융되기도 하였으며, 모든 경우에서 

파손위치는 피복관 온도가 최대인 핵연료핀 상부였다.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은 상당히 많은 연료가 용융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 

 

3.3.6 피복관 재배치 현상 

 

CLAP 모듈은 산화물핵연료 노심사고시 집합체가 소듐기화상태 조건이지만 핵연료 

기하적 형태는 건전성을 유지할 때 피복관 용융과 재배치를 계산한다. 

산화물핵연료는 피복관보다 매우 높은 용융온도를 가지므로 이런 상황은 소듐기화 

반응도가가 낮은 원자로 설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소듐비등시 야기되는 양의 

반응도가 억제되는 LOF 사고시 일어날 수 있다. 즉, 핵연료 용융에 의한 이동이 

발생하기 전에 피복관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하다. 

피복관 재배치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과도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피복관 재배치로 인한 추가적인 반응도 삽입에 의해 출력수준이 증가되면 핵연료 

이동이 발생하기 전에 즉발임계 여유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용융피복재가 

냉각재챈널에서 응고되어 유로폐쇄를 일으키면 핵연료다발에서의 소듐기체 흐름이 

감소되어 용융핵연료의 윗쪽 방향 이동을 방해하므로 즉각적인 핵연료 용융이동이 

발생한다. 

 

CLAP 모듈은 핵연료의 열적모델 및 소듐비등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냉각재챈널의 유로모양이 변화하면 소듐비등 모델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소듐기체 속도와 이동하는 용융 냉각재의 저항력을 변화시킨다. 

CLAP 모델은 37-핀 P3A LOF 시험 (Kraft et al., 1975)에서 관측된 현상들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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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핵연료봉 내부 연료 재배치현상 해석 

 

3.3.7.1 PINACLE 모델 

SAS4A 에 포함된 PINACLE 모듈 (Stevensonet al.,1974)은 피복관 파손 전에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는 경우, 용융핵연료의 핀 내부 재배치에 대한 동적거동을 모의한다. 

따라서 PINACLE 계산은 피복관 파손 전에 수행된다. PINACLE 은 용융캐비티의 

형성과 가압, 핵연료 재배치, 용융연료의 상부플레넘 분출과정을 계산하는 과도 

열유체 해석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PINACLE 은 산화물핵연료뿐만 아니라 

금속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금속핵연료의 경우 연료의 높은 열전도도와 

소듐본딩에 의한 높은 간극 열전도도로 인해 용융연료는 피복관 파손부위를 통하는 

반경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축방향인 상부플레넘으로 이동한다. 핵연료 상부에서 

용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EFORM-5 에 의해 피복관 파손이 예측되지 않으면 

PINACLE 에 의해 핀내부 연료 재배치 계산이 수행된다.  

 

LOF 나 TOP 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핵연료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냉각재에 

의해 제거되는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핵연료핀이 가열된다. 열적 불균형의 

정도가 악화되면 그림 3-11(a)의 핵연료핀 내부는 국부적으로 용융하기 시작하고 

용융핵연료와 핵분열가스의 혼합물로 채워진 캐비티가 그림 3-11(b)와 같이 

형성된다. 이 캐비티는 용융영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크기가 증가한다. 캐비티 내의 용융핵연료-가스 혼합물은 핵분열가스에 의해 

가압되고 캐비티 내의 국부적인 압력구배로 인해 핵연료 내부에서 이동하게 된다. 

핵연료핀 내부에서 캐비티 경계가 계속 용융되면 핵연료핀과 냉각재챈널의 

열유체적 상태에 따라 다음 두 형태의 용융핵연료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1)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기 전에 용융캐비티의 축방향 이동으로 인해 캐비티가 

핵연료핀의 상부까지 확장되는 경우, 캐비티의 가압된 용융물이 낮은 압력의 

상부플레넘으로 분출되어 핵연료가 급격히 재배치된다.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핵연료 밀도가 감소되면 음의 반응도가 궤환되어 노심출력을 

떨어뜨리거나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킨다.  

(2) 용융캐비티의 반경방향 팽창과 피복관 용융으로 인해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 

용융캐비티는 파손부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의 냉각재챈널과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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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연료는 파손부위 쪽으로 급격히 가속 이동한다. 냉각재챈널로 분출된 

용융연료는 냉각재챈널 내에서 분산되면서 음의 반응도를 궤환시킨다. 챈널 

내의 냉각재 유량이 크면 용융연료는 냉각재와 함께 노심을 벗어나 상부 

고온풀로 유출되므로 핵연료 분산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림 3-12 (a), (b)는 위의 두 상황을 각각 도식화한 것이다. SAS4A 

계산에서 DEFORM-5 가 피복관 파손 여부를 계속 감시한다. 연료용융이 시작된 

후에도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그림 3-12(a)와 같은 상황에서는 PINACLE 이 

계산을 수행하고, 연료용융이 시작되거나 시작된 후에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는 

그림 3-12(b)와 같은 상황에서는 PLUTO2 나 LEVITATE 가 계산을 수행한다. 

용융캐비티가 노심상부쪽으로 이동하여 연료 재배치가 일어나는 경우, 그림 3-

5(a)와 같이 핵연료 상부에 축방향 블랭켓이 존재하면 용융연료는 블랭켓을 밀어 

올리면서 핵연료 영역을 확장시킨다(그림 3-13 참조). 그러나 KALIMER-600 

집합체설계인 그림 3-5(b)에서는 축방향 블랭켓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융연료는 

가스플레넘으로 분출된다. 핵연료핀 내부에서 용융핵연료의 재배치 현상은 

파손위치와 축방향 파손 전파속도에 따라 노심에 미치는 반응도궤환 영향이 양 

또는 음이 될 수 있다. 

 

용융캐비티가 넓은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확장하면 피복관 파손전에 캐비티가 

핵연료핀 상부에 도달할 수 있다. 용융캐비티가 상부플레넘 또는 가스플레넘으로 

이동하여 연료 재배치가 발생하면 캐비티와 가스플레넘의 압력평형이 이루어 진다. 

이 때 가스플레넘으로 이동하는 용융연료 양은 여러 핵연료봉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플레넘 압력은 결국 핵연료봉이 도달하는 평형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플레넘 압력이 클수록 재배치 영역은 작아진다. 플레넘 압력은 연소도의 연향을 

크게 받으므로 연소도가 높을수록 플레넘 압력은 높아진다. 한편, 연소도는 

용융캐비티를 이동시키는 구동력이 되는 핵분열가스와 핵연료내 기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PINACLE 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피복관 파손전에 용융연료의 핀내부 재배치 현상을 

오직 핵연료의 축방향 열팽창만을 고려하였었다. 개정된 PINACLE 은 유로면적이 

변화하는 기하조건에서 Eulerian 과도 이상(二狀) 열유체모델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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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연료의 축방향 이동현상 및 재배치를 모의한다. PINACLE 은 LEVITATE 와 

PLUTO2 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계산변수와 수치해법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두 

모델과의 계산 호환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SAS4A 는 핵연료 용융 시작에서부터 

초기 과도상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핀내부 재배치 계산을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다. 

 

PINACLE 계산에서 고려하는 성분은 용융연료, 작은기포 내에 갇힌 핵분열가스, 

캐비티 내의 자유가스(free gas)이다. 핵연료핀 내부에서 작은 기포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가스는 표면장력에 의해 속박되므로 캐비티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지만, 자유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가스는 주변의 용융연료를 

가압시킨다. 작은 기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합체되어 서서히 자유가스의 

일부분으로 변화한다. PINACLE 모델은 오직 기포유동 영역(bubbly flow 

regime)만을 고려하며 용융연료와 핵분열가스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 수치적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PINACLE 은 

격자셀 구조(staggered mesh)를 사용하며, 종속변수인 밀도와 엔탈피는 각 셀의 

중앙에서 정의되며 속도는 셀 경계에서 정의된다. PINACLE 이 기반으로 하는 

기하적 모델이 그림 3-13 에 도시되어 있다. 

 

PINACLE 모델은 SAS4A 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사고 진행경위에 따라 계산을 

시작하며 집합체 내에서 핵연료용융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 PINACLE 계산 과정에서 

DEFORM-5 와 kinetics 모듈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동일한 계산챈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현상을 함께 고려한다. 냉각재챈널에서 피복관 파손이 일단 예측되면 

그 이후부터는 파손위치의 냉각재챈널 열유체 조건에 따라 PLUTO2 나 LEVITATE 가 

계산을 담당한다.  

 

3.3.7.2 PINACLE 모델의 핵연료 재배치 현상 해석 

 

금속핵연료봉에서 피복관 파손 전에 발생하는 핀 내부 연료 재배치 거동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현상은 산화물핵연료에서도 출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TOP 상황인 경우에 역시 중요하다. 용융연료와 핵분열가스로 구성된 용융캐비티의 

크기가 증가하면 캐비티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고온과 고압 영역에서 저압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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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캐비티 내부에서 국부적인 

압력구배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에 대한 예비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크기를 가진 캐비티 

내부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최대 출력과 에너지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융연료가 상부플레넘으로 이동하여 핵연료 영역이 확장 재배치 되는 경우는 

비교적 큰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도궤환 영향은 

산화물핵연료와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 보다 넓은 범위의 반응도 삽입율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TOP 을 야기하는 반응도 삽입율이 클수록 더 많은 용융캐비티가 노심 

중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용융연료가 상부플레넘으로 분출되는 현상인 핀 

내부 핵연료 재배치 시작이 지연되므로 피복관 파손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즉, 

용융연료가 재배치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피복관 파손이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속핵연료에서는 2.3.1 절에서 기술한데로 축방향 온도분포에 의해 용융캐비티가 

핵연료 상부쪽으로 치우쳐 형성되므로 반응도 삽입율이 큰 TOP 조건에서도 피복관 

파손 전에 용융연료가 상부플레넘으로 분출되어 핀 내부 핵연료 재배치가 일어난다. 

그러나 동일한 TOP 조건의 산화물핵연료에서는 피복관 파손이 먼저 발생할 수가 

있다. 즉, 동일한 외부 반응도 삽입율을 가지는 TOP 이라도 금속핵연료는 

열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용융캐비티가 핀의 상부쪽에 치우쳐 형성되므로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 조건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 

따라서 금속핵연료에서의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 발생시간이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빠르므로, 이로 인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피복관 파손 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금속핵연료 전노심사고에 대해 SAS4A 해석을 수행한 결과, TOP 과 LOF 모두에서 

대규모의 핀 내부 핵연료 재배치가 발생하였다(Rhodes et al., 1992; Tentner et 

al., 1988; 1990). 그림 3-14 는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UTOP 사고시 출력과 반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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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반응도 삽입율이 0.1$/초인 TOP 의 경우, 10 개의 집합체로 구성된 

최고온집합체 (hot assembly) 챈널에서 용융연료는 피복관 파손보다 약 1 초 앞서 

상부플레넘으로 분출되었다. 이로 인해 약 -1.1$ 반응도가 궤환됨으로써 

노심출력은 정격출력의 3 배까지 상승한 이후 정격출력 근처로 급격히 떨어져 

피복관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급격한 TOP 사건전개에서는 핵연료 

재배치 현상에 의한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음의 

반응도가 초래되었다. 동일한 노심의 LOF 해석에서는 급격한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가 PINACLE 계산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피복관 파손 발생시간 보다 약 

0.8 초 앞서 발생하였다. 최고온집합체에서 급격한 핵연료 재배치는 약 -

1.0$ 반응도를 궤환시켰으며 그로 인해 노심출력은 정격운전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피복관 파손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때의 반응도와 출력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0.1 초의 짧은 기간 동안 집합체 당 약 -0.1$에 해당하는 음의 반응도가 출력을 

급격히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림 3-15 는 저연소도 금속핵연료에 대한 TREAT M2 시리즈의 실험결과를 PINACLE 

모듈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결과와 

PINACLE 의 계산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한다. 이와 비슷한 계산결과가 M3 와 M4 

실험뿐만 아니라 고연소도 핵연료핀에 대한 M2 실험에서도 얻어졌다. 그림 3-16 는 

산화물핵연료에 대한 TS-1, TS-2 시험결과 (Pitner et al., 1985)를 PINACLE 

해석결과와 비교한 것으로서 두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NACLE 

은 금속핵연료뿐만 아니라 산화물핵연료에 대해서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에 대한 

크기, 시간, 거동특성을 잘 모의하고 있으므로 SAS4A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TREAT M 시리즈 실험결과는 금속핵연료에 대한 예비연구이므로 

금속핵연료의 상세한 거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추가로 이해되어야 

한다(Tentner et al., 1988). 

 

핀 내부 핵연료 재배치 현상에 대한 사고해석 결과는 몇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로, 재배치 현상의 영향은 일종의 퓨즈(fuse)와 같아서 다른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핵연료핀 중심의 용융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두번째로, 재배치 현상의 영향은 0.1 초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큰 음의 반응도궤환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일부 집합체에서 발생한 핀 내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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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효과는 큰 반응도가 삽입되는 TOP 을 수용할뿐만 아니라 노심의 다른 

대부분 집합체에서 연료용융에 의한 연료 재배치를 방지할 수 있다. TRAET M 

시리즈 시험결과와 SAS4A 계산에 의하면 대부분의 음의 반응도궤환은 핀내부 연료 

재배치가 시작한 후 0.1 ~ 1.0 초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핀내부 연료 

재배치 현상은 느린 응답특성을 가진 반응도궤환 기구로서는 노심붕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사고조건에 대해서도 대규모 집합체의 건전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 현상에 대한 실험적 관측결과는 

3.4 절에서 다시 논의한다. 

 

3.3.8 피복관 파손후 비기화 소듐챈널에서의 연료 재배치 현상 해석 

 

그림 3-12(b)와 같이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면 핵연료핀 내부의 용융연료는 

냉각재챈널로 분출된다. 이 때 냉각재챈널의 대부분이 액체소듐으로 채워져 있거나 

대부분 비기화된 상태라면 핵연료 손상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PLUTO2 (Wider, 

1977; Tentner and Hill, 1985)가 모의한다.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TOP 사고시 

발생한다.  

 

PLUTO2 는 용융피복재 이동이 시작하거나 핵연료 분쇄(breakup)가 발생하기 이전에 

집합체의 소듐챈널에서 일어나는 핵연료 재배치와 소듐기화 현상을 모의한다. 

용융피복재 이동이나 핵연료 분쇄는 LEVITATE 의 계산영역이다. PLUTO2 의 

적용조건은 핵연료 파손시 소듐챈널에 비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소듐이 

비등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PLUTO2 는 핀 내부 연료 재배치 계산을 위해 PINACLE 

결과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냉각재챈널로 방출된 연료 재배치 현상을 모의한다. 

PLUTO2 가 모의하는 챈널의 기하적인 형태는 그림 3-17 과 같으며, 이 그림의 

냉각재챈널에서의 상황은 TOP 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그림 3-18 은 

냉각재챈널에서 국부적으로 소듐기화된 LOF 조건의 TOP 이 발생할는 경우의 PLUTO2 

모델링을 나타낸다. 금속핵연료 노심에서는 피복관 용융이나 재배치가 피복관 

온도가 피복관 재질의 용융점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냉각재챈널에 존재하는 용융핵연료가 피복관 외부표면에서 공정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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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O2 역시 핀내부 핵연료의 이동현상을 모의한다. 이 때 핵연료와 핵분열가스의 

혼합물 유동을 유로단면적이 변화하는 일차원 유동조건에서 압축성유동으로 

가정한다. 피복관 파손전의 핵연료 거동을 계산하는 DEFORM-5 계산 도중에 피복관 

파손과 핵연료용융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PLUTO2 계산으로 옮겨진다. 이 떄 

DEFORM-5 의 캐비티 계산과 PLUTO2 의 핀내부 열유체 계산은 수치계산 측면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피복관 파손부위를 통한 핵연료와 핵분열가스의 

냉각재챈널 방출은 핵연료와 핵분열가스간 혼합물의 압력평형을 가정하여 계산된다. 

즉, 파단부위에서 핵연료, 소듐냉각재, 핵분열가스의 압력은 평형을 이룬다. 

 

PLUTO2 는 피복관이 용융되면 응고된 핵연료 크러스트(crust)와 응고된 핵연료 

plate-out 가 방출되는 축방향 파손전파 현상을 모의한다 (Tentner et al., 1978). 

PLUTO2 는 PRIMAR-4 로부터 냉각재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온도, 유량과 상부 및 

하부 플레넘으로 유동하는 핵연료의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용융캐비티는 

일반적으로 피복관 파손 이전에 발생하므로 PLUTO2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PINACLE 이 먼저 계산을 수행한다. PLUTO2 계산이 시작되면 PINACLE 계산결과를 

초기조건으로 삼아 핀 내부(in-pin)에서 연료 재배치 계산을 계속 수행한다. 

동시에 PLUTO2 는 핵연료핀 외부(ex-pin)인 냉각재챈널에서 핵연료 재배치 현상도 

계산한다. 냉각재챈널에서 무거운 성분인 핵연료 유동과 가벼운 성분인 

소듐/핵분열가스의 혼합물 유동을 다루기 위해 일차원 이상유체를 가정한다. 

가벼운 성분인 이들 혼합물은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냉각재챈널에서 PLUTO2 는 용융연료, 소듐, 핵분열가스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질량 

보존식을 고려한다. 이 때 핵분열가스는 핵연료핀 압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핵연료에 용해된 가스와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연료 방출가스로 구분된다. 그림 

3-19 는 PLUTO 2 해석모형에서 사용하는 계산노드 체계이다. 

 

핵연료는 조건에 따라 입자유동, 부분 또는 완전한 환형유동, 또는 기포유동 

영역을 가질 수 있다. 매우 많은 양의 액체소듐이 존재하는 챈널에 산화물 

용융연료가 분출되어 이들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면 입자유동영역으로 가정하고 

챈널로 분출된 용융연료는 곧장 파쇄현상을 (fragmentation) 겪게된다. 이런 

상황은 PLUTO2 계산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발생한다. 그러나 금속핵연료 경우에는, 

소량의 핵연료가 소듐 냉각재챈널로 분출될 때만이 입자유동영역으로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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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용융연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금속핵연료는 초기에 foamy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는 산화물핵연료가 파쇄현상을 나타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용융연료가 소듐이 기화된 챈널영역으로 분출되면 그림 3-18 과 

같이 연속상의 핵연료 유동영역인 환형 또는 기포유동영역으로 변화한다(Tentner 

and Wider, 1984).   

 

PLUTO2 계산은 초기에는 입자유동이 현저한 조건에서 계산을 시작하지만 소듐 

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인 유동형태기 중요해지게 된다. 결국 피복관 용융이 

발생하거나, 핀 외부에서 공정반응이 시작되거나, 또는 핵연료 기체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하면 PLUTO2 계산은 LEVITATE 계산으로 옮겨지며 이 때는 주로 

연속적인 유동형태가 지배적이 된다. 

  

3.3.9  피복관 파손후 기화소듐 챈널에서의 연료 재배치 현상 해석 

 

3.3.9.1 LEVITATE 모듈 

대규모로 소듐이 기화된 냉각재챈널 상태에서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면 

LEVITATE 모듈 (Tentner and Wider, 1979)이 핵연료 파손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모의한다. LEVITATE 계산이 요구되는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LOF 사고시 

발생한다. 냉각재가 부족하면 노심 챈널의 초기 기하형상이 급격히 붕괴되므로 

소듐냉각재가 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른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런 사건들은 PLUTO2 

계산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복관의 용융, 용해(ablation), 재배치와 핵연료 

분출 등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PLUTO2 가 계산 수행중인 초기 TOP 

사고 동안에 발생한다면, SAS4A 는 그림 3-20 의 PLUTO2-LEVITATE 연계논리에 의해 

계산이 PLUTO2 에서 LEVITATE 로 부드럽게 이관된다. 따라서 SAS4A 계산에서 

LEVITATE 모듈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이다.  

- 냉각재챈널이 부분적 또는 전부가 기화된 상태에서 핵연료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 비기화된 챈널조건에서 PLUTO2 계산 중 피복관 용융이 시작되거나 공정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 77 - 

LEVITATE 는 SAS4A 의 사고해석 모의에서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모델로서 PINACLE 과 

연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핵연료 파손 후에는 PINACLE 의 계산결과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여 LEVITATE 가 핀내부 연료 재배치 계산을 수행한다. LEVITATE 는 

집합체 내부의 모든 핵연료핀은 동일하게 거동한다고 가정하며, 일차원적인 집합체 

기하조건에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열유체 모델을 사용한다. 

- 초기에 액체상의 연료와 핵분열가스로 구성된 핵연료핀 내부의 용융캐비티를 

모의하는 유체모델  

- 피복관 외벽과 집합체덕트 사이의 냉각재챈널을 모의하는 유체모델 

- 핵연료핀 캐비티를 상하로 분리하는 고체 핵연료핀 덩어리들을 모의하는 

열전달 및 용융/응고 모델 

 

전형적인 LEVITATE 모델의 기하구조는 그림 3-21 과 같다. 그림 3-21 과 같이 

이상유동 소듐이 핵연료 파손부분을 관통하여 핵연료를 아래 위로 분리하면 

핵연료가 소듐위로 부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모델의 이름이 “levitate 

(浮揚)”가 되었다.  

 

LEVITATE 는 광범위한 조건의 물리적 현상을 모의하므로 소듐이 기화된 챈널 

환경에서도 고출력이나 정격출력 근처의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잡한 물리현상이 수반되는 피복관과 핵연료의 유동을 복합적이고 일관되게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LEVITATE 는 핵연료핀의 용융 및 분출모델, 용융과 

공정반응에 의한 피복관 침식, 핵연료-스틸로 구성된 연속유동, 핵연료-스틸 응고 

및 플러그 형성모델 등으로 구성되며, 소듐슬러그의 동적거동과 (Tentner and 

Wider, 1984)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LEVITATE 는 핵연료-덩어리(fuel-chunk) 거동과 재배치에 대한 해석모델이 있어서 

용융핵연료가 캐비티로부터 냉각재챈널로 분출되고 피복관 파손이 전파되는 현상을 

모의할 수 있다. 핵연료와 스틸 덩어리모델은 고체핵연료와 스틸덩어리의 재배치를 

모의한다. 고체핵연료 덩어리는 특히 고출력 조건에서 중요한데 덩어리 영역의 

모델링이 핵연료 분산을 효과적으로 모의하여 출력폭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핀내부 캐비티로부터 핵연료가 분출하는 현상은 분출물의 수평이동 가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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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티 내부에서 용융연료의 이동현상을 모의하는 역학적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향상되었다.    

 

용융핵연료와 핵분열가스 혼합물이 캐비티로부터 분출되기 전에 냉각재챈널에는 

소듐뿐이거나 혹은 용융스틸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분출 혼합물이 이들과 상호 

작용을 시작하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 때 나타나는 여러 성분들은 

서로 분리하여 모의할 필요가 있다. 챈널 내에서 유동성분은 고체 및 액체 형상의 

핵연료, 고체 및 액체 형상의 피복재 스틸, 기체상태의 핵연료, 피복재, 소듐, 

핵분열가스이다. LEVITATE 는 다성분(multi-component), 다상(multi-phase), 

비평형 유체모델을 사용하여 이들을 모의한다. LEVIATE 의 계산영역은 

축방향으로는 액체소듐 슬러그가 경계이며 단순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한 

액체슬러그의 동적거동에 의해 이 영역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액체소듐 

슬러그는 서로 다른 성분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며 종속변수는 밀도, 속도, 

엔탈피이다. 각 성분간의 질량교환은 용융, 응고, 기화, 응축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에너지방정식과 모멘텀방정식은 국부 유동영역과 기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각 성분에 대해 독립적인 질량과 에너지 방정식을 풀지만 

모멘텀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세 개의 속도만을 정의한다. 

속도장에서 고려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액체 핵연료와 액체 스틸 

- 핵분열가스, 기체 핵연료, 기체 스틸과 二相 소듐 

- 고체 핵연료덩어리(chunks)와 고체 스틸덩어리 이다. 

 

그림 3-22 와 같은 챈널을 나타내는 계산노드 체계에서 질량, 에너지, 모멘텀 

성분의 상호작용은 HCDA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유동영역(flow regime)에 큰 영향을 

받는다. LEVITATE 에서 모의되는 연속상 유동영역은 기포 핵연료 유동영역 (a 

bubbly fuel flow regime), 부분적인 환형 핵연료 유동영역 (a partial annular 

fuel flow regime), 부분적인 환형 스틸 유동영역 (a partial annular steel flow 

regime), 기포 스틸 유동영역 (a bubbly steel flow regime) 등이다. 축 

방향으로는 고체상태의 핵연료가 여전히 존재하고 냉각재챈널은 피복관과 잔존하는 

고체 핵연료에 의해 핵연료 캐비티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핵연료와 피복관의 

온도는 과도 열전달 해석모델에 의해 계산되며, 이 때 챈널과 캐비티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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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으로 사용한다. 핵연료 캐비티의 경계영역에서는 용융이 계속되므로 이로 

인해 캐비티 직경은 증가하고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핵연료와 핵분열가스는 

캐비티의 유동성분에 추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챈널의 경계영역에서 더욱 복잡해 

진다.  

 

LEVITATE 내의 핵연료 응고모델 (fuel-freezing model)은 챈널 내의 핵연료 온도가 

사용자가 입력한 일정 온도값 이하로 떨어지면 핵연료 일부가 응고되어 크러스트 

(crust)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입력온도는 액상온도와 고상온도의 중간 

값이여야 한다. 냉각재챈널에서 용융스틸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틸응고로 

인해 스틸플러그(steel plug)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핵연료 크러스트의 온도는 

주어진 조건에서 열전달 모델에 의해 계산된다. 크러스트의 온도와 다른 국부적인 

조건에 따라 핵연료 크러스트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재용융될지 또는 피복관이 

용융됨에 따라 분쇄될지가 결정된다. 

 

피복관이 파손되면 핀 내부에 존재하는 캐비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압력의 

냉각재챈널과 연결되므로 핀 내부의 용융연료는 파손부위를 향해 급격히 가속되어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핀 내부 유체모델에 의해 모의된다. 캐비티에 존재하는 

용융연료와 핵분열가스는 분출모델에 의해 냉각재챈널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분리된 두개의 유체모델이 연결된다. 냉각재챈널 내부로 용융핵연료와 

고체핵연료가 분산하면 반응도와 출력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원자로의 핵분열반응이 

정지된다. 

 

LEVITATE 는 L6, L7 TREAT 실험을(Tentner and Wider, 1982) 통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L7 은 3-핀 LOF 실험으로서 첨두출력이 정격출력의 20 배까지 

증가하였으며, L6 는 비슷한 LOF 실험이지만 첨두출력은 정격출력의 10 배까지 

증가한 실험이다. 추가적인 검증실험으로 LO7 TREAT 가(Morman et al., 1985) 

수행되었으며 관측된 결과가 LEVITATE 에 의해 잘 예측되었다. L07 은 7-핀 LOF 

실험으로서 첨두출력이 정격출력의 40 배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LEVITATE 는 

다수의 LOF 실험을 통해 첨두출력이 정격출력의 10 배에서 40 배까지 증가하는 

범위에서도 적용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검증 노력 외에도 LEVITAT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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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자로의 전노심사고 해석에(LOF) 적용함으로써 SAS4A 계산의 신뢰도를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3.9.2 LEVITATE 모델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 현상 해석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면 캐비티와 냉각재챈널간에 유로가 형성되어 캐비티 내에서 

국부적으로 압력이 감소한다. 그 결과, 압력차이로 인해 캐비티 내의 용융연료는 

파단부위로 가속 이동되어 냉각재챈널로 분출된다. 챈널 내에서 고온의 용융연료는 

국부적으로 고압을 야기하므로 분출된 용융연료는 노심입구 및 노심출구 플레넘을 

향해 가속 분산된다. 피복관 파손 후 핵연료 재배치에 의한 반응도궤환 영향은 

용융핵연료가 파손부위로 급속 이동하는 핀내부 핵연료 거동과 냉각재챈널로 

분출된 용융핵연료가 파손부위로부터 노심주변으로 분산 이동하는 거동이 경쟁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피복관 파손위치와 축방향의 파손전파는 핵연료의 

반응도궤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복관 파손이 노심 중간 근처에서 발생하면 핀내부 핵연료 거동은 일반적으로 

양의 반응도궤환을 증가시키고, 냉각재챈널에서의 용융연료 분산은 음의 

반응도궤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산화물핵연료 노심에서의 LOF 나 또는 

반응도삽입율이 큰 TOP 인 경우 발생한다. 이 때 사고초기에는 핀내부 핵연료 

이동에 의한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양의 반응도가 

삽입된다. 그러나 곧 이어 냉각재챈널에 분출된 용융핵연료의 분산이동에 의해 

급격한 음의 반응도궤환이 다수의 산화물핵연료의 시험(Tentner and Wider, 

1979)에서 관찰되었다.  

 

반면에 핵연료 피복관 파손이 노심상단 근처에서 발생하면 내부 핵연료 거동은 

항상 음의 반응도궤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금속핵연료 노심이나 

산화물핵연료 노심에서 반응도 삽입율이 작은 TOP 의 경우 발생한다. 핀 내부에서 

용융핵연료는 낮은 반응도가를 가지는 파단부위인 핵연료핀 상부로 이동하고, 

더불어 냉각재챈널로 분출된 용융핵연료는 노심을 벗어나 분산된다. 이와 같은 

핵연료핀 파손 후의 거동에는 근원적으로 양의 반응도궤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즉, 핀 내부와 냉각재챈널에서의 용융핵연료 거동 모두가 음의 반응도를 

궤환시키므로 핵분열 반응의 정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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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핀 파손 후의 핵연료 이동으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궤환되는 현상이 TREAT M 

시리즈(Robinson et al., 1985)에서 관측되었다. 금속핵연료의 온도분포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금속연료 노심사고시 피복관 파손부위는 핵연료핀의 상부쪽으로 

치우쳐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조건이라면 피복관 파손부위는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높은 위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피복관 파손 

후의 핵연료 이동현상이 사고결과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금속핵연료 

노심은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양호한 안전특성을 가진다. 

 

3.4 SAS4A 코드의 종합적 검증 

 

SAS4A 와 같은 종합적인 전산코드의 현상학적 해석모델을 입증하고 계산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AS4A 코드의 verification & validation (V&V)은 새로운 

모델 개발 노력과 함께 계속 수행되어 왔다. 개별 해석모델과 전체 코드에 대한 

V&V 는 관심있는 단일현상만을 분리 실험하는 노외실험해석과 실제 사고조건을 

모의하는 노내종합실험에 대하여 비교계산을 통해 수행된다. SAS4A 의 모델이 

진화되어 갈수록 새로운 검증실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코드의 

적용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원자로 스크램이 발생하지 않는 비보호사고인 UTOP 이나 ULOF 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발생한다. 과도 열전달, 유체 

거동, 냉각재 비등, 핵연료와 피복관의 용융 및 재배치 등의 현상은 결국 

반응도궤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기간 동안 노심출력이 크게 변화한다 

 

CAMEL 루프 실험시리즈(Spancr et al., 1979)와 같은 노외실험에서 핵연료는 

비핵반응 발열체에 의해 용융된 후, 실제 집합체와 같은 기하형상을 가진 기화 

(또는 비기화) 소듐챈널에 주입된다. 이러한 실험들은 핵연료와 스틸의 재배치와 

응고된 핵연료와 냉각재의 상호작용, 크러스트 생성과 파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실험결과에 대해 SAS4A 모의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을 수정 

보완하고 코드에서 사용하는 현상학적 해석모델을 검증하였다. 그림 3-23 은 CAMEL 

(Components and Materials Evaluation Loop) 실험루프의 개략도로서 ANL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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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이 실험장치는 LMFBR 기술개발을 위해 1969 년부터 1986 년까지 

운전되었으며 TOP 조건에서 핵연료의 sweepout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용융된 

산화물핵연료를 37-핀 CRBR 핵연료봉 다발에 분사시켰다. 이외에도 CAMEL 

실험루프는 고속로의 열유체 특성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노내종합실험은 실제 소수의 핵연료핀이 들어있는 실험루프를 실험로에 삽입한 후 

실제 사고조건과(Simms et al., 1981) 같은 핵적, 열유체적 부하를 부과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조건에서 온도, 소듐 유량, 압력과 같은 많은 변수들을 계측하고 

이들을 SAS4A 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들 실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과도기간 동안 용융핵연료의 재배치 정보인데 이 현상은 반응도궤환과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간에 핵연료 분포에 대한 정보는 

“HODOSCOPE”(Devolpi et al., 1982)이라는 핵적 이미지 장치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이 정보는 노심 반응도를 나타내는 핵연료가(fuel worth)라는 

단일변수로 대표되었다. 관측된 핵연료가의 시간적 변화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 

과도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변수는 SAS4A 계산결과와 비교되었다. 

 

3.4.1 LO3, LO7 TREAT Tests 

 

그림 3-24 와 3-25 는 PFR/TREAT 실험시리즈(Cowking et al., 1982)로서 반응도 

삽입율이 비교적 작은 TOP 사고와 고출력 조건에서의 LOF 사고에서 핵연료 

파손현상을 SAS4A 계산결과와 비교한 것이다(Tentner et al, 1985). 이러한 

비교계산을 통해서 SAS4A 에 포함된 PRIMAR-4, DEFORM-5, PLUTO2, LEVITATE 와 같은 

개별적인 모듈뿐만 아니라 각 모델간의 연계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결국 SAS4A 의 원자로 과도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4 는 LO3 TOP 사고에(Hill, 1985) 대한 핵연료 분산실험으로서 PLUTO2 를 

사용한 계산과의 비교결과이다. LO3 는 10¢/초의 느린 반응도 삽입율로 출력이 

증가하는 TOP 사건이며 초기 핵연료 파손은 노심의 80% 높이에서 발생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AS4A 계산결과는 핵연료핀 파손후 핵연료 분산거동이 

관찰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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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는 LEVITATE 를 사용하여 LO7 LOF 실험에서(Morman et al., 1985) 핵연료 

분산현상을 계산한 결과이다. LO7 은 첨두출력이 정격출력의 40 배나 되는 고출력 

LOF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핵연료핀 파손은 핵연료의 중간부분 높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핵연료가 파단부분으로 급가속 이동함으로써 양의 

반응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복관이 급격히 찢어지면서 파단부위가 

확장됨으로써 핵연료가 냉각재챈널에 분출되고 그로 인해 핵연료는 연속적으로 

강한 분산특성을 보여주었다. SAS4A 계산결과는 이러한 사고특성을 잘 모의하고 

있으며 그림 3-25 에 나타나듯이 정량적으로도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런 실험외에도 다른 여러 실험을 통해 SAS4A 에 포함된 PRIMAR-4, DEFORM-4(5), 

PLUTO2, LEVITATE 와 같은 해석모델을 검증하였다. 실험을 통해 검증된 SAS4A 는 

실제 원자로 계산에서도 신뢰도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3.4.2 M7 TREAT Test 

 

SAS4A 의 금속핵연료노심 해석을 위해 개발된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7 TREAT 실험 (Wright et al., 1988)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M7 은 TREAT 

M 시리즈 실험의 하나로서 금속핵연료 노심의 과출력사고(TOP)시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계획된 실험이다. 이 실험의 주요목적은 핵연료 파손전에 

핀내부 용융핵연료 재배치에 의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 피복관 파손에 대한 

과출력 여유도, 피복관 파손 후의 핀내부 및 핀외부에서 핵연료 재배치에 의한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M7 실험을 위해 사용된 그림 3-26 의 

Mark-IIIC 종합루프는 두 개의 핵연료봉을 서로 다른 유체조건에서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핵연료 재배치를 감시하기 위해 고속중성자 HODOSCOPE 을 

사용하였고, 냉각재 순환을 위해 환형의 선형유도펌프 (ALIP)를 장착하였다. 그림 

3-26(a)와 같은 시험루프를 TREAT 원자로(그림 3-26(b)) 내에 장착하여 시험 

핵연료핀이 8 초 동안에 정격 냉각재 유량과 지수함수적 출력증가에 의해 핵연료가 

TOP 조건에 도달하게 하였다. 

 

M7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핀 중 하나는 삼원합금인 71%U-19%Pu-10%Zr 핵연료와 D9 

피복재를 사용하고 9.8 a/o% 연소도로 조사된 핵연료봉이며, 다른 하나는 

이원합금인 90%U-10%Zr 핵연료와 HT9 피복재를 사용하며 2.9 a/o% 연소도로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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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이다. 두 핵연료봉은 실험기간 동안 서로 다른 거동을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원자로의 정상상태로서 선형출력 40kW/m, 노심입구온도 630K 이며 

노심에서의 냉각재 온도증가는 150K 이다. 출력증가는 피복관 파손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었으며 시험기간 동안 도달한 최대 과출력은 정상출력의 4 배 정도이다. 

 

M7 실험을 모의하는데 사용되는 SAS4A 의 주요 해석모듈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봉 

파손전에 핀내부 용융연료의 이동 및 재배치는 PINACLE 에 의해 계산되고, 핵연료 

각 성분의 피복관 침식과 궁극적인 피복관 파손은 DEFORM-5, 핵연료봉 파손후에 

핀내부와 냉각재챈널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LEVITATE 에 의해 계산된다. 이들 

모델은 SAS4A 의 종합적인 계산체계 내에서 핵연료 열전달 모델과 단상 냉각재 

유체모델과 연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M7 실험의 SAS4A 모의에서 주요 관심은 핵연료의 동적 재배치 과정이며 이는 실제 

원자로에서 반응도와 출력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실험에서 관측된 값과 계산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 결과가 중요한 변수이다. 계산과 실험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핵연료 반응도가’(relative fuel reactivity worth) 또는 ‘상대적핵연료가' 는 

핵연료 재배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상대적핵연료가의 정의는 임의의 시간의 

핵연료반응도가를 초기시간 (즉, 핵연료가 초기위치에 존재할 때)의 핵연료 

반응도가로 나눈 값이다. 이 때 핵연료가는 핵연료의 축방향 노드의 질량에 

단위질량에 해당하는 반응도가를 곱한 값을 전체 핵연료 노드에 대해 적분한 

값이다. SAS4A 에서 사용된 축방향 핵연료가의 분포는 실험에서 HODOSCOPE 해석에 

사용된 분포와 동일하다. 

 

그림 3-27 과 그림 3-30 은 두가지 핵연료봉에 대해 HODOSCOPE 측정에 의해 추산된 

상대적 핵연료반응도가를 SAS4A 계산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두 핵연료봉이 크게 

다른 거동을 나타내었지만 각 경우에 대해 SAS4A 가 실험값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합금 핵연료봉의 경우는 신속한 핀내부 재배치가 

나타났지만 피복관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삼원합금 핵연료봉의 경우는 

완만한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가 발생하였으며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자 

용융핵연료는 냉각재챈널로 신속하게 분산하였다. 이러한 거동특성은 SAS4A 에 

의해 적절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M7 Treat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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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가 용융되고 재배치되는 HCDA 초기단계 동안 현상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래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3.4.2.1 이원합급 핵연료 (U-Zr) 

(ㄱ) 실험 결과: 실험기간 동안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관측되지 않았다. 초기길이 373mm 인 핵연료핀이 급격하게 2.7%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길이 증가는 5 초 내에 발생하였다. 핵연료의 길이 증가는 핀내부 연료 

재배치를 의미하며 상대적 핵연료가는 -1.85% 감소하였다. 

 

(ㄴ) SAS4A 계산결과: 출력수준이 증가하자 핵연료핀 온도가 증가하여 용융연료 

영역이 핵연료핀의 상부 근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6.64 초에 용융연료 

영역이 충분히 넓게 확대되어 PINACLE 에 의한 핀내부 연료 재배치 계산이 

시작되었다. 캐비티 내부에서 용융연료가 이동하였지만 좁은폭을 가진 가압 캐비티 

형상에서는 오직 소규모 이동만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상대적핵연료가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27 에서 보듯이 상대적핵연료가는 A-B 구간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A 지점은 PINACLE 계산이 시작된 시점이고 

B 지점은 급격한 핵연료 재배치가 시작된 시점이다. 

 

PINACLE 개시 전에 핵연료내의 기공들이 상호연결되었기 때문에 핵분열가스는 

핀내부에 자유롭게 존재하다가 용융캐비티가 가스플레넘에 도달하여 용융연료가 

분출되면서 캐비티와 가스플레넘 압력은 급격히 평형을 이루었다. 그림 3-28 은 

SAS4A 가 계산한 용융캐비티와 가스플레넘의 압력이다. PINACLE 모듈 계산이 

시작된 후부터 가스플레넘과 캐비티의 압력은 상승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한다. 핵분열가스 재배치 모델은 용융캐비티가 일정한 크기를 형성하게되면 

캐비티와 가스플레넘간에 연결된 경로가 막힌다고 가정한다. 즉, 이 시점이후 

부터는 용융연료 영역과 가스플레넘의 압력은 서로 다른 증가율로 상승하게되며, 

용융캐비티 압력이 가스플레넘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PINACLE 계산 시작 후에 핵연료 내부에 잔류하는 핵분열가스는 축방향으로 

재분포되지 못하고, 대신에 용융캐비티가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확장하면서 

핵분열가스는 캐비티를 가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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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계속 증가하면 다음 두가지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a)피복관 

공정반응으로 인한 침식과 압력부하에 때문에 발생하는 피복관 파손, (b) 

용융캐비티의 상부 파열로 인한 신속한 용융연료의 플레넘 분출 및 재배치, 그리고 

캐비티 감압. 두 사건은 SAS4A 계산에서 모두 모델링 된다. 피복관 파손은 DEFORM-

5 모듈에 의해서 계산되며 용융캐비티의 상부파열은 PINACLE 모듈이 계산한다. 

SAS4A 계산에서 용융캐비티의 상부 파열은 17.355 초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초기 핵연료 위치의 상부영역에서 신속한 핀내부 연료 재배치가 일어난다. 

용융연료 재배치는 유효핵연료 길이를 증가시키므로 상대적핵연료가를 감소시킨다. 

실험에서 관측된 급격한 핵연료 길이 증가는 17.328 초에 발생하였다. 그림 3-

27 에서 보듯이 핀내부 연료 재배치의 시작시간과 그로 인한 상대적핵연료가 

변화의 크기에 대해 SAS4A 계산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29 는 DEFORM-5 가 예측한 피복관수명율(cladding life fraction)을 

나타낸다. 핀내부 연료이동이 시작되는 때의 피복관수명율은 0.02 이며, 이는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는 값인 1 보다 매우 낮다. 출력이 계속 증가하면 

피복관수명율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출력이 감소하면 피복관수명율의 증가속도가 

떨어진다. 실험기간 동안 계산된 피복관수명율의 최고값은 0.08 이므로 피복관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U-Zr 이원합금 핵연료를 사용한 M7 

실험에서 발생한 용융연료 이동은 건전한 피복관의 핵연료봉 내부에서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다. 

 

3.4.2.2 삼원합급 핵연료 (U-Pu-Zr) 

(ㄱ) 실험 결과: 핵연료봉 파손 발생전인 15 초에 핵연료칼럼의 길이가 완만하게 

단조 증가하기 시작하고 피복관 파손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TRAET 고속중성자 

HODOSCOPE 에 의하면 피복관 파손은 17.711 초에 핵연료 상부에서 발생하였다. 

파손시간은 냉각재 유량이 17.719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고 파손위치는 실험후의 중성자 radiography 에 의해 확인되었다. 

핵연료의 절반 이상이 냉각재챈널로 분출되었고 챈널로 분출된 핵연료는 냉각재 

흐름에 동반하여 하류쪽 (즉, 노심플레넘)으로 분산되었다(Rhodes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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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SAS4A 계산결과: 출력 증가는 핵연료핀의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켰다. 핵연료 

온도 증가로 인해 용융연료 영역은 핵연료핀 상부에 형성되었다. 핵연료가 

용융하기 시작하여 핀내부 축방향 재배치를 시작함에 따라 핀내부 용융연료 

이동모델인 PINACLE 은 15.143 초에 계산을 시작하였다. 핵연료 용융이 시작된 직후 

얼나 지나지 않아 용융캐비티의 상부가 파열되면서 캐비티에서부터 많은 

용융연료가 핵연료칼럼 상부플레넘으로 완만하게 재분배되었기 때문에 

용융캐비티와 플레넘간의 압력이 서서히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현상은 그림 3-

30 에서 구간 B 와 C 사이에서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상대적핵연료가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1 은 캐비티와 플레넘에서의 압력을 

SAS4A 가 계산한 결과이다. 

 

핵연료칼럼 상부영역에서 핀내부 용융연료 재배치의 결과로 핵연료 질량이 핵연료 

상부에 재분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험결과와 SAS4A 해석결과가 그림 3-32 에서 

보듯이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SAS4A 는 피복관 파손이 17.713 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실험결과인 17.711 초와 거의 같다. 핵연료핀 상부에서 

발생한 피복관 파손은 LEVITATE 계산을 활성화 시켜서 파손후의 핀내부 및 

핀외부에서의 연료 재배치 현상을 계산하였다. 피복관 파손으로 인해 용융연료가 

캐비티로부터 냉각재챈널로 분출됨으로써 캐비티는 국부적으로 감압하고 

냉각재챈널 압력은 상승하였다. 압력구배에 의해 핀내부의 용융연료는 윗쪽에 

위치한 파손부위로 가속되었고, 냉각재챈널의 용융연료는 냉각재 흐름을 따라 

하류쪽으로 분산되었다. 핀내부와 핀외부에서의 용융연료 이동은 아주 큰 음의 

반응도궤환을 야기하여 그림 3-30 에 나타나듯이 상대적핵연료가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계산된 상대적핵연료가는 피복관 파손후 20ms 가 지나면 최대값인 0.66 에 

도달하였고 그 후부터는 실제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HODOSCOPE 에 의해 관측된 

최소 상대적핵연료가는 0.74 이였다. 피복관 파손후 275ms 이 지난 실제 과도시간 

17.988 초에 LEVITATE 계산이 종료되었으며 이때 SAS4A 가 계산한 상대적핵연료가는 

0.63 이다. 계산에 의하면 출력수준이 감소하면 용융캐비티와 냉각재챈널에서의 

압력구배가 급격히 감소하여 용융연료가 응고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핵연료가를 나타내는 그림 3-30 의 커브는 피복관 파손시 초기의 가파른 



- 88 - 

감소 이후에 평평한(level-off) 모양을 나타내었다. 압력구배와 냉각재챈널에서의 

핵연료 속도 역시 평평한 값을 가지는 것이 실험에서 관측되었다. 냉각재챈널로 

분출한 핵연료의 양은 39.8g 으로서 초기 핵연료 질량의 52%에 해당한다. 이 값은 

초기 핵연료 질량의 1/2~2/3 가 방출되었다고 관측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Rhodes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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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TREAT 시험 M2, M3, M4 의 DEFORM-5 해석결과 비교 

(Miles Jr. and Tentner, 1988)  

 

 

TREAT 

Test 

Pin 

Number 

Burnup 

(atom %) 

Measured 

Failure Time(s)

DEFORM-5 

Failure Time(s) 

M2 1 0.35 No Failure No Failure 

M2 2 4.40 17.03 17.048 

M2 3 7.90 17.05 17.148 

M3 1 0.35 No Failure No Failure 

M3 2 4.40 No Failure No Failure 

M3 3 7.90 No Failure No Failure 

M4 1 0.00 No Failure No Failure 

M4 2 4.40 No Failure No Failure 

M4 3 2.40 14.99 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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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can Wall

Fuel Pellets

Steel C ladding

Liquid Sodium Inlet

Liquid Sodium Outlet

그림 3-1  핵연료집합체 챈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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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Bond

Core

Shield

Fuel

Cladding

Structure

그림 3-2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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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AS4A 코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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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RIMAR-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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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AS4A/SASSYS-1 의 노심챈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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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 노심챈널 모델링        (b) KALIMER-600 노심챈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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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U-Pu-Zr 금속핵연료의 성분별 확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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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AS4A 노심챈널에서의 소듐비등 모델 (Dun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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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oiding Transient
 Calculation

  Voiding Calculation

 Transient Heat
 Transfer

  Point Kinetics

CLAP

PLUTO2 LEVITATE

그림 3-8  SAS4A 의 주요 현상해석 부프로그램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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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SAS4A 의 산화물핵연료 손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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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공정반응에 의한 침식율  

(Miles Jr. and Tentner, 1988; Bauer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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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금속핵연료핀의 캐비티 생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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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SAS4A 금속핵연료심의 용융핵연료 이동모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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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PINACLE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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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금속핵연료 TOP 해석에서 핀내부 핵연료 재배치 

현상에 의한 출력 및 반응도 변화 

(Miles Jr. and Tentn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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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TREAT M2 시험을 PINACLE 로 해석한 결과 비교 

           (Miles Jr. and Tentner, 1988) 

금속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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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TS-1, TS-2 TOP 시험을 PINACLE 로 해석한 결과 비교 

(Miles Jr. and Tentner, 1988) 

산화물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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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Gas 

Froth

그림 3-17 과출력(TOP) 조건하에서 금속핵연료봉 파손 후  

챈널 유동현상 (PLUTO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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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LOF-driven-TOP 조건하에서 금속핵연료봉 파손 후  

챈널 유동현상 (PLUTO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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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PLUTO2 계산에서 연료챈널의 축방향 노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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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PLUTO2 와 LEVITATE 모듈에서 모델간의 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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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LEVITAT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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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LEVITATE 계산에서 연료챈널의 축방향 노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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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TOP 과도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CAMEL Loop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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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LO3 TOP 실험에서 관측된 상대적 핵연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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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LO7 LOF 실험에서 관측된 상대적 핵연료가 



- 115 - 

그림 3-26  TREAT M7 실험장치 (Bauer et al., 1990) 

(a) Mark-III 종합소듐루프 

(b) TREAT 원자로 

시험루프 

고속중성자 hodoscope slot 
및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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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M7 TREAT 시험(U-Zr 핵연료)에서 상대적핵연료가의  

           관측값과 SAS4A 계산결과 비교  

           (Tentner et al., 1990; Tentner, 1991; Rhodes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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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M7 TREAT 시험(U-Zr 핵연료)에서 용융캐비티와  

가스플레넘의 압력 (Tentner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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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M7 TREAT 시험(U-Zr 핵연료)에서 피복관수명율 

(Tentner et al., 1990) 

*    캐비티 압력 

---  플레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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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M7 TREAT 시험(U-Pu-Zr 핵연료)에서 상대적핵연료가의  

           관측값과 SAS4A 계산결과 비교  

           (Tentner et al., 1990; Tentner, 1991; Rhodes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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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M7 TREAT 시험(U-Pu-Zr 핵연료)에서 용융캐비티와  

가스플레넘의 압력 (Tentner et al., 1990) 

*    캐비티 압력 

---  플레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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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M7 TREAT 시험(U-Pu-Zr 핵연료)에서 핵연료핀 상부영역의 

핵연료 질량 관측값과 SAS4A 계산결과 비교(Tentner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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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가상적인 조건하에서 전체 노심이 급격히 붕괴된다고 가정하는 HCDA 를 

기준으로 한다. HCDA 연구의 목적은 HCDA 발생시 사고결말의 영향을 해석하여 

사전에 원자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사고완화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자로의 안전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전통적으로 산화물핵연료가 사용되었으나 IFR 설계개념을 

통해 금속핵연료의 안전특성과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를 통한 비핵확산성 및 

경제성 측면의 장점이 드러나자 최근에는 금속핵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AERI 에서 개발하고 있는 GEN IV 형 신개념고속로 역시 금속핵연료 노심을 

채택하고 있다. 소듐냉각재와 금속핵연료의 열-물리적 특성과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적 특성은 금속핵연료 노심의 과도사고 특성과 현상학적 해석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이에 대해서 실험자료를 근거로하여 분석하였다.  

 

금속핵연료 노심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HCDA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HCDA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HCDA 초기단계 동안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수행된 다양한 노내 및 노외 실험데이터와 ANL 이 개발한 SAS4A 코드에 

포함된 해석모델을 검토하였다. SAS4A 는 ANL 에서 개발한 액체금속 고속로의 노심 

안전해석 전산코드로서 EBR-II, FFTF 등의 원자로 시험 데이터와 많은 노외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신뢰성이 입증된 코드이다.  

 

SAS4A 는 소듐냉각고속로 중대사고에서 발생하는 과도현상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각 물리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SSCOMP, DEFORM-4, PINACLE, PLUTO2, LEVITATE 와 

같은 해석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해석모델은 HCDA 초기단계 과정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모의할 수 있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속로에서 HCDA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물리적 현상으로는 핵연료 용융, 피복관 파손, 

핵연료심 내부에서 용융핵연료의 이동 및 재배치, 용융핵연료의 냉각재챈널 방출에 

따른 파편화 및 분산, 핵연료와 노심구조물로 구성된 혼합용융물의 이동 및 재냉각, 

core catcher 에서 혼합용융물의 포집, 원자로하부 소듐풀에서 용융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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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s 의 냉각 등이다. 이 외에도 냉각재챈널에서 소듐비등에 따른 기포의 생성, 

팽창 및 이동, 정상상태 및 과도기간 동안 금속핵연료의 열적⋅핵적 물성치 변화 

등과 같은 부수적인 현상이 동반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금속핵연료 노심의 사고특성과 HCDA 해석모델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은 금속핵연료 노심에서의 HCDA 사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HCDA 해석 전산코드가 국외에서 도입되는 경우 

코드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국내에서 HCDA 현상에 대한 실험계획을 세우고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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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This list contains the abbreviations used in this document. 

 

Abbreviation Definition 

ACLP  Above Core Load Pad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A) 

BOEC  Beginning of Equilibrium Cycle 

BOP  Balance of Plant 

CRDL  Control Rod Driveline 

DBE  Design Basis Event 

FCCI  Fuel 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MI  Fuel 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GEN IV  Generation IV 

HCDA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 

IFR  Integrated Fast Reactor 

IHTS  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LOF  Loss of Flow  

PHTS  Primary Heat Transfer System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RSS  Reactor Shutdown System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SGS  Steam Generator System 

TLP  Top Load Pad 

TOP  Transient Overpower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ULOHS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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