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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

Ÿ SCWR은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로서 향후 발전용원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Ÿ SCWR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경수로 대

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SCWR 개발이 가능함.

Ÿ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의 성사로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어, 당분간은 본

격 기술개발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KAERI가 설계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의 부수로(수력직경은 6.5 mm)에서

일어나는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구경 튜브(4.4, 4.57, 6.32, 9.0 mm)와

환형유로 (8 x 10, concentric; 9.5 x 12.5, eccentric)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음.

-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F/M강 가운데 T92, 고 Ni 합금 가운데 인콜로이

800H, ODS 합금 가운데 MA956합금에 대해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팽윤 및

조사기공의 크기분포 등의 관점에서 ODS 합금의 우월성을 확인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노심개념개발, 부수로해석, 안전

해석, 초임계압 열전달, 이온 및 중성자 조사, 초임계압수 방사화학

영
어

SCWR, Feasibility study, Conceptual reactor core design, Subchannel 
analysis, Safety analysis, Supercritical heat transfer, Ion irradiation, 
Supercritical radiolysis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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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계통 개발 타당성 및 핵심요소기술 개발 방안

제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타당성 평가 항목 도출과 기준 설정

∙ SCWR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 정책적인 SCWR 개발방안 제시

∙ 노심개념 연구

∙ 열수력 특성 자료 생산

∙ 노심 열수력해석 및 안전해석 코드 정비

∙ 후보소재의 이온조사시험

∙ 후보소재의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비교 평가 (조사경화, 강도, 조사팽윤

등)

∙ 중성자 조사시험 동향파악 및 사전준비

∙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물 조절기술 문헌 조사.

Ⅳ. 연구결과

- 개발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 SCWR은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로서 향후 발전용원전의 유력한 대안

이 될 수 있음.

○ SCWR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

로, 기존 경수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SCWR 개발이

가능함.

○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의 성사로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

되어, 당분간은 본격 기술개발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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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

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KAERI가 설계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의 부수로 (수력직

경 6.5 mm)에서 일어나는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구경

튜브(4.4, 4.57, 6.32, 9.0 mm)와 환형유로 (8 x 10, concentric; 9.5 x 12.5,

eccentric)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

음.

-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F/M

강 가운데 T92, 고 Ni 합금 가운데 인콜로이 800H, ODS 합금 가운데

MA956합금에 대해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팽윤 및 조사기공의 크

기분포 등의 관점에서 ODS 합금의 우월성을 확인하였음.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는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연구가 재개될 때 유용한 기초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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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Feasibilit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CWR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Feasibility study of development of SCWR and related core technolog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Ÿ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ric and criteria

Ÿ Review of state of art, domestic and abroad 

Ÿ Suggestion of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CWR

Ÿ Conceptual study of core design

Ÿ Production of thermal-hydraulic data

Ÿ Modification of computer codes for the sub-channel and safety analysis

Ÿ Ion-irradiation test on the candidate materials

Ÿ Comparative analysis of irradiated materials

Ÿ Preparatory work for the neutron irradiation test

Ÿ Literature survey on the SCW radiolysis 

IV. Results of the Project

Ÿ SCWR shall be one of a possible alternatives as a large scale electricity 

generation nuclear plant in the future.

Ÿ A technology infra needed for developing SCWR seems to be well organized. 

Ÿ But a lack of domestic technology resources is expected due to  recent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temporarily focus 
on developing a base technology and monitoring an inter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rather than a full scale development. 

Ÿ By using the test sections including the circular tubes (inner diameter 4.4, 

4.57. 6.32, and 9.0 mm) and the annular passages (8 x 10 mm concentric 

and 9.5 x 12.5 mm eccentric) supercritical heat transfer test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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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nalyz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the subchannel of core 

concept developed by KAERI. 

Ÿ Ion irradiation test of the candidate materials such as T92 steel of F/M steel, 

Alloy 800HT of high Ni alloy, MA 956 of ODS alloy was performed and 

the ODS showed a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the swellness and cavity 

distributio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Ÿ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y will be used for establishing an SCWR 
development strategy and a long term plan to maximize an achiev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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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950년대에 보일러의 압력을 임계압 (22.1 MPa)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 온

도도 올려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초

임계압 열전달도 이 중의 한 분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이를 원자력발

전에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1950 - 6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행되었으나 고

온내부식성 재료의 확보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1990년

대 초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에 대한 개념연구가 재개되어

열중성자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고속중성자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와 중국도 일본과 함

께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을 중심으로 SCWR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2000년 1월 GIF가 결성된 후 우리나라는 SFR, VHTR, SCWR 등 3 개의 차세대

원자로 개념 개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SCWR에는 부분적인 참여

방침에 따라 열수력과 고온재료 등의 분야에만 참여해 왔다. 이에 SCWR에 대한 전

반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의 3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책방행 분석 연구

- 초임계압수냉각로 기술성과 안전성 평가 연구

-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적용성 평가 연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타당성 평가 항목 도출과 기준 설정

- SCWR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 정책적인 SCWR 개발방안 제시

- 노심개념 연구

- 열수력 특성 자료 생산

- 노심 열수력해석 및 안전해석 코드 정비

- 후보소재의 이온조사시험

- 후보소재의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비교 평가 (조사경화, 강도, 조사팽윤 등)

- 중성자 조사시험 동향파악 및 사전준비

-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물 조절기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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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개발환경과 정책방향 분석

1. 연구수행내용

SCWR의 국내개발 타당성은 국내 고유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개발 필요성

- 국가 장기 미래 에너지 수급 및 장기 전원계획 등 전력수급 측면

- 전원 구성시 원자력 비중 등 원자력발전 수요 측면

○ 개발 환경성

- 미래 원자력 노형전략 및 사용후 연료 관리 측면

- 국내기술의 지속성 및 인력, 기술 등 인프라 측면

- 해외 수출과 기술개발 리스크 및 투자 재원 측면

○ 기술성

- 기술개발 난이도 및 장애요인 측면

- 국내 기술 수준 측면 및 기존기술 활용 측면

○ 경제성

- 건설비용 및 운전비용 측면

2. 연구결과

○ SCWR은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로서 향후 발전용원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SCWR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

존 경수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SCWR 개발이 가능함.

○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의 성사로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어,

당분간은 본격 기술개발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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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CWR 기술성과 안전성 평가

1. 연구수행 내용

- KAERI가 설계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의 부수로(수력직경은 6.5

mm)에서 일어나는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구경 튜브(4.4,

4.57, 6.32, 9.0 mm)와 환형유로 (8 x 10, concentric; 9.5 x 12.5, eccentric)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음.

- 노심개념 및 열수력해석 방법론 평가를 수행하였음 (위탁과제).

2. 연구결과

- 소구경 튜브안의 열전달은 대구경 튜브안의 열전달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나 열전달열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차이를 보였으며 구경이 작을수록 열전달열

화발생이 억제되었음.

-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가 증가하였으며,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

수는 감소하였음.

- 압력의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압력이 낮아질수록 열전달이 증가하였음.

- 내경 4.4 mm 튜브와 이와 유사한 수력직경을 갖는 환형유로(8 x 10 mm)를 비

교하였을 때 열전달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형유로에서 열전달 열

화가 억제되었음.

- 와이어가 장착된 튜브 안에서는 유사임계온도 부근의 열전달계수가 단순한 튜

브의 경우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음. 이 증가 효과는 유사임계온도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였음.

- SCWR 노심열수력 평가를 위한 부수로 코드체계를 확립하고 열전달 상관식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 최

대피복재온도가 안전제한치 임을 감안하면 상관식의 정확도가 여유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SCWR은 반경방향 엔탈피 첨두인자

가 매우 큰 노형으로 알려 졌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축도를 가지는 연료를 적절히 배

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오리피스 설계 및 연료봉 직경을 달리하

는 등 유량재분배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위탁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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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후보소재 적용성 평가

1. 연구수행 내용

-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이온조사 특성시험

- 시험대상 후보소재: F/M강 - T92

고 Ni합금 - 알로이 800H

ODS 합금 - MA 956

- 후보소재의 이온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특성변화 분석 (조사팽윤 비교 평가)

- 후보소재의 이온조사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 분석 (조사경화, 강도/취성 비교

평가)

2. 연구결과

가. 고에너지 Ne 이온조사에 따른 조사손상 평가

- 450 및 550℃에서 1, 5, 10 dpa 조사한 경우 MA956 ODS합금의 경우 T92 및

알로이 800H에 비하여 조사기공의 평균크기는 15% 이상 적으며, 수 밀도가

각각 10배 및 2배 정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의 조사기공이 널리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T92의 경우 조사기공이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등 계면을 따라 선택적으

로 분포, 성장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계적 특성 특히 취화(embrittlement)

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으로 판단됨.

- MA956 ODS합금의 경우 조사기공이 분산산화물과 기지상 사이의 계면에 생

성, 위치하는 것을 보아 분산산화물이 ODS합금의 고른 조사기공의 분포에 그

리고 결국은 조사저항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

나. 고에너지 Kr 이온 조사에 대한 조사손상 예측

- 시험 소재 (T92, 알로이 800H, MA956) 모두 peak damage region은 110-120

micron 범위이었음.

- 시편 두께 전체에 걸쳐 고른 조사량을 얻기 위하여 energy degrader를 활용하

고자 하였으나, 대신 조사량이 비교적 고른 시편 표면 가까운 곳 (100 micron

이내)에 조사하고자 두께가 60 micron되도록 시편들을 준비하여 조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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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 조사량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시편 두께 전체에 걸쳐서 비교적 고른 이온 조

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 좀 더 고른 그리고 더 많은 조사를 얻기 위해서 시편의 한쪽을 조사한 후 뒤

집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하는 경우 조사량이 현재보다 두 배에 이르고 시

편 두께 전체에 걸쳐서 더욱 고른 조사손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MA956과 800H은 경도 측정결과 이온조사 전 시험 합금에 비해 이온조사한

합금에서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었으며, T92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T92의 경우 다른 합금에 비해 오차범위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한

시편에 20회 측정), 조사경화로 인하여 오차 범위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나

타 냄.

다. 이온조사에 따른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 관찰

- 시료준비: 조사 전 시편: Mechanical polishing + electrolytic jet polishing; 조

사 시편: FIB 가공

- TEM 관찰 결과 모든 합금시편 (MA956, 800H 및 T92)에서 void는 관찰되지

않았음. 이는 조사량이 너무 적었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됨

- 특히 Incoloy 800H의 경우 이온조사로 인한 광범위한 (dislocation-free)

channeling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가 이 합금시편의 조사경도 증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이온조사 시편의 경우 다양한 결함들 (point defect 및 dislocation)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의 분포 및 양들이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추가

적으로 진행될 것임.

- 조사시편의 point defects 및 dislocation 확인

라.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 거동 파악

- 과산화수소는 고온에서 산소로 변화되므로, 과산화수소의 고온 전기화학 거동

은 용존산소의 전기화학적 거동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음. 백금표면에서 용

존산소는 고온에서 용존수소와 유사한 속도로 환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용존수소의 산화거동과 함께 생각하면, 두 화학종이 함께 금속성 백금(입자)에

노출되면, 두 화학종은 빠르게 서로 산화/환원되어 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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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SCWR의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의 필요성, 개발환경, 경제성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SCWR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수력

안전 분야와 재료분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SCWR 개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 평가항목에 따라

심층적인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열수력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짧은 연

구기간과 제한된 예산으로 일부 분야(초임계압 열전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료분야의 연구도 막대한 연구비와 연구기

간이 소요되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후보재료에 대해 중성

자시험을 대체한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재료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심, 열수력, 안전해석, 재료 등의 분야에 대한 SCWR 참여국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SCWR 개발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보면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한 SCWR 노심의 개발가능

성은 충분히 있으며, BWR을 토대로 구성한 계통에 대해 동경대학에서 수행한 안전

해석 결과도 PWR 또는 BWR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재료분야도 가장

중요한 피복관의 후보재료로 Ni 합금이나 스테인리스 강이 거론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SCWR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

증시험이 SCWR 참여 각국의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머

지않은 시일 안에 SCWR 건설 가능성에 대한 참여국들의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안전성과 기술성 및 재료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개발타당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는 향후 충분한 국내 건설 수요가 있으며, SCWR은 유

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GIF 국제공동연구, APR+ 기술개발 등 SCWR 개발

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15년 정도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 기존 경수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초임계압수냉각

로의 개발이 가능 하다. 따라서 SCWR 개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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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는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책방향 분석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열수력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초임

계압 원자로심 개념 및 부수로 해석도구의 평가, 후보소재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SCWR의 국내개발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필요성, 개발환경,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를 수행하여

SCWR 개발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은 KAERI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장

치인 SPHINX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 (원형관, 나선형 붙이 원형관, 환형관)의 test

section에 대해 수행하였다. 이 결과 상당한 데이터가 생산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상

당한 관심을 끌어 IAEA CRP (Coordinated Research Program)에 참여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 실험결과로 기존의 열전달 상관식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였

으며 새로운 상관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심개념설계에 관해서는 KAERI가 제시한 개념을 평가하였고, 1400 MWe의 노

심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임계압 환

경에서 부수로 해석도구로인 MATRA와 VIPER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는 긍정적이었으나 개발타당성 평가라는 과제의 성격상 인력운용의 한계와 과제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후보소재의 평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중성자조사 대신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

여 미세조직 특성변화와 기계적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임계압열전달 실험자료과 후보소재의 평가결과는 GEN IV 공동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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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초임계압열전달 실험자료과 후보소재의 평가결과는 GEN IV 공동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

한 바 있으며 특히 초임계압열전달 실험결과는 IAEA CRP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 이전에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던 고체감속재를 사용하는 1400 MWe SCWR

노심 개념은 본 연구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더욱 다듬어 졌으나 아직도 완성도는 떨어

지며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부수로 해석도구인 MATRA와 VIPRE, 안전해석도구인 TASS-SCWR도 SCWR에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 이전에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추가

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후보소재의 평가는 이온조사에 그치는 등 기초적인 연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3년간의 연구로 당초 예정했던 과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개발타당

성 평가라는 과제의 근원적인 제한과 예산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과제가 마무리 될 즈음 당분간 SCWR 연구를 중지한다는

정부차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SCWR 연구가

언젠가 재개되면 이 연구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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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책방향 분석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SCWR의 국내개발에 대해서 
향후 전력수요 등을 고려한 개발 필요성, 기술 및 인력 등 개발 인프라, 최적의 
개발전략 등을 평가하여 향후 SCWR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정책결정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SCWR의 국내개발 타당성은 국내 고유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개발 필요성

- 국가 장기 미래 에너지 수급 및 장기 전원계획 등 전력수급 측면
- 전원 구성시 원자력 비중 등 원자력발전 수요 측면

   ○ 개발 환경성
- 미래 원자력 노형전략 및 사용후 연료 관리 측면
- 국내기술의 지속성 및 인력, 기술 등 인프라 측면
- 해외 수출과 기술개발 리스크 및 투자 재원 측면

   ○ 기술성
- 기술개발 난이도 및 장애요인 측면
- 국내 기술 수준 측면 및 기존기술 활용 측면

   ○ 경제성
- 건설비용 및 운전비용 측면

Ⅳ. 연구개발결과
○ SCWR은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로서 향후 발전용원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SCWR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경수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SCWR 개발이 가능함.
○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의 성사로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

어, 당분간은 본격 기술개발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모
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본격적인 SCWR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향후 SCWR 기술개발을 위

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추진체
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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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nalytical Study of Domestic Condi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SCWR
Ⅱ. Purpose

To present a political direction for preparing an SCWR developmental 
environment by investigating a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Ⅲ. Contents

To evaluate a feasibility of developing SCWR technology in Korea, 
several key parameters listed below are investigated.

   ○ Needs
- Long term national plans for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 A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 Environment

- Strateg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spent fuel management
- Sustainability of domestic technology infra including manpower
- Export potential, project risk and financing

   ○ Technology
- Technical difficulties and obstacles
- Using an existing technology

   ○ Economy
- Capital cost and operating cost

Ⅳ. Results
○ SCWR shall be one of a possible alternatives as a large scale 

electricity generation nuclear plant in the future.
○ A technology infra needed for developing SCWR seems to be well 

organized. 
○ But lack of domestic technology resources is expected since recently  

achieved several big overseas project.  So it is advisable to focus on 
developing a base technology and monitoring an inter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rather than a full scale development. 

Ⅴ. Expected Contrib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establishing an SCWR development 

strategy and a long term plan to maximize an achievement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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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GEN-IV 원자력시스템 및 SCWR 개요

GEN-IV(Generation IV) 원자력시스템은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

폭 향상 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2030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국제공동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GEN-IV 원자력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 즉

①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②핵비확산성 및 물리적방호 능력(Non-prolifer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③안전성 (Safety and reliability), ④경제성(Economics)을

고려하여 6개 노형을 선정하였음.

표 1.1 GEN-IV 6개 노형 개요

표 1.1을 보면 GEN-IV 6개 노형 중 전력생산 전용 경수로는 SCWR이 유일함.

SCWR의 장점은 운전경험이 풍부한 경수로와 같이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초임계상태 운전경험이 있고, 효율이 44%이상

으로 기존 경수로(34%)보다 월등히 높음에 따른 경제성 향상임. 단 고온․고압의

초임계상태에서 핵연료피복재 부식문제, 국제공인의 열전달 DB부족, 노심구성 상의

문제 등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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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CWR 시스템 구성도

제 2 절 국내 GEN-IV 가입 현황

세계 각국은 GEN-IV 원자력시스템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을 결성하고 각국 사정에 맞추어 노형별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

하고 있음. GIF는 GEN-IV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2001년 7월에 헌장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한국, 미국 등 13개국이

서명하였음. GIF는 2003년에 GEN-IV 6개 노형에 대한 장기 기술개발 Roadmap을

발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이끌어 가고 있음. 표 1.2는 GEN-IV 6개 노형에 대한 세

계 각국의 참여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VHTR, SFR 및 SCWR 등 3개 노

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VHTR 및 SFR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참여

하고 있으며 SCWR에 대해서는 세부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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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세계 각국의 노형별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제 3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본 과제는 2007년 3월 22일 열린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기획위원회 결정사항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GEN-IV 3개 노

형 중 SCWR에 대해서는 우선 “열수력 및 안전 ”과 “재료 및 수화학” 2개 프로젝트

수준에 참여하면서 국제공동연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에서 추진 중인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 수준의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대과제와 함께 본 과제인 “초

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 및 정책방향 분석연구”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따

라서 본 과제는 SCWR에 대해서, 향후 전력수요 등을 고려한 개발 필요성, 기술 및

인력 등 개발 인프라, 최적의 개발전략 등을 평가하여 향후 SCWR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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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CWR 계통도와 초임계수 물성치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SCWR 특성

SCWR은 기본적으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직접사이클 (Direct

Cycle) 경수냉각원자로(Light Water Reactor ; LWR)의 한 형태임. 계통압력이

25MPa, 온도가 290℃ - 510℃인 초임계상태에서 운전됨으로써 냉각재 상변화 없이

단일상으로 유지되며 열효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짐. 직접사이클이며 상변화가

없으므로 가압경수로의 증기발생기, 가압기 및 급수펌프가 필요 없으며 비등경수로의

증기건조기, 증기분리기 및 순환펌프를 제거 할 수 있게 됨. 이와 같은 SCWR의

고효율과 계통의 단순화는 운영비와 건설비 절감으로 이어져 저렴한 전기생산을

가능케 함. (그림 2.1 참조) SCWR은 현재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가능함. 즉 세계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 기술과

화력발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임계화력발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반면에 초임

계상태에서 물의 밀도가 경수로의 1/10정도로 감소됨에 따라 중성자 감속이 어려워

지며 고온에 의한 피복관 등 재료의 부식 심화 등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도 있음.

이와 같은 SCWR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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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CWR의 기술적․경제적 장단점 분석

기술적 및

경제적장점

. SCWR은 압력이 초임계압인 점을 제외하면 PWR과 BWR의 원숙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 특히 2차 계통은 이미 국내에 정착되어 있는 초임계

압화력발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BWR과 PWR의 열효율 33% 정도에 비해 SCWR의 열효율은 44~45%

이므로 약 30% 정도의 에너지 생산증대 효과 및 우라늄 자원 이용율 향상을

얻을 수 있음.

․직접사이클로 증기발생기와 가압기가 없고, 냉각재재고량이 적어 기기의

용량이 줄어드는 등 건설 및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있음.

․자체 경제성 평가 결과 1700MWe SCWR의 건설비는 APR1400과 비슷하

므로 건설단가기준으로는 약 18% 정도 경제성이 향상됨.

기술적

과제

․Gen IV 로드맵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SCWR을 기술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서는 1) 노심 구성가능성, 2) 안전해석도구의 개발 가능성,

3) 안전계통의 운전성 검증, 4) 핵연료의 건전성 검증, 5) 고온재료의

개발 또는 적용가능성 등이 검증되어야 함.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운전은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됨.

․핵연료의 검증은 새로운 Fuel Test Loop의 건설이나 기존 연구로의 설비개

조를 통해 수행하는 방안을 이미 SCWR 관련 당사국간에 협의한 바

있으며 UO2 Ceramic Fuel을 시용할 예정이므로 추후 피복관의 개발이

요구됨.

표 2.2는 향후 우리나라 주력 노형인 APR1400과 비교한 SCWR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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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PR1400 SCWR 비고

Cycle Indirect Direct 열교환 불필요

가압기 있음 없음 계통단순화

증기발생기 있음 없음 계통단순화

급수펌프 있음 없음 계통단순화

격납건물 대 소

운전압력 15 MPa 25 MPa

운전온도 290 - 320℃ 290 - 510℃ 고온재료 개발 필요

열효율 34% 44% 경제성향상

냉각재 물 물(초임계수)

핵비등이탈 발생 없음 안전성 향상

냉각재유량 1 0.1

표 2.2 APR1400과 SCWR의 기술적 특성 비교

제 2 절 국외 기술현황 분석

□ 일본

○ 도쿄대학과 Toshiba가 주도하여 1000 MWe thermal spectrum SCWR인

Super LWR에 대한 연구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수행하여 기본적인

연구를 마무리 하였으며 Toshiba는 이를 바탕으로 재료와 핵연료집합체 내

열수력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음.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components as well as elements/parts unique to SCPR (Supercritical

Pressure Reactor)

•Understanding supercritical water (SCW) chemistry and relevant system

development such as chemical control system and purification system

•Extended material R&D and reactor irradiation tests of materials under

HT, SCP condition

•Large thermal-hydraulic (T/H) tests simulating the SCPR core under

HT, SCP water condition

○ 아래의 그림은 도쿄대학이 개발한 초임계압원자로 개념인 SCLWR-H의 핵연

료집합체임.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 밀도가 1/8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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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감속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내에 냉각재가

아래로 흐르는 공간인 water rod를 채택한 개념임.

○ 도쿄대학은 SCLWR-H를 개량하여 Super-LWR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

으며 여기서는 노심주변 핵연료집합체에서는 냉각재가 아래로 흐르고 노심

중앙 핵연료집합체에서는 냉각재가 위로 흐르는 개념을 채택하였음.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핵연료의 설계, 안전해석, start-up 등 기본적인 설계

개념을 완성했음.

○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2005년 12월 fast spectrum reactor SWFR에 대한 5년간의

연구에 착수하였음.

• 참여기관 : 도쿄대학, JAEA, 큐슈대학, T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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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MEXT

• 수행기간 : 2005년 12월부터 5년간

• 총예산 : 12.5 million USD (5년간)

• 대상분야 :

√ Development of the Super FR Concept

√ Heat transfer and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 Material developments

□ EU

○ EU는 Euratom을 중심으로 SCWR의 개념인 HPLWR (High Performance

Light Water Reactor)에 대한 연구개발을 2006년 9월 착수함.

• 참여기관: 대학(2), 연구기관(7) 기업체(1)

• 지원기관 : Euratom

• 수행기간 : 2006년 9월부터 42개월간

• 총예산 : 4.6 million 유로

• 대상분야 :

√ Design & Integration

√ Core design

√ Safety

√ Materials

√ Heat transfer

√ Education and dissemination

√ Management

○ EU의 노심설계개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3-path임. 이는 노심 내에서 두 번

에 걸쳐 mixing을 일으켜 hot-channel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며 노

심 출구온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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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Integration 분야에서는 Thermal Core와 Reactor Vessel 및 내부 구조

물에 대한 Preliminary Mechanical Design을 완료함. Core Design Code를

개발하여 평가 중이고 노심출력 분포 및 노심제어 연구와 및 부수로 해석도

수행 중임.

○ Thermal Hydraulics/Safety 분야에서는 튜브내의 초임계압수에 대한 열전달

Database 및 Look up Table을 작성하였음. 또한 Wire Wrap을 갖는 핵연료

다발의 부수로 유동해석과 Inlet Orifice에 따른 유동 안정성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안전해석을 위해 RELAP5 및 CATHARE 코드와 실험치

간의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 중임.

• 14,324개 열전달 Data Point 생산

- 13,091개 data points : vertical upward flow, including deteriorated

heat transfer

- 294개 data points : vertical downward flow

- 949개 data points : horizontal flow

• Parameter Range

- Pressure : 20.5 - 31 MPa

- Mass Flux : 200 - 3600 kg/m2s

- Heat Flux : 88 - 3520 kW/m2

- Inner Tube Diameter : 2.5 - 3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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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FD Analysis of Sub-Channel Flow in Rod Bundles with Wire

Wraps

○ Material/Chemistry 분야에서는 고온, 고압(400-650℃, 25 MPa)에서의 피복관

합금에 대한 Corrosion Test를 수행 중이며, In-Pile Test를 위한 초임계압수

Loop의 상세설계를 완료함.

□ 캐나다

○ 캐나다는 AECL을 중심으로 SCWR의 개념인 Pressure Tube Type CANDU

SCWR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연구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Materials and Chemistry : Corrosion Test, Water Chemistry,

Anti-Corrosion Coatings

√ Thermal-hydraulics and Safety : Heat Transfer Test, Passive

Moderator Cooling, Advanced Fuel Channels

√ Design : Physics, Out-of-Core Components, Fuel Channel Design,

Thermodynamic Cycle Optimization

√ Non-Electricity Applications : Hydrogen Production

√ Economic Assessment

○ 노물리 분야에선 핵연료 다발(최대 54 Fuel Elements)에 대한 핵연료 격자

설계를 평가 중이며, LEU, Pu/Th, Pu/Du 연료 주기에 대해서도 고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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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핵연료 채널을 개발 중이며, Passive

Moderator Cooling 개념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수행 중임.

그림 2.3 Advanced Fuel Channel과 Passive Moderator Cooling 개념

○ 재료분야에서는 새로운 Autoclave의 Corrosion Test 및 대기압 Plasma-Jet을

이용한 Anti-Corrosion Coating 방법을 수행 중임. 또한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재료 및 수화학 처리 실험을 위한 고온, 고압 (650℃, 28MPa) Loop을 건설

중이며, Novel Electrode와 Sensor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 현재 4년간 Gen-IV R&D Program이 승인되어 진행 중임.

□ 중국

○ 중국은 2007년 9월부터 4년간 3 million Euro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SCWR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과제를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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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8년 현재 GIF헌장과 기본협정에 서명한 상태이며 각 시스템별 참여를

계획 중임.

제 3 절 국내 기술현황 분석

○ 2001년 12월부터 3년간 I-NERI 사업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INL과 협력하여

전산해석 방법의 하나인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Model로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유동장의 난류성분을 측정하는 과제를 2004년

말까지 수행하였음.

○ 2002년 12월부터 “SCWR에 사용할 후보재료에 대한 평가”와 “Advanced

Corrosion Resistant Zirconium Alloys for High Burnup and Generation IV

Application”의 두 연구과제가 I-NERI 사업으로 KAERI에서 착수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수행하였음. 2004년 6월부터는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in Supercritical Fluids for Application to the Generation IV” 과제가 3년 예

정으로 착수되어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I-NERI로 진행되는 국제협력과제와는 별도로 KAERI에서 기관 고유사업으로

2005년 말까지 SCWR 노심의 개념연구와 상용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을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SCWR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 이 사업을 통해 노심개념설계, 노

심열수력 코드 및 안전해석코드 정비, 열전달 실험을 위한 실험설비의 확보

등이 이루어졌으며 재료에 대한 연구도 I-NERI 과제를 통해 일부 착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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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초부터 수행해온 원자력기반연구의 일부로 핵연료 격자코드인

HELIOS를 저밀도 냉각재 조건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노심해석

코드인 NUREC에 열수력 궤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열수력 궤환 모델을

수정하였음. SCWR 노심의 잉여반응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노심해석코드인

MASTER에 SCWR 노심 상태의 열수력 궤환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음. 집합체에 장전되는 핵연료봉의 수를 늘여 선출력밀도를 낮추는 장점이

있는, 고체감속재를 사용하는 십자형의 사각 배열 노심을 제안하였음. 초임계

압경수로 노심 설계 요건을 탐색하기 위해 십자형 고체 감속재 개념을 도입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 설계 및 군정수를 생산하였음. 목표 연소도 성취를

위한 핵연료 농축도 조절,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 출력밀도 감소 및 핵연료집

합체별 유량을 달리 하는 노심의 설계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음.1)

그림 2.4 Fuel Assembly Design

○ SCWR은 우선 열중성자 영역을 추구하며 PWR에서 사용한 UO2를 사용할

것이나 피복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피복관의 최대 온도와 pellet-

피복관의 갭에서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기초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후보 핵연료 설계 요건

분석, 후보 핵연료 예비 설계 및 평가, 정상 상태 성능 평가 등이 수행되었음.

1) H. Joo et al., "Conceptual Core Design with Rectangular Fuel Assembly for Thermal SCWR System,"

Proceedings of ICAPP05, Seoul Kore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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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열수력 분야는 MATRA 코드를 이용한 부수로 해석과 상용코드를 이용한

단일수로내의 3차원해석을 병행해 수행하였음. 부수로 해석을 위해서는

MATRA 코드에 초임계압 유체의 물성을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코드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안전해석분야에서는 동경대학교의 안전해석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과도현상

및 사고 유형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설계 제한치를 도출하였음. SCWR의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IAPWS-IF97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 fo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을 이용하여

초임계압용 증기표 계산 사업을 작성하였고, 이를 Non-LOCA 해석코드인

TASS/SMR에 적용하여 TASS/SCWR을 개발하였음. 이 코드를 이용하여

SCWR 피동안전계통 예비 설계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음. 이와 같이

안전해석을 위한 도구는 일차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각종

상관식을 개선하고 실증실험으로 이를 검증하는 작업과 검증된 코드를 이용

하여 과도현상 및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음.2)

○ 노심열수력과 안전해석 코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한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 실험은 CO2를 매체로 한 실험장치가 2004년 말

KAERI에 설치되었으며, 원통과 환형 공간 내 열유동 특성실험을 수행하고

있음.3) 이 실험결과는 물과 프레온을 이용한 미국과 일본의 실험과 비교하여

척도해석에 활용함과 동시에 생산된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상관식은 SCWR

설계 자료로 사용될 것임.

○ 초임계압수에서의 부식연구는 한화연구소 등에서 주로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SCWO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나,

이의 운전조건은 초임계압수 원자력발전소의 조건과는 다름 (즉 운전 온도가

400℃). KAERI에서는 최근에 65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초임계압수 실험설비

를 설치하여 고온 초임계압수 조건에서의 후보 소재들에 대하여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소에서는 텅스텐,

몰리브데늄, 니오븀 등의 첨가를 통한 9-12% 크롬강의 크립 파열 강도 향상

연구를, 그리고 탄소, 니켈, 규소함량의 조절을 통하여 기지금속 및 용접부의

2) 윤한영 등,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Code fo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 (SCWR)," 2005 추

계원자력학회, 부산, 2005.

3) H. Kim et al., "Heat Transfer in a Tube Using CO2 at Supercritical Pressure," Paper No. 103, Proceedings

of GLOBAL 2005, Tsukuba, Japan, October 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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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특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4)

○ 국내에서의 초임계압수 방사선분해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러 KAERI 및

일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수행된 초임계압수의 화학특성 연구는

주로 유독성 유기물의 분해 (SCWO)와 금속산화물의 제조를 위하여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은 SCWR의 예상 운전조건과는 다름.

○ 이와 같이 SCWR 연구는 I-NERI, KAERI의 자체연구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4) S. Whang et al., "Corrosion Behavior of F/M Steels and High Ni Alloys in Supercritical Water," Paper No.

043, Proceedings of GLOBAL 2005, Tsukuba, Japan, October 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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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CWR 개발 타당성 평가

초임계압수냉각로의 경우 기존의 경수로 동력변환계통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에 있어 기술개발의 취약점과 운전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임. 그러므로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신원전 노형 평가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과 방안이 필요함.

2002년도에 GIF가 GEN-IV 원전 6개 노형 선정시 사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5)

○ 목표 1: 인류의 지속 發展에 기여하는 지속성의 확보(Sustainability)

• 목표 1-1: 연료자원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공급의 지속성 확보

• 목표 1-2: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부담 경감

○ 목표 2: 궁극적 안전성 (Safety and Reliability) 확보

• 목표 2-1: 일반대중이 공감하는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목표 2-2: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 목표 2-3: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 안전시스템의 구축

○ 목표 3: 높은 경제성 (Economics)

• 목표 3-1: 타 발전원에 비해 全壽命 운전비용의 경쟁우위 확보

• 목표 3-2: 초기 자본투자 감소로 재정적 위험부담의 경감

○ 목표 4: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의 증대

위 기준은 미래원자력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정한 것이며 국내에서

SCWR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기준은 국내 환경에 맞게 재설정해야 함. 본

과제에서 재설정하여 적용한 SCWR 기술개발 타당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개발 필요성

- 국가 장기 미래 에너지 수급 측면

- 장기 전원계획 등 전력수급 측면

- 전원 구성시 원자력 비중 등 원자력발전 수요 측면

○ 개발 환경성

- 미래 원자력 노형전략 측면

- 사용후연료 관리 측면

- 국내기술의 지속성 및 인력, 기술 등 인프라 측면

- 해외 수출 측면

5) 임기철 외, “미래혁신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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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리스크 및 투자 재원 측면

○ 기술성

- 기술개발 난이도 및 장애요인 측면

- 국내 기술 수준 측면

- 국내 기존기술 활용 측면

○ 경제성

- 건설비용 측면

- 운전비용 측면

이와 같은 SCWR 개발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제 1 절 SCWR 개발 필요성

1. 미래 에너지 및 전력수급 측면

2008년에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 총에

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년 평균 0.7%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 중 전력수요

는 이보다 약간 높은 년 평균 1.6% 성장이 전망됨.(표 3.1 참조) 선진국 예를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난방, 취사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석유, 가스에서 전력으

로 전환되면서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

리나라도 이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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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미래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

2. 원자력발전수요 측면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자력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16%에서 2030년에는 28%로 크게 높아지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은

2007년의 36%에서 2030년에는 크게 59%로 높아질 전망임. 따라서 원자력발전설비가

전체 전력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의 26%에서 2030년에는 41%로 높아질

전망임. 이는 최근의 불안정한 화석연료 공급 및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비한 국가전략임.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20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

며 이중 2021년까지는 OPR1000 및 APR1400 원전 총 1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는 추가로 8기의 APR+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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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MWe Conetruction Reactor Type

Construction

Shin-Kori 1  
Shin-Kori 2 1 000 201 1 . 1 2 OPR1 000

Shin-Wolsong 1
Shin-Wolsong 2                      1 000

201 2. 03
201 3. 01 OPR1 000

Shin-Kori 3
Shin-Kori 4 1 400

201 3. 09
201 4. 09 APR1 400

Shin-Ulchin 1
Shin-Ulchin 2 1 400

201 5. 1 2
201 6. 1 2 APR1 400

Plan

Shin-Kori 5  
Shin-Kori 6 1 400

201 8
201 9 APR1 400

Shin-Ulchin 3    
Shin-Ulchin 4 1 400

2020
2021 APR1 400

Shin-Kori 7
Shin-Kori 8 1 500

2022
2023 APR+

New Plant 6 Units 1 500 2025~30 APR+

Plant MWe Conetruction Reactor Type

Construction

Shin-Kori 1  
Shin-Kori 2 1 000 201 1 . 1 2 OPR1 000

Shin-Wolsong 1
Shin-Wolsong 2                      1 000

201 2. 03
201 3. 01 OPR1 000

Shin-Kori 3
Shin-Kori 4 1 400

201 3. 09
201 4. 09 APR1 400

Shin-Ulchin 1
Shin-Ulchin 2 1 400

201 5. 1 2
201 6. 1 2 APR1 400

Plan

Shin-Kori 5  
Shin-Kori 6 1 400

201 8
201 9 APR1 400

Shin-Ulchin 3    
Shin-Ulchin 4 1 400

2020
2021 APR1 400

Shin-Kori 7
Shin-Kori 8 1 500

2022
2023 APR+

New Plant 6 Units 1 500 2025~30 APR+

201 0. 1 2

표 3.2 장기 원전 건설 계획 (2008 원자력안전 포럼)

초임계압수냉각로는 2030년 이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030년 이후 원

자력발전 수요 예측이 필요함.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 사용한 것과 동

일한 가정을 도입하여 전원개발계획 프로그램인 WASP-IV 코드로 예측한 결과

2030년 부터 2050년까지 약 20여기의 신규원전을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참조)

따라서 2030년 이후 초임계압수냉각로 실용화 시점에서 국내 신규원전 건설 수

요는 여전히 매우 크며 이런 수요를 어떤 원자로형으로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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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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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xpansion

Upper
Expansion

15% Reserve
Margin

그림 3.1 2030년 이후 장기 원전 수요 예측 (WASP-IV 코드 사용)

제 2 절 SCWR 개발 환경성

1. 원자로형 전략 측면

우리나라의 원자로형 전략은 1991년 원자력위원회 의결로 결정 된 이후 추가 개

정이나 보완이 없는 상태임. 표 3.3을 보면 장기적으로 차세대원자로 (APR1400) 이

후 고속증식로 도입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18년전 상황에서 예측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제4세대 원전 기술개발 개념 등을 포함하여 보완이 필요함.

1단계
표준형경수로 : 주종 노형으로 점진적 개량

중수로 : 보완 노형으로 추진

2단계 차세대원자로 개발

3단계 미래형원자로(고속증식로) 기술개발 추진

표 3.3 장기 원자로형 전략 (1991년 원자력위원회 의결)

2007년 교육과학부가 수립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원전기술개발 방향은 APR1400 후속 원자로형 전략 수립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기술 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됨. 또한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Nu-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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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따르면 향후 원전기술발전방향의 전제로서 2020년까지는 APR1400을 주력

노형으로 하며 2020년 이후 GEN-IV 원전 실용화까지는 APR+를 주력노형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APR+ 이후 주력노형은 GEN-IV 원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도 대용량전력생산 전용 원전인 SCWR은 중요 대안임.

그림 3.2는 주목적에 따른 각 원자로형 개발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 즉 GEN-IV

원전 중에서 SCWR은 전력생산, SFR은 사용후연료관리, VHTR은 수소생산이라는

주 목적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임.

Purpose

Electric Power 
Generation

( )
Spent Fuel 

Management
(SFR)

Hydrogen 
Production
(VHTR)

Purpose

Electric Power 
Generation

( )
Spent Fuel 

Management
(SFR)

Hydrogen 
Production
(VHTR)

OPR1 000
APR1 400
APR+
SCWR

2007 201 0 201 5 203020252020

OPR1 000 4 Units Const.

APR+ Develop. APR+ 8 Units Const.

SCWR Develop ?

SFR Develop, Design, Licensing

SFR Const.

VHTR Technology Develop.

VHTR Const. ?

APR1 4008 Units Const.

그림 3.2 원자로 주목적에 따른 장기 개발 계획

추가로 SMART 원전은 해외수출이 주목적임.

이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으며 표 3.4로부터 향후 대용량 고효율 전력생산을 담당

할 원자로형으로는 초임계압수냉각로가 가장 유력시 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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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형 구분 주 목적

APR+

SCWR

GEN Ⅲ+

GEN IV
전력 생산용

SFR GEN IV 핵연료 관리

VHTR GEN IV 수소생산용

SMART GEN Ⅲ+ 수출용

원자로형 구분 주 목적

APR+

SCWR

GEN Ⅲ+

GEN IV
전력 생산용

SFR GEN IV 핵연료 관리

VHTR GEN IV 수소생산용

SMART GEN Ⅲ+ 수출용

표 3.4 국내개발 원자로형별 주목적

2. 사용후연료 관리 측면

사용후연료 관리 측면에서 고속증식로와 경수로는 상호 보완적 관계임. 고속증식

로는 경수로 사용후연료, 또는 자체증식 연료를 처리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바, 적정비

율의 경수로와 고속로를 운영함으로써 사용후연료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음.

(VHTR 핵연료는 영구 처분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평가한

경수로와 고속로의 최적 운영비율은 62대38로서 이 비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는 더 이상 증가 없이 경수로와 고속로 간 페쇄사이클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음.

또한 사용후연료 발생 측면에 볼 때, SCWR은 높은 효율로 인하여 단위 전력생

산에필요한 핵연료자원이 기존 경수로에 비해 2/3 정도이므로 사용후연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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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로

자체순환로

경수로 62%

소듐냉각 고속로 38%

그림 3.3 장기 노형별 발전비중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측)

3. 국내기술의 지속성 및 인프라 측면

국내 발전용 원전 기술의 발전은 1970년대 도입 기술 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OPR1000 건설을 통한 복제기술 확보 단계를 거쳐 1990년대 APR1400 개

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독자 기술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완전 독자기술

을 바탕으로 한 APR+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 중임.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원전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전 도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의 위상 격상을 바라보고

있음.

APR+ 기술개발에는 국내 모든 원자력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그림 3.4 참조) 이

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프라는 그대로 SCWR 기술개발로 승계 될 수 있음. 즉

SCWR은 경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대용량 발전로이기 때문에 기술의 속성이

APR+와 유사하므로 기술개발체계, 기술개발내용, 기술개발 인력 등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음.

시기적으로도 APR+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은 SCWR 기술개발이 본격화되

는 시기와 일치함으로 자연스러운 승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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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

한기(주)
한전연료

(주)
두중(주) 한원(연)

한전
전력연구원

EPRI 등

APR+ 추진실무위원회APR+ 추진실무위원회

APR+ 정책협의회APR+ 정책협의회

APR+  개발조직및인력⇒SCWR개발에 승계가능

그림 3.4 APR+ 기술개발 추진체계

따라서 OPR1000부터 시작된 국내 발전원자로 기술개발은 APR1400과 APR+를

거쳐 SCWR로 이어지면서 그 지속성을 유지함은 물론 100% 완전 독자 원전기술국

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됨.

경수로 기술의 지속적 승계

OPR1 000    ⇒ APR1 400   ⇒ APR+     ⇒ SCWR?
(GENⅡ)            (GENⅢ)        (GENⅢ+ )         (GENⅣ)        

OPR1 000    ⇒ APR1 400   ⇒ APR+     ⇒ SCWR?
(GENⅡ)            (GENⅢ)        (GENⅢ+ )         (GENⅣ)        

201 0년 2020년 2030년

4. 해외수출 측면

OPR1000 및 APR1400의 해외수출 장애요인은 독자 기술 부족임. 따라서 향후 원

전 해외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 독자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SCWR은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초기단계이므로 기술격차가 거의 없음. SFR과

VHTR은 선진국들이 수십년전부터 실험로 및 준상용로를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부분 지적재산권을 선점한 반면에 SCWR은 실험로조차 운영된 경험이 없으므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선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GIF의 SCWR 개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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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핵연료 실증시험, 열수력 및 안전성 실증시험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공통기술 분야는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상호활용이며, 상용기술 개발은

각국의 고유 모델 개발 및 건설에 따른 지적재산권 독점임. (부분적으로 상호 활용

가능)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통기술은 GIF에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고, 노심

모델 등 핵심기술은 자체개발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함. 특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APR+의 신개발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고유 SCWR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SCWR 실용화시 국내건설 수요 충당은 물론 해외수출 추진이 가능함.

5. 기술개발 리스크 및 비용측면

SCWR은 세계적으로 아직 실험로도 없는 상태인 만큼 기술적 불확실성이 큼. 물

론 기존 경수로 기술과 초임계화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술 개발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경수로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증이 필요함.

GIF는 이런 실증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3가지 국제공동연구 안을 제시하고 있

음. 즉 핵연료 실증시험, 열수력 및 안전성 실증시험, 그리고 SCWR 실험로에 대해

서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이들 실증시험에는 우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시험시설 건설이 필수적인 바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

고 국제공동연구가 요구 됨. 우리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 개발은 국

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개발 리스크 및 개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

위 3가지 국제공동연구 중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핵연료 실증시험으로서

EU 주관으로 2013년까지 체코에 시험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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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CWR 핵연료실증시험 시설

앞으로 GIF가 제시한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진행 될 열수력 종합실증시험 및

SCWR POAK(Prototype of a Kind) 국제공동연구에도 핵연료실증시험과 마찬가지

형태로 참여하여 일정 지분 비용을 지불하고 지적재산권을 공유함으로써 기술개발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ID Task Name
1 prototype fueled loop
2 conceptual phase
3 viability phase (experimental)
7 design
8 licensing/authorization
9 construction
10 performance1
11 Peformance 2
12
13 Demonstration Unit (POAK)
14 conceptual design
15 Design Phase
16 component development & qualification
17 Licensing
18 Construction
19 Performance 1 (start up & system tests)
20 Performance 2
21
22 SCWR
23 Conceptual Design
24 Outlet Temperature Decision
25 Basic Design
26 Detailed design
27 Final Design

07/01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그림 3.6 GIF의 SCWR 기술개발 로드맵 (SCWR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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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CWR 기술성

1. 기술성 평가 측면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SCWR: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는 냉각재의

압력을 임계상태 (22.064 MPa) 이상으로 가압하여 운전하며 이때 초임계 상태의

물은 임계점 이하에서와 같은 상변화에 따른 급격한 물성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수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그림 3.7 SCWR 계통도

◦ 기존 LWR의 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 정도의 열효율을 얻을 수 있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밀도가 10분의1 정도로 변화하지만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임계열유속(CHF)의 우려가 없음.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온도가 300℃에서 500℃로 비교적 크게 변화함과

동시에 유사임계점(pseudo-critical point)을 통과하면서 엔탈피가 급격하게 증가함.

◦ 초임계 상태에서는 비체적이 매우 작아 (약 200 kg/m3) fast-spectrum 노심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고속증식로로의 전환이 가능함.

◦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경수로와 개념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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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기술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물의 밀도가 0.7g/㎤ - 0.1g/㎤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중성자 감속능력이

크게 저하됨.

◦ 노심 출구온도가 500℃ 이상으로 기존 경수로에 비해 200℃ 정도 높아지므로

원자로 구조재 및 핵연료 온도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됨. 이는 특히 핵연료 피복

관의 부식을 심화시킴.

따라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의 실용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CWR 특성

에 따른 기술적 특성 검토가 필요함.

가. 노심특성

SCWR은 우라늄 세라믹연료를 사용하며 초임계수를 냉각재로 사용함. 따라서 기

존 가압경수로 및 초임계압 화석연료발전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증기 생성을

위한 2차 열교환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는 비등수형 경수로의 특성도 가짐. 노심

설계 측면에서 SCWR과 기존 대용량 경수로를 비교하면 표 3.5와 같음.

구분 PWR(APR1400) SCWR 비고

냉각재 Water SC Water

감속재 Water Water, ZrH2 감속능력 저하

반응도제어 가연성독봉, 붕산수 가연성독봉 제어능력 저하

핵연료형태 세라믹 UO2 세라믹 UO2

연소도(MWD/MTU 60,000 45,000

운전온도(℃) 290 - 320 280 - 510 200℃ 상승

열출력/전기출력(MW) 4000/1400 4000/1700 열효율 향상

신연료평균농축도(w/o) 4.5 7.0 농축도 향상

계통압력(MPa) 15.5 25

표 3.5 대용량 PWR과 SCWR 노심특성 비교

노심설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와 SCWR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음.

즉 SC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고온, 고압에 따른 냉각재(감속재) 밀도저하와 SCW

의 용해도 저하에 따라 붕산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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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부 냉각재 밀도 저하는 중성자 감속을 크게 약화시키므로 중성자 이용율

저하는 물론이고, 심각한 축방향 출력분포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안전성 및 운전

성이 나빠지게 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속능력 증진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감속재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 감속재로 거론

되고 있는 물질은 경수(H2O), 중수(D2O), 지르코늄 하이드라이드(ZrH2), 베릴륨(Be,

BeO), 카본(C), 실리콘카바이드(SiC), 지르코늄합금 피복관, 니켈합금피복관 등임.

이중에서 일본, 유럽은 경수 (H2O) 감속재를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르코늄

하이드라이드(ZrH2) 감속재를 연구하고 있음. 다만 중수로와 같은 튜브형태의 원자

로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중수(D2O) 감속재의 사용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보임.

Separated Moderator (ZrH2/H2O)

Fuel(UO2)

Guide Tube

Burnable Poison(Gd2O3)

그림 3.8 SCWR 핵연료집합체 구성도

SCW의 특성 상 붕산수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은 노심 반응도 및 출력분포 제어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기존 경수로는 주기 초 잉여반응도의 대부분을 붕산수로 제어하며 추가로 요구

되는 반응도 및 출력분포 제어를 가연성 독봉이 담당 함. SCWR에서 붕산수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잉여반응도를 가연성독봉으로 제어해야 하는바, 가연성 독

봉은 핵연료봉을 대체하므로 장전 수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잉여

반응도에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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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수력특성

표 3.6는 전형적인 BWR, PWR 및 SCWR의 운전 변수를 보여주고 있음.

Parameter SCWR BWR PWR

열효율(%) 45 32.9 33.5

운전압력(MPa) 25 7.17 15.5

입구/출구온도 (°C) 280/500 278/288 286/324

원자로유량 (kg/s) 1843 13100 17400

열수력적 특성
단상유동

(큰 밀도변화)

단상+이상유동

(비등허용)

단상+핵비등

(비등 제한됨)

표 3.6 기존경수로와 SCWR 열수력특성 비교

PWR의 경우에는 각종 비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안전제한치들이 설정되고 관리

됨. BWR은 비등을 허용하므로 운전 압력도 낮고 노심출구온도도 낮음. 이들에 비

해 SCWR은 단상유동 열전달만 발생하나 높은 열효율을 얻기 위해 상당히 높은 온

도까지 가열하므로 운전영역 전체에 걸쳐 큰 밀도 변화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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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SCWR, PWR 및 BWR 운전영역

그림 3.9는 세 노형의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와 운전영역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에서 보듯이 SCWR은 운전 영역에서 가장 큰 온도와 밀도 변화를 겪음. 밀도는 거

의 포화상태를 포함하는 BWR에 비할 정도임. 그러나 온도 변화가 BWR에 비해 클

수 있는 것은 단상유동 상태를 유지함으로 가능함.

이와 같은 밀도의 큰 변화는 축방향 중성자속 제어 특성을 비균질하게 만들며

이를 균질화 하기위한 노심개념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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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SCWR 운전영역 및 물성치 변화

그림 3.10은 SCWR 운전영역에서 물성치의 역동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연

료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임계온도 (373.15 °C) 근처에서는 더욱 심하게 변함.

이와 같은 물성치의 변화로 인한 열전달계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전산코드의 수치해석적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함. BWR과 같이 밀도 변화가

큰 원자로의 경우처럼 SCWR에서도 열수력학적 불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함. 정상운전

중에는 기존 BWR에 비해 유동 안정성이 낮다는 검토가 있으나 기동 및 정지 운전

중에는 유동 불안정성이 기존의 BWR에 비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층

연구가 필요함.

다. 재료특성

기존 PWR 경우에 비하여 초임계압수냉각로는 냉각재의 출구온도가 200℃ 정도

더 높음. 이는 핵연료 피복관의 최대온도 (PCT; peak cladding temperature)가 그만

큼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Zr기 합금 (Zircaloy 4, Zirlo, M5, Zircaloy 2, 등)들은 이러한 높은 온도영역

에서는 기계적강도 및 내 부식성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초임계압수냉각로의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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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CW 조건에서 부식특성 비교(G. Was, SCWR M&C PMB, Ann Arbor,

MI, USA, Mar 2-3, 2006)

따라서 초임계압수원자로 경우 중성자 경제성 면에서는 Zr기 합금에 비해서 불

리하지만 초임계압수냉각로의 높은 운전온도영역에서의 요구 특성들을 갖춘 소재를

선별 혹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즉 초임계압수냉각로의 핵연료 피복관은 초임계압수 내에서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로 인한 총 두께 손실 균열깊이, 그리고 더 많은 중성자 조사 하에서 열 및 조사

크리프 변형량 및 조사 팽윤으로 인한 총 변형량은 기존 경수로의 Zr기 합금 피복

관에서의 허용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구분 PWR SCWR

냉각재 고온고압의 물 초임계수

피복관

주요 (후보)소재

Zr기 합금 (Zircaloy 4,

Zirlo, M5, 등)

- F/M 강

- 고 니켈합금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 철계 ODS 합금

피복재 최고온도(℃) 400 620

최대 중성자 조사량 5-10 dpa 20 dpa (Th)

피복관 부식 허용치 100 ㎛ 100㎛

표 3.7 PWR과 SCWR 피복재 소재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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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화학

SCWR 기술개발에는 기존의 경수로와 초임계 화력발전의 요소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SCWR 냉각재에서는 경수로와 초임계 화력발전, 두 기술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몇 가지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며, 이 중 하나가 방사분해(radiolysis)임. 물의

방사분해물인 radicals (H, OH), 과산화수소 (H2O2) 류는 반응성이 높은 불안정한

화학종으로 금속의 산화반응을 촉진시켜 금속의 건전성을 저하시킴. 경수로에서도

방사분해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만, 미임계상태의 물에서 생성된 방사분해물은

극성 매질인 물에서 불안정하며, 또한 첨가된 수소기체에 의해서 쉽게 제거 될 수

있음. 그러나 물이 초임계수로 변화되면 물의 수소결합 (H-bond) 소멸로 인하여

유기물과 같은 비극성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동일한 비극성 화학종인

방사분해물의 안정도가 높아지게 됨. 따라서 방사분해물이 존재하는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사화학 기술개발은 초임계수 조건에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재

료의 확보와 함께 SCWR 개발 가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기술에 포함 됨. 표 3.8은

기존 경수로와 SCWR의 수화학 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PWR
SCWR

비고
Subcritical 상 SCW 상

냉각재 Water Water
Supercritical

water

냉각재 온도
290℃ -

320℃
300℃-375℃ 375℃-500℃

방사분해 척도 NA NA
G-value, life

time

화학첨가제
붕산, LiOH,

H2

붕산, LiOH,

H2
미정

첨가제 용해도

평가

수화학 감시인자

pH, DH,

DO,

전기전도도

pH, DH,

DO, 전기

전도도

pH, redox

전위 (H2O2,

O2), multi

전기전도도,

ECP
감시인자

측정방법
Off-line On-line On-line

규제 화학성분
Cl 등

미량성분

Cl 등

미량성분

Metal oxide,

첨가제

크러드 침적도 AOA 등 미정

정지 시 화학조절 정지수화학 미정

냉각재 정화방법
필터, 양이온,

음이온 수지
필터, 양이온, 음이온 수지

표 3.8 PWR과 SCWR의 수화학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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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임계압수냉각 원자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노심측

면에서 감속증진 및 축방향 출력편차 제어, 열수력 측면에서 열전달 상관식 개발

및 유동안정성 확보, 재료 측면에서 내부식성 및 저변형성 피복관 소재 개발 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이런 기술 현안들은 기존 경수로 기술의 응용 또는 확장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현재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들은 역시 기존 경수로 및 초임계화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초임계압수냉각 원자로의 기술적 타당성은 확인되었으며 향후 본격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만 남은 상태임.

2. 개발가능성 (기술수목도 분석)

앞에서 평가한 SCWR 기술개발 장단점을 대상으로 실제 기술개발 가능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기술수목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 기술수목도는 SCWR 기술개발에 필

요한 구체적(specific)이고 핵심적인(critical) 기술을 도출하고 향후 국내 기술개발방

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SCWR 기술에 대한 평가는 7개 top-tier 기술을 선정

하고 KAERI가 개발한 기술수목도(level 5 기술)를 기반으로 document review를 통

하여 작성하였음. 또한 기술평가서 작성을 통하여 SCWR 고유의 기술수목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음.

7개 top-tier 기술은 다음과 같음.

- 노심 설계기술

- 유체계통 설계기술

- 기계구조계통 설계기술

-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 안전해석 기술

- 재료기술

- 초임계압 수화학 설계기술

위 7개 top-tier 기술을 기반으로 각 기술별로 5단계 (level-5) 수준의 기술수목도

를 작성하고 각 기술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하였음. 난이도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였음.

◦ SCWR 개발기술 (SCWR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해야하거나 기존 PWR 기술을

70~100% 수정, 보완, 개발해야 SCWR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 PWR 수정보완기술 (SCWR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PWR기술을 30~70%정도

SCWR용으로 수정, 보완, 개발해야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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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 활용기술 (PWR 기술에서 0~30%정도 수정, 보완, 개발하면 SCWR용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아울러 SCWR 개발에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향후 집중 개발해야 할

기술 및 기술개발 방향 정립을 위하여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였음.

기술평가서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개요 : 기술에 대한 정의

- SCWR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용가능한 국내기술 도출

- SCWR 기술개발시 기존 국내 기술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향후 집중적인 국내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 도출

- 국내 부족 및 관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평가

- document review 및 국내 기술조사를 통하여 국내 부족 및 관심기술 확보

방안 검토

- 기술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험시설 및 주요 분석코드 명기

- 국내외 관련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할 연구비 조사

- 주요 기술별 개발 예상 소요기간

이렇게 기술수목도와 기술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SCWR 개발에 필요한 기

술 및 소요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표 3.9와 표 3.10은 작성된 기술수목도 및 기술평가표의 일부 예시를 보여주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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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기술수목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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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술평가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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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기술 활용가능성

기술수목도 분석 결과 SCWR 기술개발에는 많은 부분에서 기존 PWR 기술과 초

임계화력발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심 및 계통설계 분야에

필요한 기술 중 70%는 기존 PWR 기술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으며 18% 정도는

기존 PWR 기술을 일부 수정 보완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12%정도의 기술만이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터빈계통은 초임계화력발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운전중인 초임계화력 발전소가 26개 호기

이며 현재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건설이 시작 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이미 국내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특히 APR1400 및 APR+ 기술개발 수행 인프라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우리나

라만의 커다란 장점으로서 과제 종료 후 SCWR 기술개발로 쉽게 승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4. 특허 동향 분석

SCWR 관련 특허동향 분석은 2006년에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정책 수립시 객관

적 정보제공을 위해 과학기술부의 요청에 의해 특허청이 발주하고 한국특허정보원

이 주관하여 수행한 바 있음.6) 이 내용은 1차년도 요약보고서에 그 주요 결과를 발

췌하여 기술하였으며7) 본 보고서에는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추가된 특허를 조사

하였음.

초임계압수냉각로 자체에 대한 특허는 매우 적으므로 이번 조사에는 SCWR 외에

BWR 및 고온재료에 대한 특허도 포함하였음. 전체 출원 건수 중 일본의 출원 비중이

한국, 미국,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한국과 미국, 유럽의 출원건수는 비슷함.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분야에서 일본의 특허가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특허 중 BWR 관련 특허가 많기 때문이며 일본의 특허 130건 중 107건이 순수

BWR 관련 특허이고, SCWR 관련 특허는 5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그림 3.12 참조)

6) “초임계압수냉각로 분야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2006

7)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책방향 분석 연구-1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요약” 과학기술부/전력연구원,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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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SCWR 관련 국가별 특허건수 (2006-2008)

2006~2008년 구간에서 BWR 및 고온재료를 제외한 순수 SCWR의 특허를 살펴보

면, 일본의 특허가 5건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과 미국이 각각 1건의 특허를 출원했

고, 유럽의 경우 순수 SCWR 분야의 특허 출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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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순수 SCWR 관련 국가별 특허건수 (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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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특허동향을 2006년 이전과 비교하면, 일본의 상대적인 약진을 들을

수 있음. 이전까지 특허 수위를 차지하던 미국은 SCWR이 미국내 GEN-IV 원전 주

력 노형에서 탈락하면서 급속히 쇠락하고 있음. 반면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SCWR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허 출원 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SCWR 기술개발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한

국은 SCWR기술개발 투자 약화로 인하여 기술 경쟁력 종합 순위에서 중하위권이며

양적 및 질적 수준이 모두 낮음. 그러나 순수 SCWR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건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선점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5. 기술성 평가 종합

지금까지 초임계압수냉각 원자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노심측면에서 감속증진 및 축방향 출력편차 제어, 열수력 측면에서 열전달

상관식 개발 및 유동안정성 확보, 재료 측면에서 내부식성 및 저변형성 피복관

소재 개발 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이런 기술 현안들은 기존 경수로 기술의

응용 또는 확장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현재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들은 역시 기존 경수로 및 초임계화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술수목도 분석 결과 SCWR 기술개발에는 많은 부분에서 기존 PWR 기술과

초임계화력발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심 및 계통설계

분야에 필요한 기술 중 70%는 기존 PWR 기술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으며

18% 정도는 기존 PWR 기술을 일부 수정 보완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12%정도의 기술만이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이후 특허동향 분석 결과 한국은 SCWR기술개발 투자 약화로 인하여

기술 경쟁력 종합 순위에서 중하위권이며 양적 및 질적 수준이 모두 낮음.

그러나 순수 SCWR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건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상대적

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선점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APR1400 및 APR+ 기술개발 수행 인프라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우리나라만의 커다란 장점으로서 과제 종료 후 SCWR 기술개발로 쉽게 승계

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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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SCWR이 향후 우리나라의 대용량 전력생산 원전으로 실용화되기 위한 선결 조건

중의 하나는 기존 대용량 원전 대비 경제성 향상임.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의 주

력 노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APR1400 원전과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

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하였음.

1.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방법

본 경제성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GIF가 GEN-4 원자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개발

중인 G4-ECONS(Generation 4 Excel-based Calculation of Nuclear Systems) 모델에

사용 된 Levelized Unit Electricity Cost, (LUEC) 방법을 사용하였음.

LUEC 방법은 원자로 수명 주기에 걸친 비용을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폐로비로 구분하여 현가화된 총 비용 (원/yr)을 연간 전력생산량(kWh/yr)으로 나누

는 균등화발전원가 계산법임

나. 비용 산정 기본 방향

￮ 건설비

- APR1400 (1,400MWe, 신고리 3,4호기)을 참조 발전소로 하고 SCWR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물량을 산정하였음.

- 1차 계통은 APR1400에 비하여 SCWR에서 제거⋅추가되는 설비와 용량이 변화

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건설비를 추정하였음

- 2차 계통은 국내 운전중인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영흥화력 1,2호기) 건설비 자료를

근거로 용량보정계수를 반영하여 건설비를 추정하였음.

￮ 운전유지비

- 발전원가 계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비용 항목은 건설비로 대략 50%~70% 수준

이므로 건설비는 국내 참조 발전소를 이용한 세부 비용 항목을 산출하고 운전

유지비와 연료비는 Nuclear Energy Agency에서 2005년에 발간한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보고서에서 인용하되 1,400MW에서 1,700MW로

용량이 증가 한 비율을 고려하여 재 산정하였음.

￮ 연료비

-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과 같이 연료비는 초기 노심 장전비와

운전 중 소요되는 연료비로 구분하였음.

- 초기 노심 장전비는 원자로 건설 시의 초기 투자비에 포함시키고, 운전 중 연료

비는 평형 노심에 도달한 후 초기 노심 장전시 필요한 연료의 3분의 1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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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 소모 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음.

￮ 후행핵주기 관련 비용

- 후행핵주기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폐로비와 처분비 또는 재처리 비용 등으로

구분되나 SCWR의 경우 직접 처분으로 가정한다 해도 처분비 예측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양 등의 많은 불확실성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건설공기

- 미국의 AP1000과 국내의 APR+의 건설공기인 36개월을 적용하였음.

그림 3.14 SCWR 건설사업비 산정절차

다. 경제성 분석 결과

￮ 건설비

- 원자로설비 건설비는 증기발생기 제거, 격납건물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APR1400 대비 약 30%가 감소되나, 추가 차폐 등의 영향으로 터빈발전기 건설

비와 보조기기 건설비가 각각 약 25% 및 14% 증가되어 기자재비 합계는

SCWR이 APR1400 대비 약 4% 감소함.

- 시공비는 SCWR의 특성 반영에 따라 SCWR이 APR1400 대비 약 9% 증가되어

SCWR과 APR1400의 직접 건설비는 거의 동일함.

- 간접 건설비는 직접 건설비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거의 동일함.

- 건설이자는 APR1400의 건설이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APR14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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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함.

- 종합적으로 SCWR의 총 건설비는 APR1400 대비 거의 동일하며, SCWR의 건설

단가는 1,388천원/kW으로 APR1400 건설단가 1,705kW의 약 81%로 나타남.

구분
APR1400

(A)

SCWR

(B)

비율

(B/A)
비고

직접

건설비

기

자

재

비

원자로설비 905,233 629,341 70%
계통단순

화

터빈발전기 232,262 289,450 125%
추가차폐

비용증가

보조기기 943,456 1,076,165 114%

(소계) 2,080,951 1,994,955 96%

시공비 1,006,869 1,092,884 109%

(직접비 계) 3,087,820 3,088,839 100%

간접

건설비

종합설계비 293,363 293,363 100%

외자조작비 91,270 87,498 96%

사업주비 138,952 138,952 100%

(간접비 계) 523,585 519,813 99%

예비비 379,198 378,908 100%

순건설비 3,990,603 3,987,560 100%

건설이자 732,200 731,642 100%

총 건설비 4,722,803 4,719,203 100%

건설단가 (천원/KW) 1,705 1,388 81%

표 3.11 SCWR과 신고리 3,4호기와의 건설사업비 (2개호기 건설비 기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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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SCWR 1700 참조자료

건설비 [억원] 47,192 [표 3.11]

연간운전유지비 [억원/yr] 1,949 58.02 $/kW8)

연간연료비 [억원/yr] 980 3.7 $/MWh8)

표 3.12 발전원가 계산을 위한 비용 산정 결과

￮ 할인율에 따른 APR1400과 SCWR1700의 발전원가

- 할인율은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 되는 변수이며 이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상이 해 질 수 있으므로 통상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할인율 변화에 따른 APR1400과 SCWR1700 발전원가 차이는 주로 건설비 차이

에 의한 것임.

- SCWR1700의 연간 운전유지비와 연간 연료비는 참조 노형 대비 용량 증가 비

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발전량 또한 참조노형에 비해 증가하

였으므로 단위 발전량당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는 APR1400과 유사하게 나타남.

- SCWR1700 노형의 발전원가는 APR1400 노형을 기준으로 하여 예측하였을 때

대략 20.2 원/kWh ~ 28.6 원/kWh 수준이며 APR1400 대비 1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8) OECD/N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 2005 (계산 시 환율 1,0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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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할인율 5% 할인율 7% 할인율 10%

APR1400 SCWR1700 APR1400 SCWR1700 APR1400 SCWR1700

건설비

[원/kWh]
12.0 9.2 16.1 12.5 22.7 17.9

운전유지비

[원/kWh]
7.4 7.3 7.4 7.3 7.4 7.3

연료비

[원/kWh]
3.7 3.7 3.7 3.7 3.7 3.7

발전원가

[원/kWh]
23.1 20.2 27.2 23.5 33.8 28.9

APR1400

대비
- 87% - 86% - 85%

표 3.13 APR1400과 SCWR1700 발전원가 비교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가.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 원리

-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각 산업은 직․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과

산업부문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기법임.

-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를 활용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생산파급효과나

수입유발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증가 및 취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함.

￮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 산출

- 투입계수란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

로부터 구입한 각종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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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계측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임.

- 투입계수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역행렬을 구하는 수학적 방식을

이용한 것이 생산유발계수행렬 산출임.

나. 분석 가정

￮ 원전 건설에 지출되는 항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개별항목을 생산하는 산업부문

들의 최종수요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원전의 파급효과를 계산함.

￮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로 설비 구입, 터빈 구입,

보조기기 구입, 시공, 종합설계, 기타용역, 사업주비, 용지비, 원전연료비, 건설이자

등으로 나누어짐.

￮ 이를 산업연관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기설비의 제작, 플랜트 설계용역, 건설시공,

건설관련 금융서비스, 4가지로 분류하여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부문과 연결함.

공사비 분류 산업연관표 분류(77부문 중분류)

원자로 설비

일반 목적용 기기 장비(46부문)터빈 제작

보조 기기

플랜트 설계 사업 서비스(69부문)

건설 시공

토목 건설(62부문)

사업주비

건설이자 금융 및 보험(67부문)

표 3.14 원전 건설사업 개별항목의 산업별 분류

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앞의 유발계수 분석결과와 공사비 추정 금액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

과, 산업생산유발액은 3조 3,37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7,770억원, 수입유발액

은 4,981 억원, 피용자 보수로부터 추정한 고용유발 인원은 약 89,900여명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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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억원)

부가가치유발
(억원)

수입유발
(억원)

피고용자보수
(억원)

고용유발
(명)

설계 2,829 2,731 374 1,347 8,861

제작 16,262 11,293 2,677 5,265 34,644

시공 13,041 10,526 1,792 5,635 37,078

금융 1,246 3,220 139 1,416 9,319

합계 33,378 27,770 4,981 13,662 89,901

표 3.15 SCWR 건설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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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CWR 추진전략과 개발방안

제 1 절 SCWR 개발 R&D 추진전략

지금까지 초임계압수냉각 원자로의 실용화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부 기술적 장애요인이 남아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SCWR은 아직 상용로는 물론이고 실험로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개발 리스크

및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함.

SCWR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음.

◦ GIF와 긴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SCWR 기술개발 국가들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핵심기술 및 기초기반기술 자체개발로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 국내 고유 SCWR 모델 개발

◦ 국내개발 GEN-IV 타 노형과 상호보완체계 구축

◦ APR1400, APR+ 개발경험 및 인력 승계 활용

◦ 실증실험로(POAK) 건설에 필요한 Critical Path R&D에 집중

◦ 초임계화력발전 기술 및 경험 적극 활용

◦ 정부과제로 추진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1. GIF와 긴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GIF는 2017년까지 30-150MW급 실증로(POAK) 건설에 필요한 기술개발 완료,

2021년까지 실증로 건설, 2026년까지 실증운전 완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 (SRP ; System Research Plan)을 작성하였음. 세계 각국은

이 SRP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SRP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 독자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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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SCWR System Research Plan

GIF가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 중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Prototype Fueled Loop (핵연료 실증시설)

◦ T/H Integral Test Loop (열수력 종합 실증시설)

◦ POAK (실증로)

위 3개 프로젝트는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해야 함. 우리나라는 위

3개 프로젝트에 일정 지분의 자금을 분담하여 지적재산권 지분을 확보하고 독자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임.

이 중 2008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된 프로젝트는 핵연료실증 시설임.

핵연료 실증시설은 EU의 유럽내 낙후지역 발전 기금을 사용하여 체코에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PMB(Project Management Board)를 구성 중임. 2013년부터 운

영을 시작할 본 시설은 건설비 및 운영기술의 일부를 참여국들에게 분담시킬 계획임.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분담하는 한편 2013년부터 자체 핵연료

실증시험을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해야 함. 이를 통하여 SCWR용 핵연료 개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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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SCWR 핵연료실증시설 건설 일정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열수력종합실증 프로젝트와 POAK 프로젝트에도 핵연료실증

프로젝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GIF는 회원국간의 상시 실무 공동 협의체(PMB)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SCWR 경우 다음과 같은 3개 PMB가 구성되어 있음.

◦ Design & Integration(D&I) PMB

◦ T/H & Safety(TH&S) PMB

◦ Material & Chemistry(M&C) PMB

우리나라도 이 3개 PMB에 참여하여 공통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서로

기술개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함.

TH&S PMB에서는 주로 초임계수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열전달 상관식을 얻을 수 있음. 이 때 수행해야 하는 실험은 다양한 연료 집합체

기하구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하기보다는 참여국들이 서로

분담하여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이런 실험자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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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설계 코드의 검증도 수행 할 수 있음.

M&C PMB에서는 초임계수 조건에서 건전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과 방사화학 실험이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음. 초임계수 조건에서 건전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많은 후보재료와 수많은 초임계수 조건이

필요한 바 이 모든 실험을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다 수행할 수는 없음. 따라서

참여국이 서로 분담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SCWR 기술개발 국가들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GIF 국제공동연구 참여 외에 특정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필요함. 우리나라는 경수로와 중수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로형 SCWR 기술개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캐나다와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함. 또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과는

가칭 Asian SCWR Network을 구축하고 특정 분야 공동연구, 실험시설 공동 활용,

Database 공동개발, 전산코드 정보공유, 공동 Workshop 개최 및 상호 인력교류

등의 활발한 기술협력이 필요함.

3. 핵심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 자체 개발

공통기술은 GIF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하는 한편, 핵연료설계, 노심설계, 열

수력설계 등 상업화 핵심 기술은 자체개발을 추진하여 향후 국내 건설 및 해외 수

출시 장애가 없도록 함. 특히 설계 관련 모든 전산코드들은 완전 독자기술로 개

발하여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함.

4. 국내 고유 SCWR 모델 개발

SCWR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원자로형이므로 지금부터 설계개념을 만들어가야

함. 원자로 설계 개념은 향후 상업화와 직결되므로 GIF 참여 국가들 간에 정보

교류가 어려운 상태임. 또한 SCWR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는 실제 건설이므로 우리

나라도 처음부터 독자적인 고유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의 현실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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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현재 일본 및 EU는 BWR 기술에 근거한 SCWR 모델을

개발 중이며 캐나다는 중수로 기술에 근거한 SCWR 모델을 개발 중임.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PWR 기술에 근거한 독자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중수로형 SCWR 모델 개발도 고려해야 함. 이렇게 모델이 먼저 개발됨으로써

노심설계 및 열수력설계 등 핵심기술 개발 시 실용화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5. APR1400, APR+ 개발 경험 및 인력 승계 활용

SCWR은 단순히 기술개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설 및 운영을 목

표로 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업화를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이 필요함. APR1400

및 APR+ 기술개발은 처음부터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SCWR 개발시에

이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함. 즉 원자로 개발계획, 핵심기술 개발, 원자로시스템

설계, 건설, 공정 관리 등 APR1400 및 APR+ 개발시 수립한 절차와 경험은 국제적

으로 매우 드문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중요한 강점임. 또한 APR+ 프로젝트

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 기술이므로 SCWR 기술개발 시

큰 도움이 될 것임. 시기적으로는 APR+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2년은 SCWR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시점이므로 자연스럽게 APR+ 개발 인력의 승계 활용이

가능함.



- 54 -

6. 국내개발 GEN-IV 타노형과 상호 보완체계 구축

SCWR, VHTR 및 SFR 등 국내에서 개발 중인 GEN-IV 노형은 주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국가 차원의 노형전략 수립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음.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 SFR과 SCWR은 적정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사용후연료

관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 고온재료 등 공통기술은 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3개 노형에 대한 긴밀한 상호보완체계 구축이 필요함.

7. 실증로(POAK) 건설에 필요한 Critical Path R&D에 집중

GIF가 정한 SCWR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실증로 건설 및 운영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함.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계획도 POAK 건설을 위한

로드맵과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

8. 초임계화력발전 기술 및 경험 적극 활용

SCWR의 동력변환계통은 초임계화력발전과 같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총

26기의 초임계화력발전소를 운전 중이며 10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임. 또한 초초임

계화력발전소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건설을 준비 중인 바 이를 통하여 축적한 기술

및 경험은 세계적 수준임. 따라서 국내 초임계화력발전 기술 및 경험을 적극 활용

코자 함.

9. 정부과제로 추진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SCWR 기술개발은 국가 차원의 리딩이 필요함에 따라 세계 각국 역시 국가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모든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하며 이를 통한 개발 역량 극대화가 가능함.

제 2 절 SCWR 개발 방안

1. SCWR 기술 체계

SCWR 기술체계는 그림 4.1과 같음. 즉 핵심기술로는 노심 및 핵연료, 열수력,

재료 및 방사화학 기술이 있으며 이 핵심기술들은 Integral Test Loop 과 Prototype

Fueled Loop 시설에서 실험을 통하여 입증해야 함. 입증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노심설계, 안전계통 설계, 유체 및 동력변환계통 설계가 이루어지며 이 설계를 토대로

우선 실증로를 건설 함. 실증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상용로 설계 및 건설,

운영이 현실화 됨. 우리나라의 SCWR 기술개발 계획도 이런 기술체계도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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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로
~2030

원자로설계
(POAK)
~2020

계통설계
~201 7

GIF국제공동연구
종합실증실험

~201 7

국내자체개발
핵심기술
~201 5

SCWRSCWR

실증로
(Demo Plant)

실증로
(Demo Plant)

CoreCore NSSS / BOPNSSS / BOP Safety SystemSafety System

Integral Test LoopIntegral Test Loop Prototype Fueled LoopPrototype Fueled Loop

노심,핵연료노심,핵연료열수력열수력 재료재료 방사화학방사화학

그림 4.1 SCWR 기술체계도

핵심기술 및 계통설계 기술 분야 세부 기술은 표 4.3이 보여주고 있음.

핵심기술 분야 세부항목

1 . 열수력

(T/H)

1 .1    열수력 특성 시험

1 .2  노심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

1 .3  열수력 코드개발

1 .4  Integral Test Loop실험

2. 노심, 핵연료
(Core, Fuel)

2.1   노심핵설계 및 안전해석

2.2  핵설계 코드개발

2.3  핵연료 설계, 평가

3. 재료
(Material)

3.1   재료특성 평가(비조사재, 조사재)

3.2  후보소재 개발, 선정,평가, Date Base

3.3  노내시험

4. 방사화학
(Chemistry)

4.1   SCW 방사분해 평가

4.2  SCW 특성기술

4.3  SCW 수화학

5. 계통설계
(System Integration)

5.1   안전계통 설계, 평가

5.2  BOP 및 System Integaration

5.3  Plant Design

계

핵심기술 분야 세부항목

1 . 열수력

(T/H)

1 .1    열수력 특성 시험

1 .2  노심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

1 .3  열수력 코드개발

1 .4  Integral Test Loop실험

2. 노심, 핵연료
(Core, Fuel)

2.1   노심핵설계 및 안전해석

2.2  핵설계 코드개발

2.3  핵연료 설계, 평가

3. 재료
(Material)

3.1   재료특성 평가(비조사재, 조사재)

3.2  후보소재 개발, 선정,평가, Date Base

3.3  노내시험

4. 방사화학
(Chemistry)

4.1   SCW 방사분해 평가

4.2  SCW 특성기술

4.3  SCW 수화학

5. 계통설계
(System Integration)

5.1   안전계통 설계, 평가

5.2  BOP 및 System Integaration

5.3  Plant Design

계

표 4.3 SCWR 핵심기술 및 계통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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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WR 연구개발 로드맵 및 추진체계

표 4.4는 GIF가 추정한 SCWR 연구개발 비용임. 즉 시스템 설계 분야에 81백만

달러, 열수력분야에 78백만달러, 재료분야에 270백만달러 등 총 429백만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POAK 건설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이 비용은

결국 참여국들이 분담할 것인 바,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 SCWR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분 야
(GIF SCWR PMB)

연구항목 연구기간
연구비용
(Million$)

비
고

1 . Design & Integration

1 . Conceptual Development of SCWR

2. Conceptual Design of SCWR ( I)

3. Conceptual Design of SCWR ( II )

4. Conceptual Design of SCWR ( II I )

5. Conceptual Design of POAK

6. Conceptual Design of fast SCWR

7. Basic, Detail Design, Licensing of POAK

1 989 – 2009

2000 – 2004       

2005 – 2006

2007 – 201 1

201 0 – 201 1

2005 – 2009

201 2 – 201 7

1 0

2

0.5

3.5

2

3

60

계 81

2. T/H

1 . Heat Transfer

2. Critical Flow

3. Safety

4. Instability

5. Code Development

6. Integral Test Facility

5년

3년

3년

4년

6년

7년

5

1

3

4

5

60

계 78

3. M/C
1 . Out-pile Testing

2. In-pile testing

3. Prototype Fueled Loop

계 270

총계 429

분 야
(GIF SCWR PMB)

연구항목 연구기간
연구비용
(Million$)

비
고

1 . Design & Integration

1 . Conceptual Development of SCWR

2. Conceptual Design of SCWR ( I)

3. Conceptual Design of SCWR ( II )

4. Conceptual Design of SCWR ( II I )

5. Conceptual Design of POAK

6. Conceptual Design of fast SCWR

7. Basic, Detail Design, Licensing of POAK

1 989 – 2009

2000 – 2004       

2005 – 2006

2007 – 201 1

201 0 – 201 1

2005 – 2009

201 2 – 201 7

1 0

2

0.5

3.5

2

3

60

계 81

2. T/H

1 . Heat Transfer

2. Critical Flow

3. Safety

4. Instability

5. Code Development

6. Integral Test Facility

5년

3년

3년

4년

6년

7년

5

1

3

4

5

60

계 78

3. M/C
1 . Out-pile Testing

2. In-pile testing

3. Prototype Fueled Loop

계 270

총계 429

표 4.4 GIF가 추정한 SCWR 연구개발 비용

표 4.5는 SCWR 상용로 건설까지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음.

이중 기초기반기술 및 핵심기술은 국내 자체로 개발하며 Prototype Fueled Loop

및 Integral Test Loop 등 실증 실험은 GIF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행함. 실증

로(POAK) 건설 역시 GIF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행함. 상용로 건설을 위한

개념설계, 상세설계 및 최종설계는 국내 경수로 설계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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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 0                 201 5                 2020    2025

•기초기반연구
• 타당성 평가

•핵심기술개발

•분야별 실증실험

•실험로 설계

•분야별 실증실험

•실험로 건설

•상용로 설계

•실험로 실증실험

•상용로 설계

1 . 기초기반연구

2. 핵심기술개발

3. 실증실험

ØPrototype Fueled Loop

ØIntegral Test Loop

4. 실험로(POAK)

ØDesign, Licensing

ØConstruction

ØPerformance

5. 상용로(SCWR)

ØBasic Design 

ØDetail Design

ØFinal Design

2005    201 0                 201 5                 2020    2025

•기초기반연구
• 타당성 평가

•핵심기술개발

•분야별 실증실험

•실험로 설계

•분야별 실증실험

•실험로 건설

•상용로 설계

•실험로 실증실험

•상용로 설계

1 . 기초기반연구

2. 핵심기술개발

3. 실증실험

ØPrototype Fueled Loop

ØIntegral Test Loop

4. 실험로(POAK)

ØDesign, Licensing

ØConstruction

ØPerformance

5. 상용로(SCWR)

ØBasic Design 

ØDetail Design

ØFinal Design

표 4.5 SCWR 연구개발 로드맵

표 4.6은 SCWR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여 주고 있음. 핵심기술 개발은 2단계로

구분하여 6년간 추진하면 완료할 수 있음.

1 단계(3년) 
핵심기술개발

2단계(3년)
핵심기술 개발 완료

○ 핵심 기술 개발

○ GIF 공동연구 기획 및 참여

○ 핵심기술개발 완료
○ GIF 공동연구 실증 시험 수행
○ 실험로(POAK)  설계

201 0                                         201 2               201 5

1 . 열수력

1 .1  열수력특성시험

1 .2 노심열수력설계 및 안전해석

1 .3 열수력코드 개발

1 .4 Integral Test Loop 실험

2. 노심, 핵연료

2.1  노심핵설계 및 안전해석

2.2 핵설계코드개발

2.3 핵연료 설계, 평가

3. 재료

3.1  재료특성평가(조사재, 비조사재)

3.2 후보소재개발, 선정, 평가, D/B

3.3 노내시험

4. 방사화학

4.1  SCW 방사분해평가

4.2 SCW 특성기술

4.3 SCW 수화학

5. 계통설계

5.1  안전계통 설계, 평가

5.2 BOP 및 System Integration

5.3 Plant Design

1 단계(3년) 
핵심기술개발

2단계(3년)
핵심기술 개발 완료

○ 핵심 기술 개발

○ GIF 공동연구 기획 및 참여

○ 핵심기술개발 완료
○ GIF 공동연구 실증 시험 수행
○ 실험로(POAK)  설계

201 0                                         201 2               201 5

1 . 열수력

1 .1  열수력특성시험

1 .2 노심열수력설계 및 안전해석

1 .3 열수력코드 개발

1 .4 Integral Test Loop 실험

2. 노심, 핵연료

2.1  노심핵설계 및 안전해석

2.2 핵설계코드개발

2.3 핵연료 설계, 평가

3. 재료

3.1  재료특성평가(조사재, 비조사재)

3.2 후보소재개발, 선정, 평가, D/B

3.3 노내시험

4. 방사화학

4.1  SCW 방사분해평가

4.2 SCW 특성기술

4.3 SCW 수화학

5. 계통설계

5.1  안전계통 설계, 평가

5.2 BOP 및 System Integration

5.3 Plant Design

표 4.6 SCWR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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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WR 연구개발 추진체계

SCWR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 모든 유관기관의 종

합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개발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음. 그림 4.2는 이와 같은 내

용을 반영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보여 주고 있음.

그림 4.2 SCWR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 3 절 SCWR 개발 정책방안

SCWR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SCWR의 기술개발 타당성은 충분하나 아직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이므로

리스크가 매우 커서 당분간은 정부과제로 추진

◦ GIF와 긴밀한 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하여 개발 리스크 및 비용

부담 최소화

◦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원자력 사업 외에 UAE 원전 수출, 요르단 연구용원자

로 수출 등 해외 사업이 속속 성사됨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이 심

화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본격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 기초기반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모니터링 병행

◦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국내 고유 모델 개발로 향후 국내 건설 수

요 충족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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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과제는 2007년 3월 22일 열린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SCWR의 국내개발에 대해서 향후 전력수요 등을 고려한 개발 필요성, 기술 및 인력

등 개발 인프라, 최적의 개발전략 등을 평가하여 향후 SCWR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SCWR의 국내개발 타당성은 국내 고유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

여 평가하였음.

○ 개발 필요성

- 국가 장기 미래 에너지 수급 측면

- 장기 전원계획 등 전력수급 측면

- 전원 구성시 원자력 비중 등 원자력발전 수요 측면

○ 개발 환경성

- 미래 원자력 노형전략 측면

- 사용후연료 관리 측면

- 국내기술의 지속성 및 인력, 기술 등 인프라 측면

- 해외 수출 측면

- 기술개발 리스크 및 투자 재원 측면

○ 기술성

- 기술개발 난이도 및 장애요인 측면

- 국내 기술 수준 측면

- 국내 기존기술 활용 측면

○ 경제성

- 건설비용 측면

- 운전비용 측면

이와 같은 SCWR 개발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는 향후 충분한 국내 건설 수요가 있으며, SCWR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GIF 국제공동연구, APR+ 기술개발 등 SCWR 개발에 필

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15년 정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면 기존 경수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초임계압수냉각로의 개

발이 가능 함. 따라서 SCWR 개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이 속속 성사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해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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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본격 기술개발 추진보

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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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초임계압수냉각로 기술성과 안전성 평가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KAERI가 설계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은 기존 경수로보다 핵연료

봉이 더 밀집된 핵연료집합체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수로의 수력직경이 6.5

mm 정도로 매우 좁다. 또한 일본과 유럽의 핵연료집합체 부수로의 등가수력직경은

약 4~5 mm 정도이다. 최근까지의 초임계압열전달 연구는 대부분 초임계압화력발전

소의 보일러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내경 20 mm 전후의 대구경 튜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경 튜브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유도된 열전

달 상관식을 소구경 튜브나 부수로의 초임계압열전달을 예측하는 데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구경 튜브와 환형유로에

서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편의와 비용의 절감을 위해 매체로

는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소구경 튜브(4.4, 4.57, 6.32, 9.0 mm)와 환형유로 (8 x 10, concentric;

9.5 x 12.5, eccentric)에서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편의와 비용

의 절감을 위해 매체로는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임계압력

7.38 MPa의 105%, 110%, 120%에서 질량유속 285와 1200 kg/m2s, 열유속 2～130

kW/m
2
의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유량이 극히 작은 혼합대류 열전달 실험을 위해서

는 펌프의 작동을 멈추고 튜브에 가해지는 열유속에 의한 자연대류로 유량을 형성

하였다.

Ⅳ. 연구결과 

소구경 튜브안의 열전달은 대구경 튜브안의 열전달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열전달열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차이를 보였으며 구경이 작을수록 열전달열화

발생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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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는 증가하였으며,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

는 감소하였다. 이는 아입계압 열전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열전달의 경향과 같다.

압력의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압력이 낮아질수록(임계압력에 가까워질수록) 유사임

계온도 부근에서 열전달이 증가하였다.

내경 4.4 mm 튜브와 이와 유사한 수력직경을 갖는 환형유로(8 x 10 mm)를 비교

하였을 때 열전달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형유로에서 열전달 열화가

억제되었다.

와이어가 장착된 튜브 안에서는 유사임계온도 부근의 열전달계수가 단순한 튜브

의 경우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이 증가 효과는 유사임계온도로부터 멀어

질수록 감소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는 초임계압수냉각로의 노심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노심열수력

계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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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valuation of Safety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SCW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ub-channels of the fuel assembly conceptually designed by KAERI are much 

smaller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PWR. Most of the previous experiments were 

concerned with the boiler tubes in the fossil-fuel-fired supercritical power pant, and the 

inner diameter of the test section tubes were generally larger than 20 mm. It is 

questionable to apply the heat transfer correlations developed based on the relatively 

large tube diameter to the prediction of heat transfer rate in the narrow sub-channels. 

Therefore, the experiments were preformed with the relatively small size tubes and the 

annular channels of  size equivalent to those tube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test sections used in this study includes circular tubes (inner diameter 4.4, 4.57. 

6.32, and 9.0 mm) and annular passages (8 x 10 mm concentric and 9.5 x 12.5 mm 

eccentric). The test pressures were 1.05, 1.1, and 1.2 times the critical pressure of CO2, 

7.38 MPa. The mass flux and heat flux, which were in the range of 285 ~ 1200 

kg/m2s and 2 ~ 130 kW/m2, were changed at a given system pressure. For the mixed 

convection experiment the circulation was maintained by the buoyancy developed by 

heat flux from the tube inner surface without running the pump.

Ⅳ. Result of Project

The heat transfer rate in a smaller tube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in a larger 

tube. However the heat transfer deterioration was suppressed to some extent. 

As the mass flux increased the heat transfer rate increased. As the heat flux increased 

the heat transfer rate decreased. This trend is the same as that shown in the sub-critical 

pressure heat transfer.

The heat transfer rate in the circular tube (4.4 mm)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with 

that in the annular channel of equivalent size (8 x 10 mm). However the heat transfer 

deterioration was suppressed in the annula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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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tube with wire as a turbulence generator the heat transfer rate was enhanced by 

almost twice in the vicinity of pseudo-critical temperature and the effect was attenuated 

as the temperature moves away from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st result can b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core thermal-hydraulics calculation to 
support establishment of core concept with relatively narrow sub-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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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1950년대에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일러의 압력을 임계압 (22.1

MPa)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 온도도 올리기 위해 보일러 튜브 안의 초임계압

열전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이를 원자력발전에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1950 - 6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행되었으나 고온내부식성 재료의 확

보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도쿄대학

에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Super-Critical Pressure Water-Cooled Reactor에 대한 개념연구가 재개

되어 열중성자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고속중

성자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EU2와 캐나다3와 중국4도 일

본과 함께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을 중심으로 SCWR에 대한 연구를 본

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심에 관련되는 주요한 열수력 현상은 초임계압열전달과 초임계압유동불안정

성과 임계유속 등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방법의 확보는

SCWR의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중에서 노심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의 정확한 예측은 노심핵연료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

임계압에서 적용되는 기존의 열전달 상관식은 밀도를 제외하고는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물성
thermodynamic and transport properties

을 가정하고 있고 무차원 수도 벌크온도나

벌크와 벽면온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초임계압에서와 같이 모든 물성

이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의 열전달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초

임계압에서는 벽면온도에서의 물성이 유동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열전달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급격한 물성의 변화로 임계열유속과 유사하지만 정도

는 매우 약한 열전달열화현상heat transfer deterioration or impairment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존

의 초임계압 열전달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튜브를

다루고 있으므로 내경이 20 mm 전후인 비교적 대구경인 튜브에 대한 열전달에 관

한 것이며 이를 기존 경수로의 부수로sub channel보다 매우 좁은* SCWR 노심의 부수

로의 열전달 예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좁은

* 유체의 정압비열은 초임계압 부근에서 매우 크고 노심에서의 온도(엔탈피) 변화도 크다. 따라서 로 표시되는 노

심에서 전달되는 열량은 적은 유량으로도 동일한 열량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류 열전달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 적절한 유속이 필요하므로 부수로는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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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에서 일어나는 초임계압열전달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연구 중인 열중성자 SCWR인 Super LWR 핵연료집합체

개념5(그림 1) 부수로의 수력직경은 약 4.4 mm이며 한국의 SCWR 핵연료집합체 개

념6,7(그림 2)의 부수로의 수력직경은 6.5 mm이다. 이와 같이 매우 좁은 부수로에는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모양보다는 가느다란 나선형 와이어가

spacer grid로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수력직경 6.5 mm 튜브에서 열전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내경이 이와 가장

유사하고 시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내경 6.32 mm Inconel 튜브에 대해 상향

유동실험은 이미 KAERI에서 이미 수행하였다.8 와이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

시편의 내부에 직경 1.3 mm의 가느다란 나선형 와이어를 삽입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이 결과를 이미 수행한 와이어 없는 6.32 mm 튜브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사각형 격자 핵연료집합체의 부수로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봉의 가열봉

주위의 열전달을 측정해야 하지만 초보적인 단계로는 튜브 또는 단일 가열봉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하여 기초적인 열전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부수로를 가장 실험이 용이한 튜브로 모사했으며 매질은 물 대

신에 초임계압 상태에서 물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

다.

그림 1 Core design concept of Super 

LWR (Yamaji et al.5)

그림 2 Core design concept of 

KAERI (Bae et 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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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임계압 유체의 특성

초임계압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유사임계pseudo-critical 온도

부근에서 초임계압 유체의 물성치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압력 및 온

도에 따른 물의 비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은 주어진 압력에서 비열이 최대값

을 갖는 온도가 존재한다. 임계압력 이하의 영역에서 비열의 최대값은 포화선 상에

위치한다. 초임계압 영역에서는 비열의 최대값은 유사임계점에서 나타난다. 초임계

압 영역에서 비열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온도를 압력의 함수로 하여 나타낸 선을 유

사임계선PCL: Pseudo-Critical Line이라고 한다. 그림 4(a)와 (b)는 각각 물과 CO2의 유사임

계선을 나타낸다. 물과 CO2의 비열이 최대값을 가지는 임계압력과 임계온도가 만나

는 임계점critical point도 같이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유체의 유사임계

온도는 유사임계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3 Specific hea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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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Pseudo-critical line in a P-T diagram: (a) water; (b) CO2.

그림 5는 물성치 프로그램(REFPROP 7.1)을 이용하여 계산한 온도에 따른 물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압력과 임계압력의 1.05배, 1.1배, 그리고 1.2배의

압력에 대한 물성치 변화를 각각의 물성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5(a)와 (b)는 온도

에 따른 비열과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열은 임계압력과 임계온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정해진 압력에서는 그 압력에 해당하는 유사임계온도에서 최대값을 갖

는다. 그리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이 최대값은 감소한다. 밀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후 다시 완만하게 감소한

다.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밀도가 감소하는 정도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완만해진다.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를 그림 5(c)에 나타내었다. 엔탈피는 온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며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엔탈피 역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감소한다. 그림 5(d)에서와 같이, 열전도계수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임계압력과 가까운 압력의 조건에서는 국부적으로 peak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부적인 peak는 압력이 임계압력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동점성계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그림 5(e)에 나타내었다. 밀도와 마찬

가지로 동점성계수도 온도에 따라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급격하게 감

소한다. 그림 5(f)는 온도에 따른 프란틀 수Prandtl number를 나타낸 것으로, 유사임계온

도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 이 지점에서 최대값이 존

재하는 이유는 열전도계수나 동점성계수가 변화하는 정도에 비하여 비열이 변화하

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림 6은 온도에 따른 CO2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O2의 비열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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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계온도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며, 이 최대값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CO2의 밀도, 열전도 계수 및 동점성 계수는 물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의

물성변화와 비슷하게 CO2의 엔탈피는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증가하며 프란틀 수

는 유사임계온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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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fic heat (b) Density

(c) Enthalpy (d)Thermal conductivity

(e) Dynamic viscosity (f) Prandtl number

그림 5 Property variations of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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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fic heat (b) Density

(c) Enthalpy (d) Thermal conductivity

(f) Prandtl number(e) Dynamic Viscosity

그림 6 Property variations of supercritical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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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초임계압 유체의 비열, 밀도, 엔탈피, 열전도계수, 그리고 동

점성계수 등의 물성은 임계온도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급격히 변화한다. 이러한

물성의 변화로 인해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은 아임계압sub-critical pressure에서와 같은 일

반적인 이상(二相) 유동의 열전달과는 크게 다른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초임계압

에서의 열전달에서는 이러한 물성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임계압수냉각로에서는 냉각재로 물이 사용되지만 실제 초임계압 열전달과 관

련된 실험에서는 물의 대체유체로 CO2나 Freo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대체유체가 물보다 임계압력과 온도가 낮아 실험 조건 유지가 쉽고, 이 두 유체의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의 열전달 특성이 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유체

를 사용한 실험결과를 무차원 수로 표현한 식을 물에 적용했을 때 비교적 잘 맞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rasnoshchekov와 Protopopov9는 초임계압 CO2의 실험결과

를 기초로 열전달 상관식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Jackson10이 초임계압에서 물의 열

전달에 적용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SCWR은 냉각재인 물의 압력을 초임계압인 약 25 MPa로 운전하는 원자로이

며 이에 해당하는 운전온도는 290~550℃이다. 운전압력은 임계압력의 약 1.1배이

다. 본 실험에서는 물의 대체유체로 CO2를 사용하여 CO2의 임계압력의 1.05배와

1.1배가 되는 7.75 MPa과 8.12 MPa의 압력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7에 1.1Pcr

의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물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림 8에 1.1Pcr의 압력에

서 온도에 따른 CO2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두 그림을 통하여, 두 유체의

물성의 변화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계압력의 1.1배가 되는 압력에서

물, CO2, 그리고 Freon의 각 물성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해, 물과 CO2는

물성의 변화가 매우 비슷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과거의 실험논문을 분석해보면 CO2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물의 실험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Freon의

경우는 이와 같이 취급된 경우가 없다. 이는 임계열유속(CHF) 실험결과를 물에 적용할 때 fluid-to fluid modeling

parameter를 개입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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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operty variation of water at a pressure of 1.1Pcr.

그림 8 Property variation of CO2 at a pressure of 1.1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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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mparison of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CO2, and HCFC22 at

crp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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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실험에 의한 초임계압 열전달 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수행되다가

거의 중단된 후, 최근에 Gen IV의 하나로 SCWR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CO2 및

Freon과 같은 대체유체를 사용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을 이용한

실험은 일본의 JAEA와 중국의 시안교통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상해교통

대학과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 등은 실험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열전달 실험의 주

요 관심사는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계수를 예측하는 것과 열전달 열화 현상을 규명

하는 것이다. 아래에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Goldmann11은 원형관 내부를 흐르는 초임계 상태의 물에 대한 실험결과를 강

제 대류 상관식인 와 비교하였다.

Vikhrev 등12은 수직으로 설치된 원형관에서 초임계압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들은 질량유속이 495 kg/m2s 조건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두 종류의 열전달

열화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원형관의 입구 영역(

≤  )에

서만 관찰이 되는 열화 현상으로서, 주로 낮은 질량유속과 높은 열유속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질량유속이 높아지면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는 원형관의 위치

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엔탈피 영역에 대해 원형관의 모든 영역에서 열화 현상이

관찰이 되었으며, 이러한 열화 현상은 원형관의 벽면 온도가 유사임계온도를 초과

할 때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Ackerman13은 실험을 통해 열전달 열화 현상이 시작되는 곳에서 비등으로 인

한 것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여, 이것을 아임계압에서 발생하는 비

등 위기(boiling crisis)와 같은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열전달 열

화 현상이 발생되는 곳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압력과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관경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14,15과 Swenson16의 실험은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설계를 위해 수행되었다.

양측의 실험에서 사용한 질량유속, 열유속 및 냉각재 평균온도는 현재 계획하고 있

는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설계값들과 거의 일치한다. Bishop의 실험에서는 2.5 - 5.1

mm의 매우 작은 관이 사용된 반면 Swenson의 실험에서는 크기가 9.4 mm인 원형

관이 적용되었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각각 상관식이 유도되었다.

Bourke17는 임계온도 부근에서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고찰을 위해 CO2를 사용한

강제대류 실험장치에 튜브입구온도, 압력, 열유속, 질량유량 및 흐름방향 등을 변화

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대값은 유체가 상방향으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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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경우에만 발생하였고, 유사임계영역에서의 열전달 촉진 현상은 상방향 및 하

방향 흐름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Tanaka18는 원형 튜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CO2에 외부로부터 매우 큰 열유속을

가해 과냉각 상태에서 초임계 상태로 변화시킬 경우의 대류 열전달 특성, 특히 유

사임계 부근에서의 열전달 열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임계조건에서 일어

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초임계 유체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유체

물성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한 기존의 “turbulent mode convection" 이론

적 해석에 유체 물성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여 만족할만한 성과

를 얻었다.

Yamagata 등19 은 초임계압 유체의 물이 내경 7.5 mm와 10 mm의 원형과 안

을 수직상향 또는 수평방향으로 흐를 때의 열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여 열전

달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압력의 범위는 22.6-29.4 MPa, 열유속의 범위는 116-930

kW/m2, 질량유속은 310-1830 kg/m2s이었다. 아울러 열전달열화가 일어나는 조건도

제시하였다.

Silin20은 수직관과 수평관에서 초임계압 CO2의 강제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유체의 벌크온도bulk temperature가 유사임계 온도보다 낮거나 같고 벽면온도가 유

사임계온도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열전달이 증가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

다.

Watts와 Chou21는 수직원형관에서 25 MPa의 초임계압수에 대한 혼합대류열전

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향유동 및 하향유동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상향유동일 때

부력변수가 임의의 값 이상인 조건에서 열전달 열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부력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정상열전달과 열화열전달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상관식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Okawa 등22은 동경대학에서 개념설계 중인 초임계압수냉각로인 SCLWR-H에서

열전달을 모사할 수 있는 Freon(R-22) 루프에서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특히 내경 4.4 mm의 작은 직경의 원형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특성이 13.0

mm의 큰 직경의 원형관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유사함을 보였고, 큰 직경의 원형관

에서 유도한 열전달 열화 개시 기준을 작은 직경의 원형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omita 등23과 Mori 등24,25도 원형관, 환형관, 가열봉 bundle에 대해

Freon을 매질로 한 실험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Pioro와 Duffey26는 초임계압 조건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열전달계수

를 정리하였고, AECL의 CO2 루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여러 열전달계수 상관식으

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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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ster와 Jackson27은 수직원형관에서 초임계상태의 CO2에 대한 난류유동에

대한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주된 목적은 초임계 상태에서 열전달의 다

양한 현상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었다. 실험을 통해 이들은 초임계압에서 열전달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정상 열전달normal heat

transfer과 이 정상 열전달에서보다 열전달 계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열전달촉진improved

heat transfer, 그리고 정상 열전달에서보다 열전달계수가 더 낮아지게 되는 열전달열화

deteriorated heat transfer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초임계상

태의 물 실험에서도 관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Pis'menny28는 물을 매체로 내경 6.28 mm와 9.50 mm 원형관에 대해 상향 및

하향유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    ≤ ℃와  ≤ 의

조건에서 정상적인 열전달이 일어났으며 열화는 상향유동에서는 하향유동에서보다

이 작을 때 발생하기 시작함을 보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형상 안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많은 연구가 20 mm 전후의 비교적 대구경 튜브실험이고 소구경 튜

브 실험도 SCWR 노심의 열전달의 예측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원자로의 노심과

같은 유로에는 스페이서spacer와 같은 난류발생기turbulence generator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열전달이 국부적으로 향상되거나 저해되기도 한다.

Ankudinov와 Kurganov29는 내경 8 mm 튜브 안에 직경 0.2 - 0.6 mm의 나선

형 와이어를 피치 5 - 40 mm로 삽입하여 이들이 열전달 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연

구하였다. 열전달 매질은 CO2이다. 연구범위는 유량이 2100 - 3200 kg/m2s로 레이

놀즈 수로 환산하면 2.3 x 105 ～ 3.4 x 105이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삽입된

와이어는 상당한 수준의 열전달 촉진 효과와 열전달열화 저지효과를 보였다.

Shiralkar와 Griffith30,31는 내경 6.22 mm (1/4 inch)와 3.18 mm (1/8 inch)의

스테인리스 튜브 안에 0.34 mm (0.0135 inch) 두께 (폭은 알려지지 않음)의 인코넬

박편을 삽입한 시편을 이용하여 CO2로 전달되는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

험에서 레이놀즈 수의 범위는 2.67 x 105 - 8.35 x 105이었다. 참고로 KAERI에서 수

행한 실험의 레이놀즈 수 (입구 기준)는 1.8 x 104 - 7.5 x 104이었다.‡ 튜브 안에 부

착된 인코넬 박편의 영향은 그림 10과 같다. 이들의 실험결과에서는 박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유량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박편이 있는 경우에 벽

면온도의 피크가 완화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11는 상향유동과 하향유동에서 열전달을 비교한 이들의 연구결과인데 여기서는

열전달열화가 상향유동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하향유동에서도 일어났다.27 이는 유량

‡  핵연료집합체에 냉각재가 유입되는 입구의 레이놀즈 수 약 50,000을 포함시키기 위한 실험 수행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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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열유속이 매우 커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주목하여 연구해 보아야 할

분야이다. Watts와 Chou의 실험결과나32 Kim과 Bae의 실험결과33(그림 12)에서는

일정한 조건의 상향유동에서 나타나는 열전달열화가 같은 조건의 하향유동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Shiralkar와 Griffith가 turbulence generator로 사용한 박편의 두께

는 매우 얇아서 (박편 두께/내경=0.34/3.18=0.107) 핵연료봉 사이의 spacer grid의

영향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Ackerman34은 ribbed tube와 plain tube에 대해 물을 매체로 한 시험을 수행하

여 ribbed tube에서 열전달 열화가 억제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10 Effect of swirl on

the wall temperature profile

(Shiralkar and Griffith, 1970)

그림 11 Comparison between

results for upward and

downward flow (Shiralkar and

Griffith, 1970)



- 15 -

그림 12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upward and

downward flow (Kim and Bae29).

Li 등35 은 2.5 mm 직경의 와이어로 pitch 200 mm로 감싼 외경 10 mm 가열

봉과 한 변의 길이가 15 mm인 사각형 단면의 유로가 만드는 부수로를 흐르는 물

로 전달되는 열전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상대로 Dittus-Boelter 상관식은

실험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Jackson과 Hall의 상관식36은 실험 데이

터를 과소 예측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제시한 helical wire의 영향을

보면 +25%의 열전달 증가나 -15%의 열전달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와이어가

열전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열전달 열화의 발생도 지연시킨다고 결론을 내리

고 있다.

§ Reference 32의 공저자인 J. D. Jackson은 최근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상관식의 계수를 강제대류녈전달의 경우에 0.0183에서

0.022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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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Nusselt

numbers of the square annular flow geometry with

and without helical wire-wrapped spacer (Li et al.3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임계압 상태에서 turbulence generator가 삽입된 튜브

안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며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연구 범위에

부합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문헌연구로 KAERI 노심개념의 부수로에서

wire type spacer grid가 초임계압연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적

절한 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매질로 한 실험은 러시아에서 많이 수행되었으며37,38,39 국내

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매체로 이용하는 KAERI의 초임계압열전달 실험장치(SPHINX)

를 활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튜브와 환형유로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40,41,42,43,

44,45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과 관련된 주요 실험을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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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Pa) ″(kW/m2)  (kg/m2s) Fluid and Flow geometry

Goldman(1961) 34.5 310-9400 2034-5424 Water, Tubes(D=1.27-1.9mm,

L=160mm)

Swenson(1965) 23-41 200-1800 542-2150 Water, vertical st. st.

tube(D=9.42mm, L=1.83m)

Bishop(1965) 22.6-27.5 310-3500 680-3600 Water, tubes (D=2.5-5.1mm,

L/D=30-565)

Krasnoshchekov

and Protopopov(1966)

7.9, 9.8 430-2520 1135-7520 CO2, st. st. tube (D=4.08mm,

L=208mm)

Vikhrev(1967) 24.5, 26.5 230-1250 485-1900 Water, vertical st. st. tube(D=7.85,

20.4mm, L=1.515, 6m)

Shiralkar and

Griffith(1969)

7.6, 7.9 125-190 680-2710 CO2, st. st. tube (ID=6.35mm, t=1.6

mm, L=1.52m)

Shiralkar and

Griffith(1970)

7.6, 7.9 50-453 Re=(267-835)x10
3

CO2, st. st. tube (ID=3.18, 6.35mm,

t=1.6 mm, L=1.52m)

upward and downward flow,

including tube with twisted tape

Hall and Jackson(1969) 7.58 40-57 Rein=113×103 CO2, tubes, upward and downward

Ackermann(1970) 22.8-41.3 126-1730 136-2170 Water, vertical smooth(D=9.4, 11.9,

24.4,L=1.83m ;D=18.5mm, L=2.74m)

and ribbed(D=18mm, L=1.83m)

Bourke(1970) 7.44-10.32 8-350 311-1702 CO2, st. st. tube(D=22.8mm,

L=4.56m), upward and downward

Tanaka(1971) 8.1 488,640 120-240 CO2, tubes(D=6mm, L=1m, surface

roughness 0.2 and 14μm)

Yamagata(1972) 22.6-29.4 120-9300 310-1830 Water, vertical and horizontal

tubes(D/L=7.5,1.5)

Silin(1973) 7.9, 9.8 <1100 200-2600 CO2, vertical and horizontal

tube(D=2.05,4.28mm)

Fewster(1976) 7.6 10-300 180-2000 CO2, vertical st. st. tube(D=8,19mm,

L=1m)

Watts and Chou(1982) 25 175-440 106-1060 Water, vertical tubes(D=25,32.2mm,

L=2m), upward and downward

Kugarnov and

Kaptil'ny(1992)

9 40-460 800-2100 CO2, tube(D=22.7mm, L=5.22m)

Fewster and

Jackson(2004)

7.6 50-460 300-3300 CO2, vertical st. st.

tube(D=5.08,7.88mm, L=up to 1.2m),

upward and downward

표 1 Range of investigated parameters for heat transfer experiments at

supercritica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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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Pa) ″(kW/m
2
)  (kg/m

2
s) Fluid and Flow geometry

Kim et al. (2007) 7.75, 8.12,

8.85

30-150 400-1200 CO2, vertical, Inconel 625 tube

(D=4.4mm, L=3m)

Kim et al. (2008a) 7.75, 8.12 30-150 400-1200 CO2, vertical annulus passage

between st. st. tube and st. st.

heater (Dh=4.4mm, L=2.4m, heated

length 1.8 m)

Bae et al. (2008d) 7.75, 8.12 30-150 400-1200 CO2, tube (4.4, 9.0 mm) vertical

annulus passage (Dh=4.4mm)

Pis'menny et al.

(2006)

23.5 360-1170 250-2200 Water tube 6.28, 9.50 mm) vertical

upward and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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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실험의 장치와 절차 및 범위

1. 실험장치

그림 14는 초임계압 CO2 (임계압력 7.38 MPa, 임계온도 31.06℃) 열전달 실험장치

(SPHINX) 개략도이다. SPHINX의 설계압력은 12.0 MPa이며, 루프 내의 CO2는 공

기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통하여 실험에 필요한 압력까지 가압이 된다. 열교환기 출

구에서 test section까지 CO2는 액체와 유사한 초임계 유체상태를 유지하고 test

section의 가열영역을 지나면서 기체와 유사한 초임계 유체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

후로부터 CO2는 열교환기 입구까지 기체와 유사한 초임계 유체상태를 유지한다.

Single tube 실험을 위해 용량 6 kW 및 12 kW의 두 개의 DC power supply가 사

용되었다. Single rod 실험을 위해 AC power supply가 사용되었는데, 용량은 단상

인 경우 14.4 kW이며 삼상인 경우 64 kW이다. 가열된 CO2는 총 열제거 능력이 80

kW인 나선형 열교환기에 의해 냉각이 된다. 필요한 유량의 CO2를 순환시키기 위하

여 두 대의 기어식 펌프를 설치하였다. 작은 펌프는 용량이 250 kg/hr이고 큰 펌프

는 용량이 1500 kg/hr이다. 펌프 출구에 설치된 질소 충전식 accumulator는 루프

내 압력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Test section으로 들어가는 CO2의 온도는

용량이 20 kW인 예열기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 예열기와 test section 사

이에는 Corioli type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였다. Test section에서 측정된 자료는

PC-based DAS를 통해 가공하여 저장하였다. DAS는 VXI-based multiplexer와

multimet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64 channel로 3000 Hz의 속도로 자료를 받을 수 있

다. 실험장치의 가로x폭x높이는 5.5m x 4m x 6m이다. 그림 15는 실험장치의 전경

이다.

표 2에는 설계기준 운전 조건과 이에 따른 주요 구성품의 용량을 정리하였다.

CO2 순환펌프는 기계 밀봉
mechanical seal

형태의 자기식 구동 기어
magnetic drive gear

펌프

로서 총 2대가 설치되었다. 저유량 조건에서 운전되는 펌프는 단일관single tube 및 단

일봉 실험에 사용되며, 고유량 조건에서 운전되는 펌프는 봉다발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펌프 운전 중에 압력손실에 의한 운전조건의 변동이 발생해도

일정한 토출 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펌프 수두가 확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펌프의 형상을 그림 16(a)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변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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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험장치 SPHINX 전경 사진

그림 14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facility SPH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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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ar pump (b) Heat exchanger

(c) Booster pump (d) Accumulator

그림 16 Illustration of equipments

 Design condition(working fluid : CO2)

 Pressure  ~12 MPa

 Temperature  ~80 ℃

 Capacities of the installed components

 Circulation pump  5.2(low)/22.0(high) ℓ/min

 Main heater power supply  6(DC)/12(DC)/64(AC) kW

 Pre-heater  3/17 kW

 Spiral heat exchanger  80 kW

 Chiller  87600 kcal/hr

표 2 Design condition and capacity of the SPH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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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ange

유량 5.2 L/min@2850rpm, 22.0 L/m@2850rpm

최대 차압 8.7 bar

최대 시스템 압력 103 bar

온도 범위 -46~177℃

점성 범위 0.2~1500 cps

표 3 Pump specification

실험부와 순환펌프 사이에 설치된 열교환기는 주순환 루프에서 실험부를 통과

한 기체와 유사한 초임계압 상태의 CO2를 냉각하여 액체와 유사한 초임계압 상태

의 CO2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열교환기에 공급되는 냉각수는 프레온(Freon

R-22)을 냉매로 쓰는 냉각기chiller unit로 냉각한다. 그림 16(b)에 실험장치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변수는 표 4와 같다.

Parameters Range

열용량 80 kW

튜브 크기(mm) 9.53(OD) × 0.889(T)

쉘 크기(mm) 457.2(OD) × 444.5(ID)

표 4 Heat exchanger specification

액체 CO2 저장 용기에서 기화한 CO2는 압력이 40 bar 미만으로서 주순환 루프

에 충진 시 실험에 요구되는 고압을 유지할 수 없다. 공기작동 가압 펌프Air-driven

boosting pump는 주순환 루프 내의 압력을 고압으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는 압축기로

구동을 위하여 6 bar 정도의 압축공기가 사용된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CO2 가압 펌

프의 형상을 그림 16(c)에 나타내었으며 주요변수는 표 5와 같다.

순환펌프 후단에 설치된 축압기는 주순환 루프의 온도변화에 의해 압력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험조건에 따라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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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용량과 압력이 선정되었다. 특히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체요동을 흡수하여 안

정적으로 유체가 순환되도록 하였다. 그림 16(d)는 축압기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Parameters Range

총 용량 10 liters

N2 가스 충진 압력 50~75 bar

운전 압력 70~100 bar

설계 온도 및 압력 120℃, 210 bar

표 5 Booster pump specification

CO2 순환펌프를 통과한 초임계압 CO2는 예열기에서 예열되어 실험부로 공급

된다. 이때 실험부로 유입되는 CO2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예열기

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예열기의 주요 변수는 표 6과 같다.

Parameters Range

설계압력 및 온도 120 bar, 80℃

최대순환 CO2 운전유량 1.9 m2/hr (1500 kg/hr)

용량 17 kW

전원 AC 440V, 3∅, 60Hz

표 6 Pre-heater specification

주가열기main heater는 실험부를 가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원형관 실험에는 직류전

력공급장치DC power supply를 통해 직접가열direct heating 방식이 적용되며, 단일봉 및 봉

다발 실험에는 교류전력공급장치AC power supply를 통하여 간접가열indirect heating

방식이 적용된다. 전력공급장치의 주요 변수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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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ange

 DC 출구 전압 0V~30V(6kW , 12kW)

DC 출구 전류 0A~200A(6kW), 0A~400A(12kW)

운전 온도 0℃~45℃

크기(mm) 600(W) × 680(D) × 1260(H)

표 7 DC power supply specification

2. 측정계기 정밀도

측정계기의 정밀도 및 측정범위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질량유속이 크고 열유속이

작은 경우 유사임계 부근에서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그 차이가

열전대 자체의 오차범위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열전달계수 계산에 큰 불확실성이 존

재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어려움은 유사임계 부근에서 CO2의 비열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계측장비

의 설치가 요구된다.

Measuring instrument Range Accuracy

K-type thermocouple 0 - 1260℃ 0.75% or 2.2℃

Pressure transmitter 0 - 160 bar 0.25% of full scale

DP transmitter 0 - 6350 mm H2O 0.055% of span

Mass flow meter 0 - 680 kg/hr 0.15%

표 8 계측기 정밀도 및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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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전달계수의 계산

튜브에 가해지는 열유속은 식 (1)과 같이 DC power supply에서 튜브로 공급되는

power를 전열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1)

CO2의 벌크온도는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된 온도로 비엔탈피를 계산한 후 균일열

유속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균일열유속 조건에 따라 CO2의 비엔탈피는 시험

관 내 유동방향을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였다. 위치에 따른 비엔탈피

를 식 (2)에서 구한 후, 이 비엔탈피와 압력을 이용해 식 (3)과 같이 물성함수로부터

벌크온도를 추정하였다. 식 (3)에서 압력은 실험관 입구압력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

험관을 따라 생기는 정적 압력강하가 0.5 bar 정도로 실험관 위치에 따른 압력이

비엔탈피의 변화 정도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


 (2)

         (3)  

 

설치된 41개의 열전대는 튜브 외벽온도를 측정한다. 열전달계수를 산정하는데 필요

한 튜브 내벽온도는 균일체적가열을 가정하여 식 (4)로 계산된다.

   

 



 



 
 






 
 



ln


(4)

여기에서 체적가열율은 식 (5)와 같다.

















 (5)

열전달계수는 측정된 튜브의 내벽온도, 계산된 CO2의 벌크온도, 그리고 튜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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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열유속에 의해 식 (6)으로 계산된다.

 


(6)

제 2 절 기존 열전달 상관식의 개관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은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물성치가 급격히 변화하므로 아임

계압에서의 열전달과는 다른 열전달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단상유

동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된 상관식을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는 어렵다. 따라서 초임계압에서의 대부분의 상관식은 일반적인 단상유동 상관식에

물성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밀도비, 비열비와 같은 항이 추가된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임계상태의 열전달, 특히 열전달 열화와 같은 현상에 대

한 이론적인 분석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상관식은 실험결과에 근

거한 경험식empirical correlation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에 제시된

상관식들은 각각의 실험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열전달계수를 계산하면 작지 않은 편

차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관식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직관 내에서 상향유동 하는 CO2의 열전달에 대한 실험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상관식들은 다음과 같다.

Krasnoshchekov와 Protopopov46는 초임계압 물과 CO2의 강제대류열전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의 급격한 물성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에 대한 점성계수, 열전도계수, 그리고 비열의

비가 도입되었으며, 비열은 평균된 값이 사용되었다.

 
 




 




 



(7a)

 Pr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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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7c)

식 (7)은 물의 실험인 경우에 압력이 22.3 ~ 32 MPa, CO2의 실험에서는 8.3 MPa에

서 유효하며,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의 영역에서 상관식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되었

다: ×  ×
,  , 


, 


,




.

위의 Krasnoshchekov와 Protopopov의 상관식은 Jackson과 Hall36에 의하여 가

간단한 Dittus-Boelter 형태로 식 (8a)와 같이 수정되었으며 비열비의 지수 은 일정

치 않고 식 (8b)와 같이 유사임계온도에 대한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의 관계에 따라

대부분의 조건에서 0.4 ~ 0.6의 값을 갖도록 수정되었다.

 



 




 



(8a)

  for   and for   

 

 for    (8b)

 






for   and  

Jackson과 Fewster47는 Krasnoshchekov와 Protopopov의 상관식46을 수정하여 식

(9a)와 같은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는 간단한 Dittus-Boelter의 형태로 수정되었

고 비열비 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식 (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andtl 수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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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이 이용되었다. 또한 평균정압비열은 식 (9c)와 같이 계산된다.

 



 



(9a)










(9b)


 




  (9c)

Bishop 등14은 초임계압 물이 튜브 내부를 수직 상향으로 흐르는 경우, 압력은

22.8 ~ 27.6 MPa, 유체의 벌크온도는 282 ~ 527℃, 질량유속은 651 ~ 3662 kg/m2s,

열유속은 0.31 ~ 3.46 MW/m2의 범위에서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상

관식을 제시하였다.

 



  (10)

여기에서, 
이며 는 가열되는 관의 입구부터 축방향 거리이다.

위에 소개한 모든 상관식은 열전달열화를 고려함이 없이 정상열전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상관식이다. Watts와 Chou
21
는 25 MPa의 초임계압수에 대하여 질

량유속은 106 ~ 1060 kg/m2s, 열유속은 0.175 ~ 0.44 MW/m2의 영역에 대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열전달 상관식을 두 조건, 즉 정상 열전달과

열화 열전달로 나누어 식 (11a)와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정상 열전달에서의 상

관식을 식 (11b)와 (11c)에, 열화 열전달에 대한 상관식을 식 (11d)와 (11e)에 표현하

였다.

  
  (11a)

정상열전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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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11b)

 
   

 


for






×  (11c)

열화열전달의 경우 (온도가 국부적인 급상승한 데이터에만 해당함)

 
   

 


for






≤×  (11d)

 
    

 


for

Pr 


 ×  (11e)

여기서  



 



, 





,    

 





이다.

Jackson48은 최근 식 (10) 대신에 앞의 상수를 약간 수정하여 (0.0183을 0.022로

변경) 다음의 식을 제안하였다.

 ≡ 
Pr

 



 



(12)

여기서 지수 n은 식 (8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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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결과

1. 원형관 열전달 실험

가) Circular tube test section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임계압 열전달실험에는 튜브로 제작한 원형유로 test section

과 튜브 안에 가열봉이 있는 환형유로 test section이 사용하였다. 먼저 튜브로 제

작한 test section을 소개한다. 최초의 실험에는 Inconel 625 튜브로 제작한 내경 4.4

mm 튜브**가 사용되었다. 이후 내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경 6.32 mm와 내경

9.0 mm의 test section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내경 4.4 mm test section

은 인발과정extrusion을 거쳐 제작되어 튜브 두께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균일성

uniformity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의 대안으로 4.4 mm에 가장 가까우며 시장에서 바

로 구매할 수 있는 4.57 mm 튜브로 test section을 제작하여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

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튜브내경 4.57 mm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Tube test section은 전기저항이 크고 열팽창률이 작은 Inconel 625 재질로 만들

어졌다. Test section에는 DC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test section을 전기로 직접

가열함으로써 power가 공급된다. Test section 양끝에는 두께 10 mm의 Teflon††을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절연하였다.

튜브 외벽에 50 mm 간격으로 총 41개의 K형 열전대를 심어 튜브 외벽 온도를

측정하였다. T/C의 정확한 부착위치는 test section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그림 17과

표 9에 정리하였다.

** 내경 4.4 mm는 일본 도쿄대학의 노심개념의 부수로 수력직경에 해당하며 큐슈대학에서 HCFC22로 수행한 실험과 비교하

기위해 선택하였다.

†† 4.57 mm 튜브에는 PEEK(PolyEtherEtherKetone)로 제작한 두께 10 mm의 가스켓을 넣었다. PEEK는 다른 가스켓 재질

에 비해 열저항(연속사용온도: 250 ℃)과 전기 절연성이 매우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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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ower supply와 thermocouple 설치 위치.

Upflow Downflow

Ø4.4 Ø4.57 Ø6.32 Ø9.0 Ø4.4 Ø4.57 Ø6.32 Ø9.0

a, mm 250 250 150 150 500 200 200

b, mm 50 50 150 150 200 500 500

c, mm 50 200 500 500 50 150 150

d, mm 650 500 200 200 250 150 150

e, mm 2100 2250 2650 2650 2250 2650 2650

Thickness, mm 0.9 0.89 1.60 0.93 0.89 1.60 0.93

표 9 Dimensions of circular tube test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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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조건 선정 방법과 범위

실험조건의 범위 선정은 우선 water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SCWR의 운전조건을 기

본으로 하여, CO2를 운전 유체로 사용하고 있는 SPHINX에 적용하기 위해 상사 법

칙을 사용하였다. SCWR은 water의 임계압력인 22.06 MPa의 1.1 배인 24.26 MPa에

서 운전되며, Re수는 50,000, 입·출구 온도는 280 ~ 508 ℃로 설정되어 있다. 이 운

전 조건을 SPHINX로 변환을 해보면 CO2의 임계압력 7.38 MPa의 1.1 배인 8.12

MPa, Re수: 50,000에서 질량 유속(mass flux)은 700 kg/m2s,입·출구 온도는 각각

23.2 ~ 41.8 ℃로 선정이 된다. 이것을 정리하여 표 10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조

건을 포함하여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 열화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Kim 등49이 제안

한 식을 이용하여,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확인하여 그 이상의 열유속

을 가하도록 조건을 추가 하였다. 표 11에는 Kim 등49의 열화기준식에 의해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강제대류와 혼합대류 영역에

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며, 기존의 상관식이 본 실험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조건을 선정하여 추가하였다.

 

 SCWR SPHINX

압력(MPa) Pcr (22.06) ´1.1=24.26 Pcr (7.38) x 1.1=8.12

Re number 50,000 50,000 
(Mass flux : 700 kg/m2s)

입·출구 온도(℃) 280 ~ 508 23.23 ~ 41.8

표 10 SCWR 운전 조건에서 SPHINX로의 변환

 

  

Mass Flux(G)
kg/m2s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Heat Flux(q)
kW/m2 2 8 18 32 50 72 98 128

표 11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조건을 선정하여 표 12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유체 흐름의 방향을 상·하향으로 실험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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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WR 노심개념에서는 중성자 감속재로 물을 사용하며 이를 water rod라고 부른

다. 이 water rod에서 감속재인 water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50 또한 SCWR의 노

심에서는 입구와 출구의 온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연료봉집합체 사이에 온도차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심 중간에 mixing zone을 두는 개

념이 제시되고 있다.51 이러한 mixing zone이 존재하는 노심에서는 상향유로와 함

께 하향유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향유로에 대한 초임계압열전달 연구와 함께 하

향유로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Fluid CO2

Flow direction Vertical upward, downward

Pressure, P MPa (P/Pcr) 7.75 (1.05), 8.12 (1.10)

Inlet temperature, ℃ 5 ~ 38

Mass flux, G (kg/m2s) 100, 200, 400, 500, 600, 700, 800

Heat flux, (kW/m2) 2 ~ 130

표 12 원형관 실험 조건

 

  
 

다) 열유속의 영향

열유속이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질량유속 조건에서 열유속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실험 조

건 압력인 임계압력 1.05배의 7.75 MPa, 1.1배인 8.12 MPa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18

부터 그림 23까지는 일정한 입구압력과 질량유속 조건에서 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식 (2)로 산출된 벌크엔탈피이며 그래

프 위쪽의 세로축은 식 (4)에 의한 벽 내부 온도, 그래프 아래쪽의 세로축은 식 (6)

에 의한 열전달계수이다. 상위 그래프에서 가로축을 따라 곡선으로 증가하는 녹색

실선은 CO2의 벌크온도를, 하위 그래프의 청색 실선은 식 (13)으로 표현되는 잘 알

려진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계산된 열전달 계수를 나타낸다. 이 Dittus-Boelter

상관식은 아임계압에서 강제대류 열전달에 주로 사용되는 상관식이다. 그래프의 중

간 지점을 가로지르는 회색 직선은 유사임계 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비엔탈피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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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13)

우선 하향 유동과 상향 유동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하·상향 유동의 비교에서 설

명하겠지만, 열유속의 영향을 비교했을 때 하향 유동은 열전달 열화현상이 생기지

않고, 상향 유동은 열전달 열화현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달 열화현

상이 생기지 않는 열전달을 정상 열전달이라고 하며, 열전달 열화현상이 생기는 열

전달을 열화 열전달이라고 칭한다. 그림 18(b)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한 것은 열전달

열화현상으로 인해 벽면 온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그림들을 확

인해 보면 같은 질량유속에서 열유속이 어느 정도 증가 했을 경우, 열전달 열화현

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관 벽면온도가 유체의 벌크온도

와 대체로 평행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가하며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부근에서 비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의 큰 물성치 변화로 생기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부터 도출된 열전달

계수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벌크엔탈피가 유사임계엔탈피 보다 약간 작은

영역에서 최대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록 모든 부분에서

유체의 온도가 유사임계온도에 접근 하지 못했더라도 벽면 근처의 유체의 온도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 도달하고 이때 유체는 벽면으로부터 열을 최대로 흡수하기 때

문이다. 유사임계 엔탈피에서 먼 영역에서는 물성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상

강제대류 열전달에서의 열전달계수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는 Dittus-Boelter 상관식이 열전달계

수를 과대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질량 유속에 비해 열유속이 더

욱 큰 경우에 나타났으며, 이때부터 정상 열전달과는 달리 유사임계 엔탈피 아래

부분에서 벽면온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벽면온도와 벌크 온도와의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전달 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림 21(b)에서 보면, 열유속이 50 kW/m2일 경우, 정상 열전달로 열전달 열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70 kW/m2에서는 약간의 열전달 열

화현상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유속이 더욱 큰 90 kW/m2에서는

확실하게 벽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전도 계수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상 열전달에서는 유사 임계점 부근에서 열전도 계

수가 Dittus-Boelter 상관식과 비슷하게 peak 현상을 나타내지만, 열화현상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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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peak 현상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열전달 열화현

상이 일어나면서 유체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 열전달과

같은 일반적인 속도 분포나 물성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열전달 열화현상 밖에도 Weinberg52의 실험(Fluid : CO2, Vertical tube,

D=19 mm, P=7.6 MPa, Tin=20℃, =0.124 kg/s, qw=50 kW/m2)에 의하면 튜브 하

부에서 약 100℃ 까지 벽면온도가 증가하였다가 바로 감소한 후 그 지점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약 85℃ 까지 벽면온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두 번의 열전달 열

화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벽면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열화현상이 넓은

엔탈피 영역에 걸쳐 일어나기 전에는, 매우 국부적으로 증가하는 peak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아임계압에서의 국부 막비등partial film boiling에서 일

어나는 현상과 흡사하다. 초임계압에서는 막비등과 같이 실제 기포가 생긴 후 모여

막을 형성하여 열전달을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벽면온도가 유사임계온도에 도달하

면 벽면 부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이 낮아진 밀도가 유동을 가속시켜 튜브

단면의 유동속도분포가 “M” 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 때 최고 속도에 달하는 지점

에서는 전단응력이 0이 되고 따라서 turbulence의 생성이 거의 없어짐으로 열전달

도 저해되게 된다.53

Ackerman15은 초임계압 유체가 상의 구분은 없지만 유사임계점보다 낮은 영역

의 밀도가 높은 유체를 액체와 같은 상태라 보고, 유사임계점보다 높은 영역의 밀

도가 낮은 유체를 기체와 같은 상태라 가정하였다. 즉, 관 벽면 근처의 유체의 밀도

가 낮아지게 되면 이러한 낮은 밀도의 유체로 인해 유동 중심부의 높은 밀도의 유

체가 관 벽면을 다시 적시는 것을 막아 열전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러한 현상이 아임계압에서의 막비등과 비슷하여 유사 막비등 현상
pseudo-film boiling

phenomenon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부적으로 열전달을 막는 영역이 열유속이 더

큰 조건이 되면 합쳐져서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이러한 부분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

다.

Jackson과 Hall38은 위에서 설명했던 벽면온도의 국부적인 최대값은 상향유동의

혼합대류 조건에서 부력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최대값

은 매우 국부적으로 생기며 벌크온도가 유사임계온도 근처가 아닌 영역에서도 생긴

다고 하였으며, 앞서 설명하였던 넓은 영역에 걸쳐 최대값이 지속되는 온도분포는

열유속이 높은 조건에서 초임계압 유체의 강제대류 열전달에서 보이는 특성이라고

하여 국부적인 최대값과는 구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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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18 입구압력 7.75 MPa, 질량유속 6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

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19 입구압력 7.75 MPa, 질량유속 7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

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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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1 입구압력 8.12 MPa, 질량유속 6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

도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0 입구압력 7.75 MPa, 질량유속 8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

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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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2 입구압력 8.12 MPa, 질량유속 7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

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3 입구압력 8.12 MPa, 질량유속 800 kg/m2s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

와 열전달계수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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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량유속의 영향

그림 24 그림 29까지는 질량유속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상향 유동과

하향 유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전달 열화현상의 발생 유무이다. 하향 유동에서는

벽면온도가 벌크온도를 거의 평행하게 따라 올라가는 정상 열전달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상향 유동에서는 같은 열유속에서 질량유속이 작아 질수록 열전달 열화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량유속이 감소함에 따

라 열전달 열화현상에 의한 벽면온도의 peak는 더욱 커지고 더 높은 엔탈피 영역으

로 확장되게 된다.

질량유속이 커지면 이에 따라 유사임계엔탈피 근처에서의 벽면온도는 벌크온도

와 가까워지는데 이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가장 작은 질량유속 800 kg/m2s에서 상향 · 하향 유동 모두 열전

달 계수가 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아임계 강제대류를 기준으로 한 Dittus-Boelter의 상관식을 통해 나

타낸 열전도계수는 실험값에 비해 유사임계 부근에서는 과대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Dittus-Boelter 상관식 (13)을 보면 Re 수와 Pr 수만의 함수로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일차원적으로만 고려하고 있으나, 초임계압

의 유사 임계점 부근에서는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에 따른 물성치가 비선형적으로 열

전달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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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4 입구압력 7.75 MPa, 열유속 5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5 입구압력 7.75 MPa, 열유속 7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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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6 입구압력 7.75 MPa, 열유속 9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7 입구압력 8.12 MPa, 열유속 5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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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8 입구압력 8.12 MPa, 열유속 7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a) 하향 유동 (b) 상향 유동

그림 29 입구압력 8.12 MPa, 열유속 90 kW/m2일 때 열유속에 의한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 비교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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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동방향의 영향

그림 30과 그림 31은 각각 상향 유동에서 정상 열전달과 열화 열전달이 발생했을

경우를 하향 유동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열전달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향 유동과 하향 유동은 거의 똑같은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향 유동에서 열전달 열화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벽

면온도가 급증하고, 열전달계수가 급감하는 구간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정상 열

전달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열화현상이 일어나

는 경우 열화현상이 일어난 이후의 유사임계 부근에서도 열전달계수가 저하하는 현

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열유속의 영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열화현상이

일어난 후에 변화된 유동장이 정상적인 유동장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이다. 낮은 벌크 엔탈피에서 열화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하향 유동과 차이가 발생

하지만, 벌크 엔탈피가 증가 하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높은 벌크 엔탈피 부근에서는

상·하향 유동의 벽면 온도와 열전달계수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기호가 추가되어 있는 선들은 기존 상관식으로 예측한 결과들을 나타

낸다. 사각 도형이 들어간 아임계압에서의 Dittus-Boelter 상관식을 비롯하여, 초임

계압 상태에서의 상향 유동의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상관식들 중, 정상 열

전달일 때 본 실험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몇 가지 상관식들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여기에 나오는 상관식들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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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정상 열전달에서 상·하향 유동 비교  (튜브 내경 4.57 mm)

그림 31 열화 열전달에서 상·하향 유동 비교 (튜브 내경 4.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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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력직경의 영향

Test section의 내경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 실험결과를

이미 수행한 내경 4.4 mm와 9.0 mm 원형관의 실험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그림 32

는 입구압력 8.12 MPa, 질량유속 400 kg/m2s, 열유속이 각각 30, 50, 그리고 60

kW/m2인 조건에 대해 관경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질량유속 400 kg/m2s, 열유속 30 kW/m2는 벽면온도의 급상승이 없는 정상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실험관의 내경이 작을수록 열전달

계수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열전달계수와 관 직경이 ∝

의 관계를 가지는 단상 강제대류 열전달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실험결과

에서도 내경이 가장 작은 4.4 mm 원형관에서의 열전달계수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

였다. 그러나 열전달열화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관경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보

임이 확인되었다. 열유속이 30 kW/m2로 같은 조건이지만, 내경 4.4 mm인 원형관

과 내경 6.32 mm인 원형관에서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내경 9.0

mm 인 원형관에서는 열화 현상이 일어났다. 내경 9.0 mm의 원형관에서 나타난 열

화 현상은 벽면온도의 peak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생기는 열전달 열화현상으로 보인다. 관경은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 열전달 열화 발

생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열유속 50 kW/m2에서는 모든 실험관에서 열전달 열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전달계수는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약간 낮은 엔탈피 영역에

서 최대값을 가진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엔탈피가 310 kJ/kg보다 작을 때는 열유

속이 30 kW/m2인 실험에서와는 달리 관경이 클수록 열전달계수가 더 높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열유속이 60 kW/m
2
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임의의 엔탈피보다 낮은 영역에서 관경이 클수록 열전달계수가 더 높은 현상이 나

타났지만, 열화가 일어나는 영역은 더 넓은 엔탈피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Komita 등23은 관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레온을 작동유체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정상열전달에서는 통상 단상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

의 직경이 작을수록 열전달계수는 높은 값을 가지나, 열전달열화에서는 관경에 의

한 차이가 없으므로 큰 직경의 실험관으로 실험한 결과를 작은 직경의 실험관의 실

험에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실험에서는 같은

실험조건에서 관경에 따라 열전달 열화 발생유무가 달라졌으며, 또한 열전달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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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조건에서도 열화 정도가 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에 있어서 관경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

수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림 32 Effect of tube diameter 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

q"=30 kW/m2, (b) q"=50 kW/m2, (c) q"=6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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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형유로 열전달 실험

가) Annular test section

원자로 노심의 부수로는 튜브로 간단히 모사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방법으로 환형

유로로 모사하기도 한다. 수력직경 4.4 mm를 모사하기 위해 그림 33과 같이 내경

10 mm의 튜브 안에 직경 8 mm의 가열봉이 들어있는 환형유로를 가진 test section

을 일본의 Sukekawa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Concentric single rod의 작동유체

인 CO2는 실험봉 내부를 따라 상향 유동한다. 가열되지 않는 바깥쪽 관은 직경이

10.0 mm이고 내부의 가열봉은 8.0 mm이다. 실험봉에서 총 가열되는 길이는 1800

mm이다. 표면 온도 측정을 위해 가열봉 하부에는 100 mm 간격으로 6개의 열전대

가 60도의 원주각을 유지하며 설치되었다. 상부에는 200 mm 간격으로 6개의 열전

대가 원주방향으로 60도 간격을 유지하며 설치되었다. 가열봉의 비가열부분으로 인

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가열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50 mm씩 떨어진

위치에 첫 번째 열전대와 열두 번째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가열경계면heated perimeter으

로 계산된 실험봉의 수력직경은 4.5 mm로 이전 실험에 사용된 단일관의 직경(4.4

mm)과 거의 같다.

또한 핵연료봉 주의의 수력직경이 다를 때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을 보기 위하

여 그림 34와 같이 내경 12.5 mm 튜브 안에 직경 9.5 mm의 가열봉이 들어있는 편

심환형유로를 가진 test section을 역시 일본의 Sukekawa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이 편심환형유도에는 스페이서spacer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설치하였다. Eccentric 환형관의 작동유체인 CO2는 실험봉 내부를 따라

상향 유동한다. 가열되지 않는 바깥쪽 관은 직경이 12.5 mm이고 내부의 가열봉 직

경은 9.5mm이다. 가열봉은 넓은 유로가 2 mm, 좁은 유로가 1 mm 되도록 편심되

어 있다. 실험봉에서 총 가열되는 길이는 1800 mm이다. 가열봉 표면 온도 측정을

위해 가열봉 하부 가열부로부터 200 mm 위치한 곳으로부터 250 mm 등간격으로

14개의 열전대를 넓은 유로부(원주각 180o)와 좁은 유로부(원주각 0o)에 각각 7개씩

설치하였다. 아울러 원주각에 따른 가열봉 표면온도 비교를 위해 하부 가열부로부

터 1450 mm에 위치한 곳(T-H6)에는 2개의 열전대를 넓은 유로부와 좁은 유로부

중간(원주각 90o 및 270o)에 설치하였다. 아울러 spacer grid의 영향을 보기 위해 3

개의 spacer grid를 설치하였다. 그림 37은 실험에 사용된 spacer grid를 나타낸다.

Spacer grid의 길이는 30 mm이며, 각 spacer grid에는 0.2 mm 깊이와 5 mm 길이

를 갖는 총 8개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다. Spacer grid 하단이 열전대 T-H3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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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m. T-H5 전단 80 mm 및 T-H7 전단 130 mm에 각각 위치한다. 가열경계면의

길이로 계산된 실험봉의 수력직경은 6.9 mm이다.

그림 35와 36은 각각 con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과 ec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의 상세 도면이다.

Annular channel에 대한 실험의 test matrix는 원형관 실험과 유사하므로 생략

한다.

그림 33 Schematic of con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

그림 34 Schematic of ec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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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etail drawing of con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

그림 36 Detail drawing of eccentric annular channel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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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ncentric annular channel

실험에 사용된 단일관의 내부직경은 4.4 mm로 환형관의 열등가직경‡‡은 4.5 mm

로 먼저 수행되었던 내경 4.4 mm 튜브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는

concentric annular channel의 실험결과를 내경 4.4 mm 원형관의 실험결과와 비교

한다. 그림 37과 38은 은 입구압력이 7.75 MPa 및 8.12 MPa인 경우에 질량유속 및

열유속 변화에 따른 벽면온도와 열전달계수를 단일관의 실험과 비교한 것이다. 질

량유속이 400 kg/m2․s인 조건에서, 열유속이 30 kW/m2에서는 열전달 열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열유속이 50 kW/m2일 때는 열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질량

유속이 1200 kg/m2․s인 조건에서는 뚜렷한 열전달 열화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위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벽

면온도와 열전달계수가 비슷하였지만,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그 정도에

서 차이를 보였다. 열전달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환형유로에서의 벽면온도

는 단일관보다 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열전달계수는 단일관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환형유로에서의 열전달 열화 현상은 원형

관에서 보다 약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형유로봉은 열등가직경이 원형

관과 비슷하나 CO2가 흐르는 간격이 1.0 mm로 원형관과 유로의 형태가 다르다. 이

러한 유로의 차이가 유속에 영향을 주며, 유속은 열전달열화 현상의 주 인자인 벽

면에서의 마찰력과 부력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열전달 열화특성도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등가수력직경(equivalent hydraulic diameter)은 4A/P (A: cross sectional area, P: length of perimeter)로 계산되는데, 

이때 P를 wetted perimeter 대신 heated perimeter를 사용하여 계산한 등가수력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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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환형유로 (8 x 10 mm)와 원형관 (ID: 4.4 mm) 실험결과와의 비교 (7.7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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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환형유로 (8 x 10 mm)와 원형관 (ID: 4.4 mm) 실험결과와의 비교 (8.1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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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ccentric annular channel

그림 39및 40은 입구압력이 8.12 MPa인 경우에 질량유속 및 열유속 변화에 따른

벽면온도와 열전달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벽면온도는 가열봉 표면에 설치된 열전

대를 통하여 측정된다. 열전달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열봉 온도, CO2 벌크온도

및 가열봉의 열유속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CO2 벌크온도는 eccentric rod의 경우

wide gap (2 mm) 와 narrow gap (1 mm)에서 서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

기에서는 wide gap 및 narrow gap 모두 벌크온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균일

한 열유속 분포를 근거로 계산하였다.

그래프에서 검은 실선은 CO2의 벌크온도와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구한 열

전달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회색 실선은 유사임계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비엔탈피

를 나타낸다. 가로축에 표시된 bulk 엔탈피의 많은 영역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얻

기 위해, 동일한 입구압력, 질량유속 및 열유속에서 test section 입구온도를 변화시

키면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pacer grid의 길이는 30 mm이며, spacer grid 하단

이 열전대 T-H3 전단 40 mm. T-H5 전단 80 mm 및 T-H7 전단 130 mm에 각각

위치한다. 따라서 spacer grid 바로 후단에 위치한 열전대는 spacer grid에 의해 생

성된 난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열전대 T-H3가 spacer grid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서 열전대 T-H5 와 T-H7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량유속이 같은 조건에서, 가열봉의 벽면온도는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

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 벽면온도로 인해 열전달

계수는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넓은 유로부와 좁은 유로부 중간(원주각 90
o
및 270

o
)

에 설치한 2개의 열전대(T-H6에 위치)에서 측정된 가열봉 온도는 대부분 서로 잘

일치함을 보였다.

T-H1 ~ T-H4까지 측정된 온도를 분석해보면, narrow gap(원주각 0o)에서의 온

도가 wide gap(원주각 180o)에서의 온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T-H3 지점에서의 온도가 narrow gap과 wide gap 공히 T-H2에서의 온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보아 T-H3에서 spacer grid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5 ~ T-H7까지 측정된 온도를 분석해보면, spacer grid에 의한 T-H5 및

T-H7 지점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rrow gap의

경우 T-H5에서의 온도가 예상외로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T-H5에서 T-H6까지는

narrow gap에서의 온도가 wide gap에서의 온도보다 높았으나, T-H7에서는 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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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열봉의 편심에 의한 cross-swirl 유동효

과와 spacer grid에 의한 난류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일어나는 결과로 판단된

다. 가열봉 주위 gap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국부적인 유동 및 온도 변화에 대

한 연구가 Chang and Tavoularis (2006)54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그림 41에서는 입구압력이 8.12 MPa인 경우 concentric annular channel 실험결

과를 비교하였다. 질량유속이 400 kg/m2s인 경우, concentric annular channel에서

열유속 50 kW/m2 및 70 kW/m2에서 뚜렷한 열전달 열화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ccentric annular channel의 경우 전반적인 경향은 concentric annular

channel의 열전달 열화 그래프와 유사하나, 실제 열전달 열화가 발생한 것인지 또

는 spacer grid의 효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량유속이 1200 kg/m2s인 경우,

eccentric annular channel 및 concentric annular channel 모두 열전달 열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온도분포는 두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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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벽면온도와 열전달계수 (Eccentric annular channel, 8.12 MPa, 4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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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벽면온도와 열전달계수 (Eccentric annular channel, 8.12 MPa, 12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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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ccentric annular channel과 concentric annular channel의 실험결과 비교

(8.1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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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선형 와이어가 삽입된 원형관 안의 열전달 실험

KAERI의 SCWR 노심개념은 tight square lattice를 채택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부수

로 수력직경이 6.5 mm로 매우 작다. 이렇게 좁은 부수로에는 복잡한 spacer grid보

다는 단순한 wire를 spacer grid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부수로와 spacer grid

는 내경 6.32 mm 튜브 안에 직경 1.3 mm 와이어를 장착하여 간단히 모사하였다.

이 와이어가 부수로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Wire inserted circular tube test section

KAERI에서 설계한 SCWR 노심개념의 부수로 수력직경은 6.5 mm이므로 이를 단순

하게 모사하기 위한 test section은 규격제품인 내경 6.32 mm, 두께 1.6 mm Inconel

625 튜브로 만들었다 (그림 42). Inconel 625는 전기저항이 크고 열팽창률이 작아 선

택하였다. Test section에는 DC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test section을 직접 전기

로 가열함으로써 power가 공급된다. Test section 양끝에는 플랜지가 달려 있고 플

랜지 양끝 사이의 길이는 3000 mm이다. 양쪽의 플랜지에는 두께 10 mm의 Teflon

을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절연하였다. 튜브 안에 스프링 강으로 제작된 내경 1.3

mm 스프링을 pitch 100 mm로 삽입하였다 (그림 43). 삽입된 와이어의 정확한 위치

를 X-ray로 관측한 결과 와이어 피치의 오차는 5 mm 이내이었다. 상향유동의 경우

와이어는 시편 하단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유동방향으로 진행한다. 와이

어의 영향을 적절히 관찰하기 위해 하부 플랜지에서 700 mm 떨어진 곳부터 상부

플랜지에서 300 mm 떨어진 곳까지 총 2000 mm 길이의 튜브 외벽에 적절한 간격

으로 총 41개의 K형 열전대를 그림 44와 같이 부착하여 튜브 외벽 온도를 측정하

였다. 열전대 #18과 #33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DC power supply 단자는 열전대

#1 상류 510 mm와 열전대 #41 하류 180 mm에 부착하여 열전대 #1의 위치에서는

열적으로 충분히 발달된 유체가 흐르게 하였다. 총 가열 길이는 2650 mm이다. 여

기서 phase angle은 시편을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반시계방향으로 측정한다.

열전대 #1의 부착지점에서 와이어가 튜브와 접촉하는 지점을 phase angle 0°로 정

의하였다. 열전대 #1-6과 #36-41은 phase angle 90°에 100 mm 간격으로 부착하였

고, 열전대 #7과 #28-35는 phase angle 0°에 100 mm 또는 50 mm 간격으로 부착

하였다. Phase angle 90°의 위치는 와이어와 튜브의 접촉점으로부터 약 15 mm 하

류이다. 열전대 #7과 #28 사이에는 와이어의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열전

대를 20 mm 또는 5 mm 간격으로 부착하였다. 열전대 #31은 접촉면에 부착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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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80°의 phase angle을 갖게 설치하여 같은 높이에서 접촉면과 접촉면으로부터

가장 머리 떨어진 지점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열전대의 부착위치를 표 13에

정리하였다.

T/C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L
+
, mm 0 100 100 100 100 100 50 20 20 20 20 20 5 5 10

Phase angle
(degree)

90 90 90 90 90 0 0 0 0 0 0 0 0 0 0

T/C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L, mm 20 20 20 10 5 5 5 5 10 20 20 20 20 50 48.5

Phase angle
(degree)

0 0 0 0 0 0 0 0 0 0 0 0 0 90 0

T/C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L, mm 1.5 50 50 1.5 48.5 100 100 100 100 100 100

Phase angle
(degree) 180 90 270 90 90 90 90 90 90 90 90

주 1. *로 표시된 열전대는 와이어와 튜브가 접촉하는 지점에 부착된 것임.

주 2. +표시는 직전 열전대와의 거리.

표 13 Wired tube test에서 축방향 및 원주방향 열전대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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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chematic of circular tube

test section with wire

그림 43 Helical spring

inser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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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Test section과 열전대 부착 위치 및 삽입된 와이어의 모양 사진

(X-ray로 확인)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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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절차와 범위

실험은 CO2 임계압력 7.38 MPa의 105%와 110%에 해당하는 7.75 MPa과 8.12 MPa

에 대해 수행하였다. 질량유속 400과 1,200 kg/m2s 두 경우와 열유속 30, 50, 70, 90

kW/m2의 네 경우를 적절히 조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 유동는 모두 상향유동이다. 비교를 위해 시험 조건은 스프링 없이 수행한 6.32

mm 튜브 실험의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조건은 표 14와 같다. 입구

온도가 5℃일 때 입구 레이놀즈 수는 2.5 x 104 와 7.5 x 104의 범위에 있으며 이

범위는 현재 KAERI가 제안한 노심개념이나 일본의 Super LWR 노심개념에서 부수

로를 흐르는 냉각재의 노심 입구에서의 레이놀즈 수인 50,000을 포함한다. 입구온도

는 5 ~ 37℃에서 변화시켜 수행했으며 이는 power supply 용량의 제한으로 한 번

의 실험이 원하는 엔탈피 범위를 다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 입구온도를 올려 실험

을 더 수행하고 이 결과들을 이어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플랜지의 개스킷을 고온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구의 벌크온도를 100℃ 이내로 또는 벽면온도를 160℃

이내로 제한하였다. 모든 경우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전달열화를 관찰하기

위해 벌크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하는 지점이 시편 안에 (가능하면 시편 중앙 부근

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표 14와 같은 실험조건을 조합하여 총 49개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각 조

건에서 41개씩 총 2,009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Fluid CO2

Flow direction Vertical, Upward

Inside diameter D, mm 6.32 (t=1.60)

Wire diameter dw mm 1.30

Pressure P Mpa (P/Pcr) 7.75 (1.05) and 8.12 (1.1)

Inlet Temperature, ℃ 5 ~ 37

Mass flux G, kg/m
2
sec 400, 1200

Heat flux q, kW/m2 30 ~ 90

Inlet Reynolds number
2.5 x 104 ~ 7.5 x 104

(입구온도 5℃일 때)

표 14 Test matrix for the wired tub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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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1)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와 정상 튜브 실험결과 비교

그림 45에는 압력이 7.75 MPa일 때 직경 1.30 mm의 와이어가 삽입된 내경 6.32

mm 튜브에 대해 수행한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결과와 와이어가 없는 튜브에 대한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그림에서 실선은 각각 벌크온도 와 식 (13)과 같은

Dittus-Boelter 열전달상관식으로 계산한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

예상과 같이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에서 상당한 열전달 촉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와이어가 없는 경우 P=7.75 MPa, G=400 kg/m2s에서 q=30과 50 kW/m2에서

모두 열전달 열화가 일어났으나 와이어가 삽입된 경우 열전달 열화가 사라지거나

열화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또한 열전달계수도 임계온도 부근에서 거의 2배

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다.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에서 국부적으로 보이는 심한 온도

변화는 와이어 부근에서 발생하는 난류turbulence의 영향이며 이는 다음 더 상세히 설

명한다. 이와 같은 열전달 상승효과는 유량을 1200 kg/m2s로 증가시키면 감소한다.

이는 유량의 증가로 와이가 없는 튜브 안에서도 이미 난류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

에 와이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난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계

온도 부근의 열전달 상승효과는 벽면온도가 유사임계온도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한

다.

모든 경우에서 벽면온도가 유사임계온도pseudo-critical temperature§§에 도달할 때 열전

달이 최대값을 보였다. 이는 이 때 정압비열이 최대값을 보이는 것과 유사임계온도

이후에 열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45에서 유량

이 1200 kg/m2s로 크고 열유속이 비교적 작은 경우 임계점 부근에서 열전달계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실험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

다. 이산화탄소는 낮은 임계온도와 압력으로 실험이 손쉬운 반면에 벌크온도와 벽

면온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열전대의 오차가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상향유로에서 보이는 불연속점은 입구의 벌크온도가 임계온도와 1-2℃ 정도의

차이를 보일 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앞으로 전산해석을 병행하여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는 입구온도가 이 범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

하고 있다.

압력이 8.12 MPa의 경우인 그림 46에서도 압력이 7.75 MPa인 경우와 매우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압력이 높아질수록 초임계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 주어진 압력에서 정압비열이 최대값을 보이는 점의 온도. 임계압력에서 임계온도에 해당하므로 “유사”를 앞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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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화되었다. 그림 45과 그림 46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열전달계수가 그림 46의

경우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8.12 MPa의 경우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자. 엔

탈피가 240 kJ/kg 정도일 때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와 정상튜브의 열전달계수 비는

1.3 - 1.5 정도이나 엔탈피가 340.9 kJ/kg일 때는 이 비율이 2.77로 증가 한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임계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1

에 접근하고 이 때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예측한 값과 거의 같게

된다. 이와 같이 열전달계수가 삽입된 와이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초임계압에

서 열전달계수의 증가는 주로 유체 물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벽면의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벽면에서부터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앙으로

퍼져간다. 이때 감소한 밀도에 의해 증가하는 속도는 M-shape 속도분포나 유동의

가속에 의한 층류화laminarization를 야기할 수 있다. Jackson55은 buoyancy parameter


가


∼×  (14)

일 때 buoyancy에 의해 로 표시되는 정상적인 강제대류 열전달이 10% 감소함

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서


 




 (15)


 


 (16)

≡
Pr

 



 



  (17)

여기서 지수 은 식 (8b)와 같다.

또한 Mikielewicz56는 acceleration parameter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열전달 열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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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omparisons of wall temperatures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in a carbon dioxide between a plain tube and a tube with wire,

ID=6.32 mm (wire d=1.3 mm): at P=7.75 MPa.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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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omparisons of wall temperatures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in a carbon dioxide between a plain tube and a tube with wire, ID=6.32

mm (wire d=1.3 mm) at P=8.12 MPa.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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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r (19)

 
″  (20)

와이어가 없는 내경 6.32 mm 튜브에 대한 실험에서 를 평가해 보면 열전달열화

가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건에서 는 한계값threshold value인

× 보다 작은 값을 보였고 큰 값을 보이는 경우에도 입구에서부터 일부분의

구간에서만 보였으며 곧 이 한계값보다 작은 값이 되었다. 따라서 는 적어도 이

번 실험이 수행된 범위와 조건에서는 열전달열화를 예측하는 변수로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반면에 와이어가 없는 튜브의 실험에서 열전달 열화가 일어난 경우

에는 대부분 튜브 입구에서부터 일부 구간에서 
의 값이 ×보다 큰 값을

가진 후 감소하였다. 따라서 열전달 열화는 buoyancy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

이며 이 경우에는 M-shape 속도분포가 열전달 열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53

따라서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에서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와이어가

열전달 열화의 원인이 되는 M-shape 속도분포를 갖는 유동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전산해석을 통한 유동장의 면밀한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acceleration에 의한 laminaization으로 저하된 열전달이 와이어에 의해 생성된 turbulence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효

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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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어의 영향 상세

그림 47은 세 가지 실험조건에 대해 열전대가 촘촘히 부착된 구간의 튜브 벽면온도

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P=7.75 MPa, G=400 kg/m2s, q=30 kW/m2의 경우를 보

자. 각 그래프에는 세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데 이는 동일한 실험에서 입구온

도를 조절하여 엔탈피 범위를 세 구간 나누어 실험한 결과이다. 그래프에 표시된

수직선은 와이어와 튜브의 접촉면 위치를 나타낸다. 열전대 #7과 #12사이(상세 1

구간)에는 20 mm 간격으로 열전대가 부착되어 있다. 이 구간에서는 접촉점에서 최

대온도를 보이고 점차로 감소하여 중간 지점에서 최소값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여

다음 접촉점에서 최대값을 보여 전체적으로 아래로 처지는 포물선형 분포를 보였

다. 그림 44(b)와 그림 44(c)를 비교해 보면 유량이 큰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가 크다. 이는 유량이 큰 경우 레이놀즈 수가 커서 와이어를 통과하면서 더 많은

난류가 생성되고 와이어 후류에 생성된 큰 와류가 하류의 경계층을 교란시켜 열전

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의 정당성은 전산해석을 통한

더 면밀한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구간인 열전대 #12와 #21 사이(상세 2 구간)에는 접촉점 주위에서 와이어

의 영향을 더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 20 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대 이외에 접촉

점 부근에 5 mm 또는 10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접촉점 직후

에는 이전 구간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접촉점 직전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이전 구간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접촉점에 접근할수록 정체되는

유동으로 인해 열전달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전대 #21과 #28사이(상세 3

구간)에는 전반에는 열전대가 5 mm 또는 10 mm 간격으로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

나 후반에는 20 m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엔탈피가 임계 엔탈피

(P=7.75 MPa일 때 340.1 kJ/kg, P=8.12 MPa 일 때 340.4 kg/kg)보다 작을 때는 상

세 1 구간에서와 유사한 포물선형 온도분포를 보였으나 임계엔탈피보다 클 때에는

약간 찌그러진 포물선형의 온도분포를 보였다. 이는 벽면 온도가 임계온도를 지나

면 급격히 상승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와이어의 영향과 중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여기서 열전대 #23에서 온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전산해석을 통해 분석

해야 할 과제이다.

열전대 #30과 #31은 동일한 높이에서 접촉면과 그 반대편의 온도 차이를 관찰

하기 위해 부착하였다. 예측대로라면 열전대 #30의 온도가 열전대 #30의 온도보다

높아야 한다. 벌크엔탈피가 임계엔탈피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측대로 열전대 #30의

온도가 열전대 #30의 온도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벌크엔탈피가 임계엔탈피보다

큰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열전대 #30의 온도가 열전대 #30의 온도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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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30은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 결

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재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더 면밀한 분석

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열전대 #33과 #34에서도 일어났으나 이는 dummy

인 열전대 #33이 신뢰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원인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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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47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spans with narrowly spaced thermocouples in a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Chandra 등57은 질량유량 400 kg/m2s, 열유속 30과 70 kW/m2의 조건에서 wire

spacer가 6.32 mm ID tube 안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CFD로 분석하였다(그림

48). 이들의 분석결과도 와이어에 인접한 상류와 하류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같이 상류측이 하류측보다

넓었다.

(3) 열유속의 영향

그림 49에는 압력 7.75MPa과 8.12 MPa의 경우 열유속이 와이어가 삽입된 튜브 안

의 초임계압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임계점이 튜브의 길이

방향으로 중앙에 오도록 유량에 따라 열유속을 30에서 90 kW/m2사이에서 적절히

조절하였다. 임계온도 또는 임계엔탈피 부근에서 데이터의 분산이 매우 큰 것은 앞

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벌크온도와 벽면온도가 작아 불확실도가 커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유량이 클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외에 유량이나 유속에

따르는 대체적인 경향은 와이어가 없는 튜브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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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omputed inner wall temperature in annulus

with helica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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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열유속의 영향,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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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열유속의 영향,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계속) e f

(4)  질량유속의 영향

그림 50에는 p=8.12 MPa일 때 질량유속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

하였다. 예측대로 질량유속이 증가하면 열전달계수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실험이 수

행된 조건에서는 질량유속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매우 빠른 증가를 보였다. 증가는

질량유속이 400 kg/m2s일 때 일어나던 열전달열화 현상도 600 kg/m2s와 1200

kg/m2s일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임계점 부근에서 열전달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이가 열전대의

오차 범위와 같을 정도 작아짐에 따라 측정오차가 열전달계수의 계산에 크게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열유속이 작은 실험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5) 압력의 영향

그림 51에서와 같이 압력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임계점에서

최대 피크 또는 최대 변화율을 보이는 물성이 임계점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이

피크 또는 최대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와이어가 없는 정상 튜

브에 대한 실험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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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질량유속의 영향,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그림 51 압력의 영향,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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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전달계수의 평가

앞의 절에서 제시한 모든 그래프에서, 이번 실험에서 얻은 초임계압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실험조건에 따라 크거나 작은 값을 보였

다. 그림 52는 이번 실험에서 얻은 Nusselt 수와 식 (13)의 Dittus-Boelter 상관식으

로 얻은 Nusselt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곳과 같이 많은 데이터가 25% 오차범위 안에 들지 못하였

다. 오차가 +25% 방향으로 더 편향된 것으로 보아 대체로 Dittue-Boelter 상관식이

과대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의 데이타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Nusselt

number and the Dittus-Boelter Nusselt number,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그림 53은 이번 실험에서 얻은 Nusselt 수와 Jackson과 Hall의 상관식,36 식 (8)로

얻은 Nusselt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Dittus-Boelter 상관식과 달리 비교적 실험 데

이터를 잘 예측하고 있다. Nusselt 수가 클 때 실험 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는 임계점

부근에서 측정오차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Jackson 상관식

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는 와이어가 튜브와 접촉하고 있는 부근에 형성되는 정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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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부분을 제외하면 Jackson의 상관식은 실

험데이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2,009개의 데이터 중 56.2%인 1,130개

의 데이터가 ±25%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많은 것은

많은 열전대를 와이어와 튜브의 접촉면에 많이 배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

한 이유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제외해도 Jackson의 상관식이 실험 데이

터를 잘 예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53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Nusselt

number for a wired tube and the Nusselt number

calculated by the Jackson correlation,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36

그림 54는 와이어가 없는 튜브에서의 실험결과이다. 작은 Nusselt 수에서는 데이터

가 -25%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큰 Nusselt 수에서는 +25% 쪽으로 치우쳐 있다.

데이터의 분산이 크지 않아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Jackson의 상관식,55 식 (7)로 실

험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그림에서와 달리 그림 53에서는 대

부분의 데이터가 +25% 쪽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적으로 열전달 상승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새로운 상관식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는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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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와이어가 튜브와 접촉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상관식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사용한

와이어가 주어진 조건에서 충분한 난류를 발성시켜 상당한 열전달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와이어의 직경과 피치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림 54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Nusselt

number for a plain tube and the Nusselt number

calculated by the Jackson correlation, ID=6.32 mm

tube with wire of d=1.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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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ERI의 실험에 의한 열전달 상관식

4 장에서 소개한 Watts와 Chou의 상관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열전달의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유량이 작고 열유속이 큰 경우에는 열전달이 저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상열전달 영역에서 열화열전달 영역으로 또는 이 반대방향으로의 천

이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정하지 않은 경로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정상열전달과 열화열전달은 연속적일 것이므로 이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열전달

상관식이 존재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상관식의 유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가) 내경 4.57 mm 튜브

(1) 상향유동

내경 4.4 mm 원형관을 수직상향으로 유동하는 CO2에 대한 실험결과로 Jackson 과

Fewster47의 상관식을 수정하여 Kim 등.43은 다음과 같은 열전달상관식을 제시하였

다.


 


 



(21)

이 상관식은 정상열전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실험 데이터 중에서 입구

압력이 8.12 MPa이고 질량유속이 400 kg/m2s 와 1200 kg/m2s인 경우에 대한 데이

터만 적용하였다. 위의 식은 95%의 데이터를 ±30% 이내에서 예측하였다.

기존의 상관식들은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의 열전달계수를 거의 예측하지

못한다. 이 열화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화 개시에 대한 일치된 기준도 아직은 없다. 여기서는 Jackson과 Hall36은 부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열화현상을 지배하는 무차원 부력매개변수로 
 

를

제시하였다. 이 부력매개변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밀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 아래서 유도되었다. 이와 달리 two-layer model (low-density buoyant layer와

practically constant-density core layer)에 의해 유도된 다른 형태의 무차원 부력매

개변수인 
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 유사임계 온도 부근의 국부적인 구

간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도 부력에 의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력매개변수의 차이는 별로 없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중 실험 데이터를 잘 모사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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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성비와 밀도비의 값은 일관성을 보이고 부력매개변수는 열전달 현상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45 이 부력매개변수는 열전달 열화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척도이다.

내경 4.57 mm 원형관에 대한 CO2 실험데이타에서 얻은 Nusselt 수, exp를

Bishop15이 제안한 상관식에서 계수를 Grabezhnaya 와 Kirillov58가 제안한대로

0.0052로 바꾸어 계산한 누셀 수, 으로 나눈 값을 부력 매개변수 

의 함수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22)

에 대한 의 거동을 보면    구간에서 거의 1에 근

접하나, 부터는 0.5 이하까지 감소하다가 × 부터는 다시 증가하

였다. 여기서는 편의에 따라 혼합대류를 다음과 정의한다.

   : 강제대류 (23a)

   : 혼합대류 (23b)

그림 55에서 exp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p   ,  × (24a)

exp  ,  × (24b)

여기서 구간 × 는 강제대류와 천이구간을 포함한다.

(2) 하향유동

하향 유동 실험데이타를 Watts와 Chou21와 같이 다음과 같은 강제대류 열전달

상관식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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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xp의 에 따른 변화, 내경 4.57 mm tube 안의 상향유동.

그림 56  exp의 에 따른 변화, 내경 4.57 mm tube 안의 하향유동.

  
 


 



(25)

에 대한 exp의 변화는 그림 56과 같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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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는 실험에 의한 exp가 exp 보다 위쪽으로 편향되어

감소하였고,  부터는 가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exp 
가 증가하였으나 이 경향은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exp 는

Watts와 Chou가 제안한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식을 대체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

다.

exp  

이 영역에서 부력은 shear stress(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7은 혼합대류 영역에서 입구 압력 7.75 MPa, 질량유량 200 kg/m2s에서 열유

속이 각각 4와 5 kW/m2일 때 유동 방향에 대한 부력 매개변수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삼각형 상자는 유동 방향에 따른 변수의 방향을 나타낸다. 혼합대류에서는 부력

매개변수가 상당한 진폭으로 진동하면서 유동 방향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7 혼합대류 영역에서 Bu의 변화(하향 유동), 내경 4.57 mm tube.

나) 상향유동 열전달 상관식 (4.4 mm, 9.0 mm, 8 x 10 mm 환형유로)

위에서는 내경 4.57 mm 단일 원형관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상관식을 제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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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일반적인 상관식을 제시하기 위해 Bae 등45은 내경 4.4 mm 튜브와 이에 상

응하는 환형유로, 내경 9.0 mm의 튜브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하여 정상열전달과

열화열전달 영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26)

  



 




 



(26a)

 ×


for ×   ×  (26b)

   for ×   ×  (26c)

  for ×   ×  (26d)

   for ×   ×  (26e)

  for ×   ×  (26f)

여기서 지수 은 식 (8b)에서와 같다. 그림 58은 내경 4.4 mm, 9.0 mm 튜브와 8 x

10 mm 환형유로에 얻은 실험결과를 의 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59는 몇

개의 의 구간별로 적절한 함수를 얻기 위해 그림 58을 세분하여 그린 결과이다.

그림 58 에 대한  의 변화 (tubes and

annula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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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에 대한  의 변화 (tubes and annula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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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난류모델의 초임계압 유동장 해석 적용성 평가

1. 선행 연구 개요

초임계압 유동장 해석 적용성 평가는 상용 전산해석 코드인 Fluent59를 이용

하였으며 코드에 내장된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 조건은 초임계압

CO2 열전달 실험장치인 SPHINX에서의 실험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두 가지 다른 형

상인 내경 4.4 mm 원형관과 8/10 mm의 환형관을 그 해석 대상으로 하였다. 계산

으로 예측한 주요 열전달 특성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고 아울러

세부 유동구조를 살펴보았다.

김 등 60의 선행 연구에서는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 노심의 좁은 채널

과 동등한 수력 반경의 수직 상승 원형관 내 유동을 전산해석한 결과 벽 함수를 사

용한 난류모델보다 벽면 경계조건으로 enhanced wall treatment를 선택한

two-layer 모델이 실험결과를 좀더 잘 모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해

석에서는 Fluent에 내장된 여러 난류모델 중 enhanced wall treatment(EWT) 경계

조건을 사용한 고-레이놀즈의 하나인 Renormalization-group k-ε 모델(RNG)과

Shear-stress transport k-ω 모델(SST), 그리고 저-레이놀즈 난류모델의 하나인 Abid

모델(ABD)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세 가지 모델의 해석결과는 실험과 비교함으

로써 계산의 정확도와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2차원 축대칭

정상유동을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에 따르면 초임계압 조건에서의 복잡한 열전달 현상은 벽면 근

처 온도에서 유체의 물성(열전도도, 점성계수 및 열용량)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

에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즉, 초임계압 상태가 되면 벽면 근처에서의 점성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부력과 열적 가속thermal acceleration이 유동을 가로지르는 반경방향

의 전단응력 분포를 변형시키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열전달 또한 지연시키게 된

다는 것이다.61,62 전산해석은 실험에서는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국부 유동구조에 대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석으로 얻은 유동장 및 온도장을 분석함으로써 유

체의 물성값과 부력의 영향 등 벽면 근처의 열전달 기구mechanism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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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해석 방법

가. 물성 값

초임계압 (P =8.12 MPa, P/Pc =1.1) CO2의 물성 값은 그림 60과 같다. 그림에

서 보면 유사임계온도(Tpc =308.5 K 또는 35.3 ℃) 근처에서 정압비열은 최대가 되고

다른 물성 값 즉, 열전도도, 밀도, 점성계수 및 엔탈피는 매우 크게 변화를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초임계압에서 물성 값들이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열전달

현상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유체의 물성 값을 사용하는 것은 초임계압

열전달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물성 값은 NIST 표준 참조

데이터베이스 23(REFPROP) Version 763을 참조하였다. Fluent 코드에서는 미소체적

법(FVM)을 사용하므로 이 물성 값을 사용자 정의 식(UDF: user-defined function)

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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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density x 10-2 (kg/m3)
 k, thermal conductivity x 10-2 (mW/m-K)
 m, viscosity x 10-2 (mPa-s)
 Cp, specific heat (kJ/kg-K)

그림 60 Physical properties of CO2 at a supercritical pressure

나. 유동 방정식

2차원(2-D) 원통 축 좌표계를 사용하고, 유동은 정상상태, 비압축성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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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중심 유동에 대한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의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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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방향(x-방향) 운동량 보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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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방향(r-방향) 운동량 보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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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m 는 난류점성계수, 그리고 r는 밀도이다. 부력효과는 운동량 보존 식

에만 포함되어 있다.

온도에 따른 물성 값 변화가 있는 경우의 에너지 보존 식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보존 식(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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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분자 프란틀 수이며  는 난류 프란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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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류모델 및 방정식

본 해석에서 사용하기로 선정한 3 가지의 Fluent 내장 난류모델은

Renormalization-group k-ε 모델(RNG)64, Shear-stress transport k-ω 모델(SST)65 그

리고 Abid 모델(ABD)66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ABD 모델은 본 계산을 위해 여

러 저-레이놀즈 난류모델 들 중에서 대표로 선택한 모델이다.

RNG 모델은 표준 k-ε 모델보다 유동에 갑작스런 변형률이 있거나 유선의 구

배가 있는 유동장해석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이다. RNG 모델은 난류 프

란틀 수(Prt)를 일정한 상수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석적인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이 모델에서는 RNG 이론에 따른 스케일 제거 절차를 통해 유효 점성계수를 해

석적으로 유도된 적분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레이놀드 수 유동과 벽면

인접 유동을 더 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59 SST 모델은 벽면 근접 영

역에서의 k-ω의 견고함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동장에서

는 자유 유동free stream에 의존적인 k-ε 모델과 잘 연결시켜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저-레이놀즈 난류모델은 표준 k-ε 모델의 난류소산율(ε) 방정식과 난류

점성 계산식에 복잡한 감쇄함수damping function를 사용하여 조정함으로써 점성 저층에

걸친 난류수송방정식을 잘 적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감쇄함수는 난류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난류모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난류점성 모델링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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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에서 k-ω 모델은 k-ε 모델과는 달리 계수,
*a 가 난류점성을 감쇄시키게

되므로 저-레이놀즈 유동에서 보정이 되도록 해 준다. S 는 변형률 값이다. 위 식에

서 사용된 계수나 상수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참조문서[59]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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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ce 

Model
F FG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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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Dependent variables, effective diffusivities and source terms of the 

turbulence models

(2) k-수송 방정식과 ε-수송(또는 ω-수송)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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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는 일반화한 종속변수를 표시한다. FG 와 FS 는 각각 각 종속변수들의

유효 소산 항과 생성 항을 표시한다. 각각의 난류모델에 대한 종속변수, 소산 항 및

생성 항의 상세한 내용은 표 15에 정의되어 있다.

RNG 모델은 유효 프란틀 수의 역수를 사용하는데 ka 와 ea 는 RNG 이론에 따

라 해석적으로 유도된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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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모델에서 사용되는 ks 과 vs 는 각각 k와 ω에 대한 난류 프란틀 수인데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 2111 /1/
1

kk
k FF ss
s

-+
=

(34)

( ) 2111 /1/
1

vv
v ss
s

FF -+
=

(35)

단, 식 (34)과 (35)에서 사용하는 연결함수(blending function), F1 과 F2 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참조문서[59 및 6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88의 생성 항 중에서 kG 는 평균속도의 구배로 인한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

이며, bG 는 부력효과로 인한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vG 는 ω의 생성이다.

kY 와 vY 는 각각 난류에 의한 k와 ω의 소산을 나타낸다. kS , eS 및 vS 는 각각 사

용자 정의의 생성 항을 뜻한다. vD 는 횡-소산(cross-diffusion) 항이다.

ABD 모델에서 사용하는 감쇄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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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경계조건이 0=y 에서 0~ =e 가 적용되는 수정 난류 소산변수이다.

그 외 상기 모델에서 정의하는 각 변수의 상세한 내용은 참조문서 [59]에 기술되어

있다.



- 90 -

Turbulence 

Model
mC 1eC 2eC ka or ks ea , es or vs

RNG 0.0845 1.42 1.68 393.1=ka 393.1=ea

SST - - -
176.11 =ks

0.11 =ks

0.21 =vs

168.12 =vs

ABD 0.09 1.45 1.83 0.1=ks 0.1=es

표 16 Constants of the turbulence models

(3) 사용된 모델 상수

각 난류모델에서 사용된 상수들은 표 16에 요약되어 있다.

라. 벽면 경계의 처리 및 격자

Fluent의 k-ε 모델에서 enhanced wall treatment 벽면경계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2개의 층(two-layer)으로 계산하는 접근방법이 적용 되는데 이때에는 벽 근처

에 있는 계산 cell에서 ε과 난류점성을 각각 지정하여 사용한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전체 계산 도메인을 점성영향viscosity-affected 영역과 완전난류fully-turbulent영역으로 양분한

다. 그런데 이 영역의 경계는 벽면 거리에 근거한 난류 레이놀즈 수( mr /Re kyy º )

에 의해 정해진다. 즉, 완전 난류 영역(Rey > 200)에서는 고-레이놀즈 수 난류모델이

적용되는 반면 점성영향 영역(Rey < 200)에서는 Wolfstein67의 1-방정식 모델이 적용

된다. 이 경우에는 운동량방정식과 k-식은 그대로 유지되나 난류점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68

kClayert mmrm l=2, , ml : length scale (37)

Enhanced wall treatment 벽면경계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Jongen69이 제안한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난류점성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에

서 정의된 고-레이놀즈수 난류모델의 난류점성계수를 벽면 격자까지 아주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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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ttenht 2,, )1( mlmlm ee -+= (38)

여기서 연결함수, el 는 벽면에서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1이 되고 벽면에 매우

가까운 경우는 0이 되도록 하였다. 만약 벽면 근처 격자를 충분히 세밀하게 만들어

주어 층류저층(보통 1»+y )을 풀 수 있도록 해 준다면, enhanced wall treatment 벽

면경계 조건 선택은 결국 2-층 영역분할two-layer zonal 모델과 서로 같아지게 된다.

'k-ω' 모델과 저-레이놀즈 난류 모델은 벽에서 떨어진 첫 격자를 1y1 <
+

이 되도

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벽면 인접영역에서 세밀한 격

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본 계산에서는 사용된 모든 난류모델에서 동일한 한 개

의 격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벽면에서 1y1 <
+

가 충분히 되도록 세밀

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마. 참조실험, 형상, 유동 및 경계조건

전산해석 계산결과와 실험을 비교하기 위해 SPHINX 실험 중에서 2 가지의

경우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원형관 내부 유동 열전달 실험으로, 수직으로

설치된 내경 4.4 mm의 인코넬 625 원형관 안으로 흐르는 초임계압 CO2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이 관은 직류전원을 사용하여 가열 길이 2,100 mm에 걸쳐

직접 가열하였다. 관의 외측 표면 온도는 41개의 K-형 열전대를 50 mm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또 한 가지의 실험은 동심 환형관 채널 내부 유동 열전달 실험으로 내경 10

mm의 원형관 내부에 외경 8 mm의 가열봉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가열관을 균일 가

열하여 실험한 것이다. 가열봉(외경 8 mm, 가열길이 1.8 m)은 교류전원으로 간접

가열하였다. 가열봉 표면 온도는 60도 위상차를 갖고 나선형으로 설치한 12개의 열

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열전대는 가열부 최 하단에서 50 m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 연속되는 5개의 열전대는 100 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후에는 나머지 6개의 열전대를 200 mm 등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두 가지 실험에

서 온도가 측정되는 가열 영역의 상류 및 하류에서 모두 충분히 발달된 유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길이의 비가열 부분이 존재하도록 고려하였다. 상기 2종의

실험부(test section)에 대한 상세는 그림 61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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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m 원형관의 질량 유속(mass flow rate)은 실험부 입구에서의 레이놀즈

수가 SCWR 원형로 노심 입구에서의 레이놀즈 수와 일치하도록 결정되는데 본 실

험에서 레이놀즈 수는 약 50,000이다.

열전달 상사(similarity)를 위해 Jackson과 Hall36은 식 (39)와 같이 벽면열속을

무차원화 하여(normalized) 표현한 열부하 인자(heat loading factor), Nq를 제안하였

다.

bb

eq
q Tk

Dq
N

"

=
; 무차원 벽면 열속 (39)

등가의 열부하 인자를 갖기 위해서는 환형 채널의 등가직경(Deq)과 원형 관경

이 서로 같아야 한다. 즉, 환형채널의 등가 수력직경은 원형관과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런데, 환형채널 열전달의 특성상 등가 수력직경은 유체 접촉 주변길이가 아니라

가열부 주변길이를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함이 더 타당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

한 질량유속이 부가될 경우, 환형채널의 레이놀즈 수는 동일한 수력직경을 가진 원

형관 레이놀즈 수의 약 1/2이 됨을 의미한다.

가열 주변길이를 사용하여 계산된 8/10 mm 환형채널의 등가 수력직경은 4.5

mm이다. 이 값은 내경 4.4 mm의 원형관과 거의 같으므로 동일한 질량유속과 열속

을 부과한다면 환형채널과 원형관의 열전달 상사를 모의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SPHINX 실험을 통해 환형채널과 원형관의 열전달 계수와 Nusselt 수가 각각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형채널의 열적 상사 scaling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42

본 전산해석은 초임계압 8.12 MPa의 CO2가 열속 50 ~ 130 kW/m
2
로 균일

가열한 수직 상승유로에서 질량유속 1,200 kg/m2s 로 흐르는 경우를 모의한다. 입

구에서의 유체온도는 300 K로 가정한다. 본 계산에서는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2-차

원 축대칭 정상유동을 가정하였다. 계산 영역은 양단의 플랜지 사이에 있는 모든

유동장이 포함된다. 입구 경계조건은 일정 온도와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열

벽면은 일정 열속이 유지되는 것(constant heat flux)으로 하고 비가열 벽면은 단열

면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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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chematic of the test section (a) Tube; (b) Annular channel

3. 전산해석 결과 및 고찰

가. 원형관

그림 62는 원형관에 대하여 RNG, SST 및 ABD 모델로 계산 예측한 벽면 온

도 및 국부 열전달 계수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여준다. 질량유속은 1,200

kg/m2s 이고 열속은 각각 50 및 130 kW/m2 이었다. 그림 62에서 실험결과는 대략

RNG와 SST 모델로 계산된 값 사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열속이 50 kW/m
2
일 때, RNG 모델로 계산 예측한 국부열전달 계수는 관 의

상류 약 1/2 지점까지 걸친 영역에서 실험과 잘 맞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체의

bulk 온도(Tb)가 유체의 유사임계(pseudo-critical) 온도(Tpc)보다 충분히 낮은 영역

(즉, Tb <<Tpc)에 해당된다. 이와는 다르게, 열속이 130 kW/m
2
일 때에는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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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국부열전달 계수가 관의 하류 약 1/2에 걸친 영역에서 실험과 잘 맞고 있음

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Tb >>Tpc인 영역에 해당된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유동조건에 따라 조금 다른 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b 가 Tpc(또는 유사임계

엔탈피, hpc) 보다 약간 작은 영역에서는 열전달 계수가 최대가 되는 정점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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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Comparison of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the 4.4 mm 

tube

고 이러한 정점은 열속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 이 영역 범위에서는 계산과 실

험이 상당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험에서는 입구 경계에서의 열적 과

도가 직접 결과에 반영되는 데 반하여 계산에서는 입구 경계조건을 일정 유속과 등

온조건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온도 계측에서의

불확실도가 실제 열전달 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정압비열 값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열용량 값(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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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비열)이 큰 값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ABD 모델은 다른 두 가지의 모델에 비해

열전달 계수를 관의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작게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ABD 모델

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벽면 근처에서의 난류를 작게 계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이다.

축 방향 단면에서의 반경방향 유동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Tb 와 Tpc 값의 상대

적인 관계에 따라 유동이 진행하는 축 방향에 위치한 세 지점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그림 62의 a, b 및 c 지점). 그림 63~66은 이 세 지점의 단면에서 열속이 각각 50

과 130 kW/m2 인 경우에 대해 RNG 모델과 ABD 모델로 계산된 온도, 정압비열,

축 방향 속도 성분 및 밀도의 contour와 반경방향 분포를 각각 비교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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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temperature and 

specific heat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4.4 mm tube(q =50 

kW/m2)

열속이 50 kW/m2 인 경우, 그림 63의 온도분포에서 세 지점에서 경계층은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고 이 경계층은 하류로 갈수록 두꺼워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열면 입구에서 하류(downstream) 방향으로 거리 x=0.3 m 떨어진 지점 a에서부터

벽면온도는 유사임계온도에 도달하고(Tw = Tpc), 이러한 유사임계온도 이상이 되는

부분의 영역은 점차 유동이 하류 영역으로 진행할수록 중심 축 쪽으로 확대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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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모델로 계산한 정압비열(cp)의 분포 contour는 이러한 특징

을 더욱 잘 보여준다. 즉, 유동의 입구영역에서는 큰 값을 갖는 영역이 가열벽면에

가장 인접한 부분에서만 나타났지만, 유동의 하류 영역인 지점 c(Tb = Tpc)에서는 유

동 전체에 걸쳐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열전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지점 b에서는 열전달계수가 최대가 되었다.

그림 64에서 보면 유동이 하류로 갈수록 전 영역에 걸쳐 유체의 밀도는 작아

지고 이로 인해 축 방향 속도는 증가하였다. 반경방향의 밀도나 속도 변화는 벽면

인접한 곳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Bulk 유체 온도가 유사임계점에 도달하는 지

점 c에서 두 가지의 모델로 각각 계산한 결과를 보면, 유체의 온도와 축 방향 속도

성분은 눈에 뜨이는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본 그림의 밀도에서나 그림 63에서 본

정압비열에서는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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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xial velocity and density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4.4 mm tube(q =5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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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와 66은 열속이 130 kW/m2 인 경우 반경방향 유동장의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면온도는 가열면 입구에서는 약 316 K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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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temperature and 

specific heat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4.4 mm tube(q=13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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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xial velocity and 

density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4.4 mm tube(q=13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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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에서는 약 380 K로 증가하였다. 그림 65에서 보듯이 이 경우는 가열 면이 시작

되는 곳에서부터 벽면온도가 이미 유사임계 온도보다 훨씬 높아졌다. 가열면 입구

에서 하류로 거리 x=0.7 m 떨어진 지점 b에 이르면 bulk 유체의 온도는 유사 임계

점에 도달하고, 정압비열이 큰 값을 갖는 영역이 유동 전체에 걸쳐 퍼져나간다. 열

속이 130 kW/m2 인 경우 유로 단면에서의 물성치 변화는 열속 50 kW/m2 인 경

우에 비해서는 더 크게 일어났지만 그 경향은 거의 유사하였다. 역시 두 가지 모델

로 계산된 정압비열과 밀도 값의 차이는 벽면 열속이 큰 경우에 훨씬 더 크게 나타

났다.

나. 환형관

환형관의 경우에도 원형관과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열속과 질량유속을 갖도록

하였다. 열적 상사를 위해 무차원 열부하인자가 사용되었다. 그림 67은 환형관에 대

하여 RNG, SST 및 ABD 모델로 계산 예측한 벽면온도 및 국부 열전달 계수를 실

험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여준다. 열속은 환형관에서와 같이 질량유속 1,200 kg/m2s

조건에서 각각 50 및 130 kW/m2 인 경우로 하였다. 원형관과는 달리 환형관에서는

SST와 ABD 모델로 계산된 국부 열전달 계수 값이 실험과 더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유체의 bulk 온도가 유체의 유사임계 온도보다 약간 낮을 때 열전달 계수는

최대가 되고 이 값은 열속이 증가됨에 따라 작아지는 특징은 원형관의 경우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 또한 열전달 계수가 최대로 되는 이 영역에서 계산으로 예측한 값

과 실험 값 사이에 상당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도 원형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산에서 사용한 가정과 온도 계측에서의 불확실도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

다. RNG 모델은 전 가열 길이에 걸쳐 열전달 계수를 크게 예측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벽면 근처에서의 난류를 크게 계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이다.

그림 68~71는 각각 열속이 각각 50 및130 kW/m2 인 경우에 대해 두 가지

모델로 계산된 온도, 정압비열, 축 방향 속도 성분 및 밀도의 contour와 반경방향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환형관에서의 유체 물성치 분포는 원형관의 경우와 거

의 유사하였다. 다만, 축 방향 속도분포는 유동 단면 형상이 서로 다르므로 원형관

과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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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Comparison of the predicted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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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temperature and 

specific heat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q=5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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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xial velocity and 

density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 

(q=5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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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temperature and 

specific heat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 (q=13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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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Contour plots and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xial velocity and 

density profiles at the radial coordinates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 

(q=130 kW/m2)

다. 하향유로

수직으로 설치되는 원자로 노심에서 냉각재의 일반적인 유동방향은 상향유동

이지만 SCWR과 같이 감속재로 물 연료봉water rods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하향유

동이 존재 하게 된다. 하향유동은 유동방향이 상향과 하향으로 바뀌는 것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하는 다중유로 원자로 노심 개념에서도 나타난다.70 따라서 유동방

향에 따른 열전달 특성 파악도 SCWR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초임계압 유동장 해석 적용성 평가를 위해 수직 원형관을 통해 흐르는 CO2의 하향

유동에 대한 열전달 CFD 계산을 수행하였고 벽면 근처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부력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72는 상, 하향유동 계산과 상향유동 실험으로 구한 bulk 유체 엔탈피에

따른 벽면온도와 열전달계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향

유동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상향유동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열전달계수는

bulk 유체엔탈피가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약간 작은 지점에서 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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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Variation of the wall temperature and the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the bulk fluid enthalpy (I.D. 4.4 mm tube).

라. 열전달 구조(mechanism)

가열벽면 근처 영역에서의 열전달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열속 130 kW/m2

조건인 경우에 대해 단면 평균의 유동방향 속도 및 온도 분포와 난류운동에너지를

각 모델별로 비교하였다. 벽면 전단속도로 무차원화한 단면평균 유동방향 속도(
+u )

의 분포를 벽 좌표(wall-coordinates)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벽 좌표의 y 축과 축

방향 속도 u 에 대해서 첨자 '+'로 표시).

tu
uu =+

, w

wu
r
t

t =
,

( )
w

w rR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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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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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또한, 벽 좌표로 표시한 무차원화한 평균 온도 차(
+q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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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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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r uc

qT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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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그림 73은 4.4 mm 원형 관에서 단면 엔탈피가 320 kJ/kg(그림 62에서 A로

표시된 곳으로 유사임계점 부근)인 경우와 420 kJ/kg(그림 62에서 B로 표시된 곳으



- 103 -

로 유사임계점을 지난 하류에 위치한 높은 엔탈피 지점)인 경우에 대해 <
+u >,

<
+q > 및 <

2/ ck u >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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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Comparison of a) predicted mean temperature profiles in wall coordinates, b) 

predicted stream-wise mean velocity profiles, c) predicted turbulent kinetic energy for the 

4.4 mm tube (q=13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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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임계점 부근의 유동(지점 A)에서는 유체의 물성 값이 급변하기 때문에 온

도 변화(
+q )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사임계점 하류의 큰 엔탈피 영역

(지점 B)에서는 유체 물성 값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
+q )도 감소하

게 된다.

벽면 근처의 유동방향 속도변화(
+u )와 중심 유속(uc )으로 무차원화한 난류운

동에너지(
2/ ck u )도 유체의 물성 값이 급변하는 지점 A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유사임계점 하류의 큰 엔탈피 영역(지점 B)에서는 벽면 근처의 유동방향 속도

변화(
+u )가 벽 법칙law of the wall에 의한 상관식과 서로 잘 맞고 있다. RNG 모델은

벽면 온도변화를 훨씬 작게 계산하는 반면 SST 나 ABD 모델보다 이것을 더 크게

계산한다. 대신 SST 나 ABD 모델은 무차원화한 난류운동에너지(
2/ ck u )를 훨씬 작

게 계산한다.

그림 74는 8/10 mm 환형관에서 엔탈피가 320 kJ/kg (그림 62에서 A로 표시

된 곳으로 유사임계점 부근)인 경우에 대해 <
+u >, <

+q > 및 <
2/ ck u >의 분포를 보

여준다.

환형관의 벽면 근처의 유동방향 속도변화(
+u ) 특성은 원형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며, 온도변화(
+q ) 및 무차원 난류운동에너지(

2/ ck u ) 특성도 또한 원형관과 유

사하였다.

환형관에서 벽면근처영역의 속도변화는 그 분포형상은 원형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환형관의 유로(즉, 유동 중심으로부터 벽면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

로 매우 협소하므로 벽면 근처 영역의 속도변화는 원형관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된다. 환형관의 유동상태는 원형관의 높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와 유사한데, 환

형관의 난류운동에너지와 무차원 온도의 절대 값은 환형관보다 조금 크다. 따라서

환형관과 원형관에서의 유동특성은 비록 그 경향은 서로 유사하지만, 열전달계수는

모든 난류모델에 대해 비슷한 scale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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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Comparison of a) predicted mean temperature profiles in wall coordinates, b) 

predicted stream-wise mean velocity profiles, c) predicted turbulent kinetic energy 

for the 8/10 mm annular channel (q=13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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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력의 영향

초임계압에서의 유동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인자는 부력효과이

다. 초임계압 유동 계산에서 유체의 밀도변화는 보존방정식 형태에서 직접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식 (32)의 난류 수송방정식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부력효과로 인

한 난류 운동에너지의 생성 항으로 들어가게 된다.

it

t
iiib x

TgTugG
¶
¶

=¢¢=
Pr
m

bb
(42)

상기의 부력 항은 온도 장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유체의 유동 경로 상부

에 뜨거운 유체가 있을 경우에는 난류 운동에너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와는 반대로 온도 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부력 항으로 인해 운동에너지

는 커지게 된다. 본 계산에서와 같이 가열 관이 수직으로 설치된 수직 상승 유동에

서는 벽면온도가 연속적으로 올라가 안정된 온도 장이 만들어지므로 난류운동에너

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75은 4.4 mm 원형관 열전달에서의 이러한 부력효과를 매우 잘 보여준

다. 그림 75(a)에서는 먼저 벽면온도 분포를 통해 난류모델에 따른 부력효과를 비

교하였다. 여기에서 ABD 모델로 계산한 경우에서 다른 두 모델보다 더 부력 항 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5의 (b)와 (c)는 부력 항 영향이 가

장 크게 나타나는 ABD 모델로 계산한 축 방향 속도성분과 난류운동에너지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인위적으로 부력효과 항을 제거하기 위

해 중력가속도 항을 빼고 계산한 것인데, 실선에 비해 난류운동에너지와 축 방향

속도 성분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벽면 온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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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Comparison of the buoyancy effect on the turbulence models for the 4.4 

m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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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은 상향유동과 하향유동 계산 결과의 열속과 부력효과에 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계산의 결과는 상향유동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76

(a)는 열속의 영향을 보여준다. 계산으로 구한 하향유로의 벽면온도는 열속이 변하

더라도 상향유동인 경우에 비해 눈에 뜨이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6(b)는 부력영향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ABD 모델은 RNG 모델에 비해 부력효

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향유동에서는 부력이 유동

을 가속시키는 힘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하향유동에서는 벽면온도 변화

의 일반적인 경향이 부력항을 배제한 상향유동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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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Variation of the of the wall temperature with axial distance: (a) 

effect of heat flux; (b) buoyancy effect. 

일반적으로 유사 임계 점 근처의 유동에서 벽면에 높은 열속이 부과되면 급

가속 효과와 부력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ABD 모델이 적절히 수정, 보완

된다면 이 모델이 열전달 열화 영역에서는 유동장 및 온도 장을 좀 더 정확히 계산

할 수 있는 후보 모델로 추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71

4. 결론

원형 관과 환형관에서의 초임계압 CO2 수직상승 유동에 대한 온도 장 및 유

동 장 계산을 상용CFD 코드인 Fluent 6.3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코드에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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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난류모델 계산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두 가지 유로형상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였다. 전산해석결과로 얻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형관에 대해 계산된 열전달계수가 원형관의 경우보다 더 컸다. RNG 모델은

SST나 ABD 모델 보다 열전달 계수를 크게 예측하는데 그 양상은 환형관과 원형관

모두 유사하였다.

- 계산된 열전달계수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RNG 모델로 계산한 국부 열전

달 계수는 원형관 실험 결과와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SST나 ABD

모델로 계산한 국부 열전달 계수는 환형관에서 좀 더 실험과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동일한 열부하인자를 가진 두 형상에서 실험으로 구한 열전달계수는

서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가지므로 어느 난류모델의 예측성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 벽면 인접 속도, 난류운동에너지 및 무차원화 한 온도특성이 두 형상에서 모

두 거의 유사하였다. 무차원 속도는 거의 같음(즉, 유동조건 유사)에도 불구하고 환

형관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 및 무차원화 한 온도의 절대 값은 원형관인 경우에 비

해 더 컸다. 따라서 모든 모델에 대해 환형관에서의 열전달계수는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 ABD 모델로 계산한 경우에서 다른 두 모델보다 더 부력 항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적절히 수정, 보완된다면 열전달 열

화 영역에서는 유동장 및 온도 장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후보 모델로 추

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난류 모델은 특정한 경계 및 초기조건에

서만 우수한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조건에 걸쳐 우수한 예측결과를 보

이는 단일 모델은 현재는 없다고 보겠다. 이는 기존의 난류모델은 경계층에서 급격

하게 변화하는 물성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DNS을 이용한 전산해석의 노력도 있으나 이는 과도하게 많은 격자를 요구

하므로 저-레이놀즈 수 조건에 한정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계산속

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전에는 초임계압 열전달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는 당분

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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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의 목표는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와 초임계압 원자로심 개념 및

부수로 해석도구의 평가이었다. 초임계압 열전달 연구결과는 여기에 상세히 기술하

였으나 이 외 두 연구 분야는 위탁과제로 수행되었으므로 이 보서에는 간략히 기술

하였고 별도의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은 KAERI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장

치인 SPHINX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 (원형관, 나선형 붙이 원형관, 환형관)의 test

section에 대해 수행하였다. 이 결과 상당한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상

당한 관심을 이끌어 IAEA CRP (Coordinated Research Program)에 참여하는 바탕

이 되기도 하였다. 이 실험결과로 기존의 열전달 상관식의 사용가능여부를 평가하

였으며 새로운 상관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심개념설계에 관해서는 KAERI가 제시한 개념을 평가하였으며 1400 MWe의

노심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임계압

환경에서 부수로 해석도구로인 MATRA와 VIPER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

는 긍정적이었으나 개발타당성 평가라는 과제의 성격상 인력운용의 한계와 과제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과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개발타당성 평가라는 과제의

근원적인 제한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SCWR

연구가 언젠가 재개될 때 이 연구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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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초임계압수냉각로의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안전한 운전이 보장되는 원자로

노심의 구성이다. 원자로의 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는

원자로심의 핵적 거동의 확인과 함께 부수로를 흐르는 냉각재 또는 감속재의 열수

력적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핵연료집합체에서 발생하는

열은 냉각재로 전달되며 이 전달되는 열량에 따라 냉각재의 온도가 결정되어 이에

따라 변화하는 냉각재의 감속성능이 핵연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냉각재로 전달되는 열량의 정확한 예측은 원자로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수로를 모사하는 heater rod bundle 실험의 예비 실험단계로

부수로의 수력직경에 해당하는 내경을 가진 튜브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튜브보다 부수로를 더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 부수로의 수력직경에 해당하는 환형

단면을 가진 유로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내경 4.4 mm 튜브와 수력직경 4.4

mm를 갖는 환형단면 유로에 대한 실험결과는 일본의 큐슈대학의 Freon에 대한 실

험과 동일한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므로 fluid scaling에 대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다. 동심환형단면 이외에 편심환형단면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취소된 2 x 2 heater rod bundle 실험을 대체하여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서

는 동일한 유동장에서 좁은 유로와 넓은 유로사이에 열전달현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예상과 같이 좁은 유로와 넓은 유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온

도차를 보였으며 이는 노심과 부수로를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KAERI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한 1400 MWe 출력의 초임계압수냉각로의 노심구

성안에서 부수로의 수력직경은 약 6.5 mm이므로 이와 유사한 직경을 가지며 시장

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내경 6.32 mm Inconel 625 튜브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결과는 앞으로 2 x 2 또는 그 이상의 heater를 가진 봉다발 실험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튜브의 직경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내경 9 mm의 실험을 수행하였

다. 내경 9 mm는 초임계압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튜브의 대표값과 유사하게 선

정하였다. 이 역시 앞으로 수행이 예상되는 화력발전소 보일러용 튜브의 열전달 특

성자료 자료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4.4 mm 튜브실험을 보강하기 위해 4.57 mm 튜브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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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WR의 노심의 핵연료 배열은 square tight lattice이므로 기존의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spacer grid를 사용하기 어렵고 단순한 와이어를 spacer grid로 사

용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6.32 mm 튜브에 스프링강의 나선형 와이어를 삽입하

여 와이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모든 실험은 상향유동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러나 SCWR 원자로의 노심에

는 상향유로 뿐만 아니라 하향유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3개의 튜브시편(4.57 mm,

6.32 mm, 9.0 mm)과 동심환형유로에 대해서는 하향유로 시험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심과 부수로를 설계하는 데 사용됨과 동시에 안전해석코드에

내재되어 있는 열전달 상관식을 개선하는데도 활용될 것이다. 안전해석 코드에는

해석조건과 유체계통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 다양한 상관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계통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상관식의 사용이 요구된다. 기

존의 안전해석코드에는 아임계압에서 적용 가능한 각종 상관식이 내재되어 있으므

로 초임계압 상태에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초임계압열전달 상관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열전달 상관식이나 우수한 예측결과를 보인

다고 평가된 기존의 상관식을 안전해석 코드에 적용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이

코드의 궁극적인 적용성은 추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효과실험에서 검증될

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실험장치 SPHINX는 약간의 장치개조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

가 요구되는 heater rod bundle 실험이나 초임계압 CO2 Brayton cycle 연구에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pre-test calculation을 통해 많은 전산해석 결과를 얻었

다. 초임계압 상태에서 열유동 현상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임계압 열유동과는

매우 현상을 보인다. 유체가 아임계 온도를 지날 때 물성이 급격히 변화며 이 변화

가 벽면에 국한되어 있을 때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종

류의 난류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벽면에서의 격자모양이나 간격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여 특정한 조건에서 적합한 난류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열전달열화

가 일어나는 영역에서는 어떠한 난류모델에 의한 전산해석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난류모델이 급격한 물성의 변화와 이로 인해 나타

나는 부력이나 열적가속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야는 당분간 전산해석 연구자들이 도전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을 것

으로 보인다.

SCWR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

지 못하며 KAERI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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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연구의 결과로 고체감속재를 사용하는 노심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으나 핵연료집합체의 구성이나 부수로의

모양과 크기 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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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cceleration parameter,  
Pr


 Jackson buoyancy parameter, 

 





Bu Jackson buoyancy parameter, 

Cp specific heat 




 



  

d, D tube diameter 

G mass flux 

 Grashof number, 


  


 Grashof number based on heat flux 

 




I electric current 

k thermal conductivity 

L length

Nu Nusselt number, 

p pressure 

Pr Prandtl number, 





q heat flux

 volumetric heating rate 

 non-dimensional heat flux,  
″ 

Re Reynolds number, 

T temperature

t thickness 

V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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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symbols

 density 

r average density,  
 






 dynamic viscosity 

Subscripts and superscripts

0 at constant physical properties

b mass averaged value

cr at critical condition

d, D based on diameter

F forced convection

h height

i at the inlet, inner

m spatially averaged quantity

o outer

pc at pseudo-critical temperature

v volumetric

var p at variable physical properties

w at the wal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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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GIF SCWR 국제공동연구에 향
후 시스템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방향 분석연구의 입력
자료로서 SCWR 개발의 기술적 개발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CWR의 노심개
념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SCWR 원자로심의 개념설정을 중심
으로 노심열수력, 안전해석 방법론 평가, 초임계압수 열전달 등에 관한 기초적
인 연구수행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연구

- 주요 노심 제어인자 민감도 해석
- 노심 개념 설계

   ○ 노심 열수력해석 방법론 평가
- 노심 열수력해석 방법론 현황 분석
- 노심 열수력해석 방법론 타당성 평가 

   ○ 안전해석 방법론 검토
- 기존 방법론 적용성 검토
- 안전제한치 및 보호신호 검토

Ⅳ. 연구개발결과
○ 주요 노심제어인자인 감속재 민감도 분석 결과 Water Rod에 비하여 고체

감속재(ZrH2)가 원자로 크기의 증가 없이 감속능력이 양호함.
○ 노심출력분포 제어 및 고연소도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핵연료집합체 설계

제원 생산을 포함하는 노심개념평가를 수행함.
○ 노심열수력 평가를 위한 부수로 코드체계를 확립하고 열전달 상관식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 반경방향 엔탈피 첨두
인자가 매우 큼을 확인함으로써 노심 유량재분배 설계의 필요성 제기함.

○ 과도상태와 사고상태시의 안전제한치와 안전계통의 요구사항, 원자로 보
호신호 등을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고 안전해석을 위한 초기사
건, 초기입력조건 및 주요 안전해석 결과를 평가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향후 본격적인 SCWR 기술개발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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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Evaluation of Reactor Feasibility for SCWR
Ⅱ. Purpose &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CWR core concepts for the 
technical fea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CWR which will be used as an 
input to the project "Analytical Study of Domestic Condi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SCWR" aiming to determine to participate in 
GIF SCWR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at system level 
afterwards rather than current project level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basic study on core thermal hydraulics, safety 
methodology evaluation, supercritical water heat transfer, etc. including the 
conceptual study of SCWR core design. 
Ⅲ. Contents
   ○ Core Concepts and Control Technology Study
     - Sensitivity study of major core control parameters
     - Conceptual core design
   ○ Evaluation of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 Status analysis of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 Review on th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methodologies
     - Review of safety limits and safety signals
Ⅳ. Results

○ As a result of sensitivity study on the moderator, the solid 
moderator(ZrH2) shows better moderation capacity than water rod 
moderator without the increase of reactor size. 

○ A core conceptual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including the 
generation of design specification of the fuel assembly for the core 
power distribution control and high burnup requirements.

○ A subchannel analysis code system for the core thermal hydraulic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a sensitivity study on the heat 
transfer correlation and radial power distribution also has been 
accomplished which shows the necessity of core flow redistribution 
design to cope with the effect of radial enthalpy peak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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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itial events and initial input condition for the safety analysis, 
and major safety analysis results have been evaluated, safety limits 
and safety system requirements and reactor protection signals also 
have been compared to the those in PWR cases. 

Ⅴ. Expected Contrib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establishing an SCWR development 

strategy and follow-on R&D projects.



- v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s and Objectives ···································································1

1.2 Necessity ·········································································································2

1.3 Scopes ··············································································································3

Chapter 2 Core Concepts and Control Technology Study ····························4

2.1 General ············································································································4

2.2 SCWR Core Concepts and Control Technology ··································4

Chapter 3 Core Thermal Hydraulics Analysis Methodology Evaluation 29

3.1 SCWR Characteristics ··············································································29

3.2 Core Thermal Hydraulics Technical Issues ·········································32

3.3 Core Thermal Hydraulics R&D Status ···············································39

3.4 Core Thermal Hydraulics Methodology Development ···················56

Chapter 4 Safety Analysis Methodology Review ··········································66

4.1 SCWR System Characteristics ·······························································66

4.2 Safety Limits ································································································66

4.3 Safety System ······························································································68

4.4 Reactor Protection Signals ·····································································70

4.5 Preliminary Safety Analysis ····································································72

Chapter 5 Conclusion ···························································································78

References ··················································································································79



- vii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2

제3절 연구범위 ·······································································································3

제2장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연구 ···········································································4

제1절 개요 ···············································································································4

제2절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4

제3장 노심열수력 해석방법론 평가 ·····································································29

제1절 초임계압수냉각로 특성 ···········································································29

제2절 노심열수력 기술 현안 ·············································································32

제3절 노심열수력 기술개발 현황 ·····································································39

제4절 노심열수력 방법론 개발 ·········································································56

제4장 안전해석 방법론 검토 ·················································································66

제1절 초임계압수냉각로 계통 특성 ·································································66

제2절 안전제한치 ·································································································66

제3절 안전계통 ·····································································································68

제4절 원자로 보호신호 ·······················································································70

제5절 예비 안전해석 ···························································································72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79



- viii -

표 목차

표 1.1 세계 각국의 노형별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1

표 1.2 GEN-IV 6개 노형 개요 ·································································································2

표 2.1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념설계인자 ···············································································7

표 2.2 SCWR 개발 국가별 감속재 설계개념 ······································································7

표 2.3 SCWR용 핵연료집합체 개념 설계 인자 요약 ······················································11

표 2.4 상세 핵연료 집합체 설계제원 ·················································································21

표 2.5 상세 핵연료 집합체 설계제원 ·················································································24

표 2.6 Water 온도 및 밀도 ··································································································26

표 3.1 기존 원전 대비 SCWR의 열수력 특성 비교 ······················································30

표 3.2 SCWR 노심열수력 기술 및 설계현안 ····································································32

표 3.3 ANSI에 따른 발전소 조건 분류(경수로) ·······························································39

표 3.4 ANSI에 따른 발전소 조건 분류 ·············································································47

표 3.5 SCWR 설계요건(미국) ·······························································································48

표 3.6 계산 조건에 따라 계산된 피복재온도 또는 제한치 ···········································49

표 3.7 최대 피복재표면온도 증가요소에 따른 감소방안 ···············································50

표 3.8 웨스팅하우스 SCWR 타당성 평가시 사용한 노심변수 ······································53

표 3.9 첨두 피복재 표면온도 결정시 입력 변수 불확실도 인자 ·································55

표 3.10 공학적 고온열수로 인자 구성요소 ·······································································56

표 4.1 원자로 보호 계통 작동 신호 ···················································································72

표 4.2 원자로 트립 신호 ·······································································································73

표 4.3 SCWR의 초기 사건 및 사고해석 명칭 ··································································74

표 4.4 주요 운전 변수 초기 조건 ·······················································································75



- ix -

그림 목차

그림 1.1 SCWR 시스템 구성도 ······························································································3

그림 2.1 HELIOS Package Data Flow ···················································································4

그림 2.2 MASTER Code의 입출력문 구성 ··············································································6

그림 2.3 일본의 물감속재 설계안 ·························································································8

그림 2.4 십자형 고체감속재 개념 ·························································································9

그림 2.5 SCWR 핵연료집합체 출력 분포 ·················································································9

그림 2.6 넓은 집합체 간격의 SCWR 핵연료집합체 출력분포 ······································10

그림 2.7 십자형 및 단위격자 감속재 개념 ·······································································11

그림 2.8 십자형 및 단위격자 감속재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 ·································11

그림 2.9 SCWR 초기노심용 핵연료집합체 반응도 변화 ················································12

그림 2.10 SCWR 초기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14

그림 2.11 SCWR 초기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15

그림 2.12 핵연료집합체 193 개를 장전한 노심모형 ·······················································15

그림 2.13 노심의 주기길이 ···································································································16

그림 2.14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16

그림 2.15 연소도에 따른 MTC & FTC ··············································································17

그림 2.16 핵연료집합체의 축방향 핵연료 및 독봉 설계 ···············································18

그림 2.17 축방향 노드별 무한증배계수 ·············································································19

그림 2.18 Axial Zoning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19

그림 2.19 상세 핵연료집합체 모형 ·····················································································21

그림 2.20 SCWR 핵연료집합체 구성도 ··················································································23

그림 2.21 연료봉직경 및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ZrH2) ······································25

그림 2.22 연료봉직경 및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27

그림 2.23 연료집합체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28

그림 2.24 냉각재 온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28

그림 3.1 SCWR, PWR 및 BWR 운전영역 ······································································31

그림 3.2 SCWR 운전 영역 및 물성치 변화 ····································································31

그림 3.3 Improved Thermal Design Procedure에서 설계제한치 결정 개념 ············37

그림 3.4 열설계 방법별 불확실도 고려 방법 및 여유도 비교표 ·································38

그림 3.5 Power Channel Core Concept(미국) ·································································41

그림 3.6 연료집합체 설계 ·····································································································42



- x -

그림 3.7 냉각재 유동 형태 ·································································································42

그림 3.8 노물리-열수력 연계 계산 ······················································································43

그림 3.9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MCST) 분포 ·································································44

그림 3.10 부수로 해석 계산 방법론 ·················································································44

그림 3.11 MCST 비교 ············································································································45

그림 3.12 타당성 평가 참조 초임계압수냉각로(미국) ···················································52

그림 3.13 SCWR 평가 VIPRE 노심 모델 ··········································································54

그림 3.14 1/4 연료집합체 모델 ···························································································55

그림 3.15 1/4 연료집합체 구조 ···························································································59

그림 3.16 단일 농축도 연료 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59

그림 3.17 5-농축도를 가정한 연료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60

그림 3.18 연료봉 축방향에서 열전달 상관식의 변화 ···················································61

그림 3.19 열전달 상관식에 따른 축방향 피복재표면온도 ·············································62

그림 3.20 Jackson 상관식 검증평가 ····················································································63

그림 3.21 반경방향 출력분포 변화에 따른 채널온도 분포 ···········································64

그림 3.22 반경방향 출력분포 변화에 따른 고온수로 - 저온수로 온도차 ··················65

그림 4.1 노내 축압기(In Vessel Accumulator) ··································································69

그림 4.2 플랜트 안전계통 ········································································································69

그림 4.3 대형 LOCA 방출시의 열수력 거동 ····································································77

그림 4.4 대형 LOCA 재관수기의 열수력 거동 ································································77

그림 4.5 주요 사고시의 최고 피복재 온도 ·······································································78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07년 3월 22일 열린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 참여하고 있는 SFR, VHTR, SCWR 등 GEN-IV 3개 노형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

트 중 SCWR에 대해서는 우선 “열수력 및 안전 ”과 “재료 및 수화학” 2개 프로젝트

수준에 참여하면서 국제공동연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

로 추진 중인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과제의 수행 결과에 따라 시스템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표 1.1 세계 각국의 노형별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에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대과제를

기획하고 2007년 정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의 RFP에 포

함하여 공고함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전력연구원은 세부과제의

하나인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책방향 분석연구” 과제를 주관하는 한편,

원자력연구원이 주관기관인 세부과제 “초임계압수냉각로 기술성과 안전성 평가 연

구” 과제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 평가”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본 과제는 SCWR의 기술성과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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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평가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환경과 정

책방향 분석연구” 에 제공하여 국가 노형개발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토록 함.

제 2 절 연구개발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초임계압수냉각로(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SCWR)는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가 선정한 6개의 노형 중 하나이며, 초임계압 상태로 운전

함으로써 열효율을 45% 정도까지 올리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임. 이에 대한 본격

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해 SCWR 원자로심의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노심열수력, 안

전해석, 초임계압 열전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표 1.2 GEN-IV 6개 노형 개요

2. 경제․산업적 측면

SCWR은 주로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경수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음. 또한 단위 노심출력 대비 냉각재 유량이 작으므로 관

련 기기의 크기도 줄일 수 있어 건설단가를 낮출 수 있음. 그리고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SCWR은 기존의 경수로와 개념이 동일하므로 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기술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외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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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CWR 시스템 구성도

3. 사회․문화적 측면

에너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

며, 이러한 전제 아래 국내에 운전 중인 경수로에 비해 열효율이 30% 정도 획기적으

로 향상되는 초임계압수냉각로는 신규 원전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초임계압 발전은 화력발전소

에서 40여년 전부터 상용화가 시작되어 현재 국내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경수로에 적용된 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의 높은 신뢰도가 예상됨.

제 3 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초임계압수냉각로의 노심개념 평가를 위하여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연

구(제 2 장), 노심열수력 해석 방법론 평가 및 검증(제 3 장), 안전해석 방법론 검토

(제 4 장)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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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연구

제 1 절 개요

초임계압수원자로(Super Critical Water Reactor)는 기존의 상용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정상 운전상태에서 냉각재 입구온도가 280℃ 출구온도가 510℃로서 입구와 출

구의 온도차는 230℃정도이며, 물의 온도가 약380℃ 부근에서 압력이 높다하더라

도 밀도가 심하게 감소하여 기존의 경수로와는 달리 저밀도의 냉각수로 운전된다.

따라서 SCWR 노심 냉각재의 저밀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심개념을 설계하고, 이

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SCWR 노형은 크게 가압경수로형

(PWR)과 가압중수로형(PHWR, CANDU) 및 비등경수로형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술이 정립된 가압경수로형을 기준으로 노심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가압경수로형 SCWR 설계를 위한 노심해석체계로는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의 모델링이 용이하며, 연소계산 능력과 다군에너지그룹을 보유하여

해석에 장점을 갖는 HELIOS/MASTER 코드체계를 적용하였다.

제 2 절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 및 제어기술

1. 노심 해석체계

가. HELIOS/MASTER 노심해석체계

그림 2.1 HELIOS Package Data Flow

상기의 그림 2.1은 HELIOS 코드와 입/출력문 처리 프로그램인

AURORA/ZENITH의 Data 흐름도를 나타낸다. HELIOS 코드는 노르웨

이의 Scandpower사로부터 도입된 코드로서 입출력을 위한 보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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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program)인 AURORA, ZENITH, 그리고 주프로그램인 HELIOS로 구

성되어 있다. AURORA 입력 프로그램은 변수의 설정, 일반적인 연산을

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계산을 피하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나 물질에 대

한 자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입력 프로그램

의 오류 확인을 위한 ORION이 사용되어 기하학적 형태나 물질의 선택

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AURORA는 기하학적 형태

구성을 위한 입력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한편 출력 프로그

램인 ZENITH는 변수를 설정하고, 일반적인 수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

어 원하는 자료만을 출력할 수 있다. 이 보조 프로그램 외에 주프로그램

인 HELIOS는 ENDF/B-Ⅵ에 근거하여 190, 89, 34그룹의 중성자와 48그

룹의 감마에 대해 각각의 연소이력 계산이 가능하고, 2차원의 모든 기하

학적형태를 모사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설계에 거의 모든 물질의 입력

이 가능하고, 충돌 확률법을 이용한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계산한다. 또한

114개의 핵분열 생성물과 29개의 중금속연쇄(heavy metal chain) 모사가

가능하며 같은 기하학적형태에 대하여 자유롭게 branch 계산을 할 수 있

다.

MASTER(Multi-purpose Analyzer for Static and Transient Effects of

Reactors) 코드는 정방형 또는 육각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가압경수

로(PWR) 및 비등형 원자로(BWR)를 1/2/3/차원으로 모사할 수 있는 노

심해석 및 설계코드이다. MASTER 코드는 정상상태 노심 핵특성 계산과

노심연소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코드는 지논 과도해석, 단시간

의 동특성 해석 및 고정선원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MASTER는 CASMO

혹은 HELIOS코드로부터 생산된 미시 군정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핵연료 집합체 내의 핵연료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상세한 열수력 계산도 가능한 다용도, 다기능의 통합형

코드이다. 그림 2.2는 MASTER 코드의 입출력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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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ASTER Code의 입출력문 구성

나.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한 노심해석 코드 검증

초임계압수냉각로는 냉각재 출구온도가 510℃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경수(H2O)의 온도가 380℃에 해당할 경우 압력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밀도가 심하게 감소하므로 저밀도 냉각재 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

서 초임계압수냉각로 저밀도 냉각재 노심 격자코드로 사용되는 HELIOS

코드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저밀도

냉각재에 대한 HELIOS 코드를 검증 하였으므로 이를 SCWR 노심 격자

계산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심해석을 위한

NUREC/MASTER 코드의 열수력궤환효과를 반영하는 부분은 two-phase

mixture model을 single-phase model로, 적용에 제약이 있는 IFC1967

steam table function을 SCWR 물성치를 다룰 수 있는 TAF 함수로 수정

하였으며, quality와 latent heat을 0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열수력궤환

효과에 대해서는 SCWR의 밀도 및 온도분포경향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노심의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해 임계 제어봉 위

치 탐색기능이 갖추어진 MASTER에 열수력궤환효과 모델을 추가한

MAST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모델을 사용한다.1)

1) 고효율 발전용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기반연구, KAERI/RR-26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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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 설계개념

① 기본 요건

초임계압수냉각로는 GEN-IV Technical Road Map에서 설정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초임계압경수로의 전기출력 : 1700MWe,

․ 초임계압경수로 발전소의 열효율 : ~44%,

․ 원자로심의 출력밀도 : ~100MWth/m3,

․ 핵연료의 평균 방출 연소도 : ~45GWD/tHM.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개념설계 인자는 표 2.1과 같다.

System Design Parameter Value

  Rated Power, MWe

  Net Thermal Eefficiency, %

  Average Power Density, MWth/m3

  Average Discharge Burnup, MWD/tHM

  Effective Core Height, m

  Core Diameter, m

  Number of Fuel Assembly in a Core

1700

~44

~100

~45,000

3.6

3.8

157

표 2.1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념설계인자

② 초임계압수냉각로 감속재 설계개념

기존 경수로 개념을 적용한 초임계압수냉각로는 냉각재 출구에서의 냉

각재 밀도가 입구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중성자의 감속을 위해 별도

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행한 감속재개념을 비

교하여 감속재 설계개념을 검토하도록 한다. 표 2.2는 일본과 미국에서 검

토한 감속재의 장단점을 나열하였다.

국가 감속재 장점 단점

일본(동경대), 유럽 Water Rod

같은 냉각재 재질을 

이용한 상하부 밀도차 

보상

별도의 배관체계구축

구조적 복잡성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Zirconium

Hydride
구조의 간편성 효율 감소

표 2.2 SCWR 개발 국가별 감속재 설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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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의 물감속재 설계안

  

그림 2.3은 표 2.2의 감속재 설계안에 대한 일본의 핵연료집합체를 도식화

한 것이다. 원래 동경대나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INEEL; Idaho National

Engin- 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의 설계 개념은 2×2 또는

3×3 정방형의 감속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집합체 내의 장

전되는 핵연료봉수를 늘여 선출력밀도를 낮춤으로서 그림 2.4와 같은 십

자형 감속재 설계를 제안하였다. 집합체내에서의 핵연료 격자의 체적비는

2×2 정방형의 감속재 설계의 경우는 60%, 3×3 정방형의 감속재 설계의

경우는 50%인 반면에 십자형 감속재의 경우는 72%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1×21 핵연료배열을 갖는 핵연료 집합체에 3×3 정방형 감속재를 장

전하는 경우 장전 가능한 핵연료봉의 수는 216개인데, 같은 핵연료집합체

에 십자형 감속재를 적용하는 경우는 316개의 핵연료봉이 장전 가능하다.

따라서 십자형 감속재 설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3×3 정방형 감속재의 경우

보다 핵연료봉의 선출력밀도를 45% 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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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십자형 고체감속재

개념

그림 2.5는 초임계압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출력분포를 나타내

는데 핵연료집합체 중앙 부분에서 출력 첨두치가 1.16으로 최대값을 보인

다. 그림 1.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핵연료집합체 경계에는 감속재가 적어서

전반적으로 출력이 핵연료집합체 중앙 부위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치우쳐진 출력분포는 핵연료집합체 주변의 핵연료의 농축도

를 상향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한 핵연료집합체 내의 핵연료의 농축

도를 달리하는 것은 핵연료가공비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농축도

를 달리하지 않고 출력분포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연료 집합체 사이

의 간격을 늘려서 핵연료집합체 경계영역의 핵연료봉을 위한 감속재의 양

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였다.

그림 2.5 SCWR 핵연료집합체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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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은 핵연료집합체 사이의 간격을 1 cm로 증가시킨 경우의 집합

체 봉출력분포를 나타낸다. 출력분포는 집합체 주변 및 중앙부의 출력 균형

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력첨두치는 1.12로 그림 2.5의

경우 보다 비록 4%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수로와 비교 시 아직

도 높은 값을 보였다. 이 높은 출력을 내는 핵연료봉은 주로 감속재 주변의

핵연료이며, 이와 반대로 감속재와 전혀 접하지 않는 핵연료의 출력은 낮게

나타났다. 감속재 배치의 불균형에 따라 지역적인 출력 굴곡현상을 해결하

기 위해 단위격자 크기의 고체 감속재를 그림 2.7과 같이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단위격자 감속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의 출력분포는 그

림 2.8과 같은데 출력첨두치는 1.12에서 1.07로 감소하였다. 단위격자 감속

재를 도입하면서 장전되는 핵연료봉의 수가 집합체당 316개에서 284개로

줄어들어 선출력밀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출력첨두치가 감소함으로서

부분적보상이 되며, 핵연료봉의 일부를 감속재로 대체하는 것은 감속재 대

핵연료비를 증가시킴으로서 핵연료의 경제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1.109 0.971 0.940 0.972 1.020 0.974 0.944 0.981 1.037 1.005 1.033

1.102 0.965 1.102 1.104 0.969 1.109 1.122

1.059 1.062

1.103 0.963 1.103 1.104 0.965 1.107

1.057 0.963 0.963 0.963 1.059 0.964 0.900

1.102 0.898 1.102 1.103

1.058

1.102 0.962 1.102

1.057 0.962 0.898

1.101

그림 2.6 넓은 집합체 간격의 SCWR 핵연료집합체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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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L

Cross-typed 
Solid Moderator

UO2 Fuel

Guide Tube

Instrument Tube

Additional Single-pin 
Solid Moderator

그림 2.7 십자형 및 단위격자

감속재 개념

1.031 1.059 1.057 1.027 1.050 1.021 0.955 0.886 0.897

1.074 0.995 1.072 1.068 0.983 1.049 0.985

0.996 0.989

1.036 0.957 1.036 1.035 0.956 1.033

0.976 0.952 0.951 0.977 0.952

1.026 0.948 1.026 1.027

0.972

1.023 0.946 1.024

0.970 0.945

1.023

그림 2.8 십자형 및 단위격자 감속

재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초임계압경수로용 정방형 핵연료집합체는 우선 십

자형 감속재와 단위격자 감속재를 함께 사용하는 개념을 고려하였으며, 핵

연료의 개념설계안은 표 2.3에 요약하였다.

System Design Parameter Value

  Fuel Assembly Array

  Assembly Pitch, cm

  Number of Cross-type Solid Moderator in a FA

  Number of Single-pin Solid Moderator in a FA

  Number of Instrument Tube

  Number of Control Rod Guide Tube

  Fuel Pitch, cm

  Pellet Radius, cm

  Clad Outer Radius, cm

  Clad Thickness, cm

  Clad Material

  Average Enrichment of UO2, %

  Average Discharge Burnup, MWD/tHM

21×21

25.15

25

32

1

24

1.15

0.82

0.95

0.055

Ni-alloy

5.8

~45,000

표 2.3 SCWR용 핵연료집합체 개념 설계 인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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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임계압수냉각로 고체 감속재를 이용한 핵연료 집합체 개념설계

초임계압경수로 노심 설계 요건을 탐색하기 위해 앞 절의 십자형 고체 감

속재 개념을 도입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 및 군정수를 생산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초임계압경수로용 정방형 핵연료집합체는 십자형 감속재

와 단위격자 감속재를 함께 사용하는 개념을 고려하였다. 핵연료집합체는

21×21형태의 핵연료배열, 핵연료봉의 격자간격은 1.15cm, 그리고 1cm의 집

합체간 간격을 포함한 핵연료집합체간 거리는 25.15cm로 설정하였다. 핵연

료 펠렛의 외경은 0.82cm,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의 외경은 0.95cm 이며, 핵

연료 피복관의 재료는 고온에서 잘 견디는 nickel-base 합금으로 설정하였

다. 이와 같은 핵연료의 개념설계안은 표 2에 요약된 바 있다. 노심은 157개

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초기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

집합체의 농축도는 3.5%, 4.8% 및 5.8%의 세 가지로 하였으며 이들 집합체

를 대표하는 군정수는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하였고, 노심 주변의

반사체를 모사하기 위한 반사체 군정수도 등가이론을 바탕으로 생산하였다.

그림 2.9는 SCWR 초기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에 따른 반

응도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2.9 SCWR 초기노심용 핵연료집합체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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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설계 요건 탐색

- 목표 연소도 성취를 위한 핵연료 농축도

표 2.1에서 제시한 노심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3배치 핵연료 집합체 157

개를 장전하여 노심설계를 수행하였다. 3.5%, 4.8% 및 5.8%의 세 가지 농축

도의 핵연료를 이용한 초임계압경수로 초기노심의 연소도는 약 300EFPD로

당초 예상한 주기길이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십자형 고체 감속재

의 sheath에 사용될 재료인 스테인레스를 설계에 고려했기 때문이며, 선형

반응도 모델을 이용한 핵연료 방출연소도의 추정치도 35GWD/MtU로 목표

연소도인 45GWD/MtU 보다 짧은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연소도를 위한 핵

연료의 농축도는 5.8% 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을 위한 설계

그림 2.10은 SCWR 초기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주기초반에 노심 하부쪽의 출력분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SCWR 노심의 상하부의 감속재 밀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즉

노심 하부의 냉각재의 온도는 약 280℃로 냉각재인 물의 밀도는 ~0.7g/cc인

반면에 노심 상부의 냉각재의 평균 온도는 510℃로 냉각재의 밀도는

~0.1g/cc 미만으로 노심 내에서 중성자의 감속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

다. 연소가 진행되면서 주기 초에 높은 출력으로 운전된 노심 하부의 연소

도가 노심 상부 보다 커져서 감속재 밀도 분포의 불균형에 의한 영향을 상

쇄하여 출력분포는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한다. 비록 그림 2.10이 모든

핵연료가 신핵연료인 초기노심에 대한 것이지만 재장전 노심에서도 노심의

약 1/3은 신핵연료가 장전되기 때문에 주기초에 노심하부에서 높은 출력이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 또한 SCWR노심에서 연소도에 따른 잉여

반응도 조절은 노심 상부로부터 삽입되는 제어봉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축방향 출력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심 상하부의 핵연료 농축도를 달리하는 방안, 축방

향으로 가연성독봉의 농도를 달리하는 설계 방안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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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CWR 초기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⑤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 평가

- 집합체 및 노심설계 변경

SCWR 노심의 기본요건으로 선정한 노심설계 인자를 바탕으로 노심에 장

전한 핵연료집합체의 수가 157개인 경우 높은 출력피크와 짧은 연소도를 갖

는 특성을 보였으며, 최대 선출력밀도 제한치와 피복관의 온도제한치 설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기길이를 늘이기 위해 핵연료의 농축

도를 6.5w/o로 증가시켰으며,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을 위해서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을 축방향으로 zoning하였다. 그림 2.11은 가연성 독봉의 축방

향 설계를 나타낸 것으로 가연성 독봉의 농축도는 4 w/o를 사용하였으며,

출력이 높은 노심하부는 24개와 28개의 가연성독봉을 장전하였고, 출력이

낮은 노심상부는 12개를 장전하였다. 최대 선출력밀도 제한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노심의 평균선출력밀도 감소가 필요하므로 노심에 장전하는 핵연료

집합체수를 157개에서 193개로 증가시켜 경수로와 비슷한 175 W/cm로 설

계하였다. 또한 연소도 증가 방안으로 핵주기를 3배치에서 4배치로 변경하

였다. 그림 2.12는 193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한 노심 장전모형이다. 장

전모형은 노심내 집합체의 출력분포를 최대한 평탄하게 설계하였으며, 출력

이 높은 신연료 집합체는 노심 내부에 장전하여 중성자 누설을 줄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그림 2.13에서와 같이 가연성독봉을 장전하기 전과 후의 주기

길이가 연료량의 차이로 인해 38GWd/tHM으로 연소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그림 2.14는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내는데 기존의 독봉 적용전의

출력분포가 2.48에서 1.48로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어봉을 이용한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노심상부의 핵연료 농축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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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나 가연성독봉의 개수와 농축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림 2.11 가연성독봉의 축방향 설계

A2

A2 A1

A2 A2 A1

A2 A1

A1 A1

A2 A1

A1 Fresh Fuel w/ 12/24 Gd rods

Once Burned Fuel

Twice Burned Fuel

Triple Burned Fuel

CL

CL

Fresh Fuel w/ 12/28 Gd rodsA2

그림 2.12 핵연료집합체 193 개를 장전한

노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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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연소도에 따른 MTC & FTC

또한 노심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평가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2.15에 나타내었으며, 주기말로 진행할수록 보다

낮은 (-)의 값을 보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의 노심개념을 정리

하면 SCWR 노심의 연소도 확보를 위해서 핵연료의 농축도를 높이고, 핵주

기를 3배치에서 4배치로 증가시킨 결과 목표 연소도 45 GWd/tHM을 만족

하였으나, 가연성 독봉의 사용으로 인한 핵연료 물질의 감소로 연소도는 38

GWd/tHM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표 연소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농축도 증가가 6.5w/o보다 높아야 하거나, 가연성 독봉수 만큼의 핵연료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평균선출력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157에서 193개로 증가시킨 결과, 노

심의 출력피크는 주기초에서 최대 2.44로 설계제한치인 2.23보다 약간 크게

설계되었으나 집합체내에서의 봉출력분포 제어와 축방향 zoning에 따라 조

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방향 출력은 노심하부에서 피크가 발생하

므로 제어봉의 사용에 대비하여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노심 상부에서

크게 하도록 Axial Offset을 높여야 한다. 즉, 핵연료와 가연성 독봉의 축방

향 조절은 제어봉 삽입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감속재 계수와 핵연료온

도 계수 및 냉각재 기포계수는 모두 원자로의 고유안전성을 만족시킬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설계를

변경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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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 개념 설계

가. 집합체 설계 변경

축방향 출력분포의 제어를 위하여 축방향 핵연료와 가연성독봉의 농축

도를 zoning하였다. 축방향 영역을 세분화 할수록 제어가 유리하지만 연

료의 종류가 증가 하므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 중, 하부에 각각

8, 7.2, 6.5w/o의 핵연료 농축도를 사용하고, 가돌리니아 10w/o 독봉은

상부에 32개 중, 하부에 36개로 조정하였다. 그림 2.16은 핵연료 농축도

와 가연성 독봉의 축방향 설계도면이다.

그림 2.16 핵연료집합체의

축방향 핵연료 및 독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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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Axial Zoning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그림 2.17은 3가지 핵연료 농축도 및 독봉에 따른 축방향 노드별 무

한증배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가돌리늄의 농축도가 높

고 독봉수가 많아 30 GWd/tHM 연소도까지 잉여반응도 제어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제어봉의 반응도 제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에

제어봉 설계에 유리하다. 그림 2.18은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내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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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zoning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축방향 출력피크는 2.48 이었으나, 2

개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설계시 1.5 이하로 감소함을 볼 수 있으나 노심

제어를 위한 제어봉의 삽입시 출력분포는 노심 하부로 치우치게 되므로

2개의 영역으로 구분시는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가 어렵다. 3개의 영역으

로 설계할 경우 출력분포는 가압경수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A.O.가 약 4%로 제어봉 삽입시 축방향 출력분포가 노심하부로 치우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집합체 덕트 설계

SCWR 설계개념에서는 냉각재의 노심출구 온도가 510℃ 로 매우 높다.

특히, 제어봉의 삽입과 핵연료 집합체의 장전 모형에 따라 노심내 출력

분포 불균형이 커져 노심출구에서의 최대 냉각재 온도는 730℃로 계산된

바 있다. 따라서 출력이 높은 핵연료집합체에서는 냉각재의 유량을 늘여

핵연료봉에서 냉각재로의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

해 오리피스를 사용을 모색하였다. 오리피스는 집합체 하부에 집합체 채

널별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집합체별 냉각재 유량을 일정하

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집합체 채널별 덕트를 고려하였다. 덕트의 구성

재료는 중성자 감속을 돕기 위해 고체감속재인 ZrH2를 사용하였으며, 덕

트를 설계함으로써 집합체별 유량 조절이 가능하여 노심 출구에서의 냉

각재 온도를 조절 할 수 있으나, 집합체 사이의 cross flow가 없으므로

냉각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 상세 집합체 설계사양

제어봉의 삽입과 핵연료 집합체의 장전 모형에 따라 노심내 출력분포

불균형이 상세설계 집합체는 기존의 설계인자에서 핵연료봉의 기하학적

구조는 변화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주기길이 증가를

위해 핵연료의 농축도가 6.5/7.2/8.0 w/o로 높아졌고, 25개의 가이드 튜

브가 십자형 고체감속재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심 운전중에는 24개

가이드 튜브에 제어봉이 삽입된다. 가연성 독봉의 사용을 위해 단일 핵

연료봉 타입의 고체감속재가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이 장전되었다. 가연성 독봉의 개수는 32개와 36개이고 10w/o를 사

용하였으며, 핵연료집합체 외곽에는 ZrH2 집합체 덕트를 설치하였다. 집

합체내 봉출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저농축 핵연료봉을 사용하였으며, 축

방향 출력분포 조절을 위해 3개의 핵연료 및 가연성독봉 영역으로 설계

하였다. 그림 2.19는 상세핵연료 집합체의 설계 모형이며, 핵연료봉,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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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튜브, 고체감속재 및 제어봉 등의 제원은 표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2.19 상세 핵연료집합체 모형

Parameters Value

Fuel Material UO2, 6.5/7.2/8.0 w/o

Pellet Radius [cm] 0.4096

Fuel Cladding Inner Radius[cm] 0.4186

Fuel Cladding Outer Radius[cm] 0.4758

Fuel Pitch [cm] 1.15

Fuel Rod Number 316

Guide Tube Inner Radius[cm] 0.5190

Guide Tube Outer Radius[cm] 0.5650

Control Rod Material B4C

Control Rod Radius[cm] 0.4331

CR Cladding Inner Radius[cm] 0.4369

CR Cladding Outer Radius[cm] 0.4839

Solid Moderator Material ZrH2

Solid Moderator Cladding Thickness 
[cm]

0.02

Solid Moderator Cladding Material Ni-Alloy

Burnable Poison, Gd2O3 10 w/o, 32/36 Rods

Assembly Pitch [cm] 25.15

Fuel Rod Array 21x21

Assembly Duct Thickness [cm] 0.5

Assembly Ductl Material ZrH2

표 2.4 상세 핵연료 집합체 설계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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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임계압수냉각로 핵연료집합체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 범위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개념은 기존의 가압경수로 형태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계

변경을 도모한다. 따라서 노심설계 개념은 최소한의 변경으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냉각재의 물성치가 변하고, 노심의 연소도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보

다 최적화된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노심설계요소에 대하여 민감도 계산 및 변수연

구를 통하여 보다 최적화된 노심개념을 도출하고자한다.

가) 핵연료봉

핵연료 봉의 변수는 봉의 형태, 직경, 집합체 내 개수, 농축도에 대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핵연료는 현재 기존 가압경수로의 펠

렛형태의 연료봉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핵연료 봉의 반경은 0.41cm이다.

봉의 반경을 0.02cm씩 변경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핵연료봉의 집합체 내

개수는 향후 최적화된 연료봉의 개수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나) 연료봉간의 간격(Pin Pitch)

연료봉의 간격은 핵연료대 감속재 비율에 가장 큰 영향를 끼친다.

연료봉간 간격과 연료봉의 크기에 따라 과 감속(Over-moderation) 및 저

감속(Under-moderation)의 노심특성을 가질 수 있다. 노심의 고유안전성

을 위하여 기존 가압경수로는 저감속으로 설계하였다. 노심 출구에서 큰

밀도차이를 보이는 초임계압수냉각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설계를 면밀

히 하고, 핵연료 대 감속재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HELIOS코드를 이용한 격자계산에서 냉각재 밀도변화에 따른

봉간간격과 연료봉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료봉간 간격인 1.15cm를 기준으로 0.1cm씩 변경하면서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 감속재종류

초임계압수냉각로의 감속재로서 일본, 유럽 등은 Water 감속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ZrH2 고체감속재를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감도 분석시 Water 감속재와 ZrH2 고체감속재 모두에 대해서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라) 냉각재온도

초임계압수냉각로의 냉각재는 입구의 과냉각상태에서 출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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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에 따라 냉각재의 밀도차이가 크다. 따라서 격자계산 시 냉각재

온도변화에 따른 노심특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냉각재온도

를 subcritical 영역, psuedocritical 영역 및 supercritical 영역으로 변경하

면서 노심특성을 확인한다.

2) 민감도 분석 조건

초임계압수냉각로 핵연료집합체 민감도 분석에 사용한 집합체 기본 구성은 그

림 2.20과 같다. 순수 핵연료봉은 272개이며 Gd 가영성 독봉 28개를 포함하여 총

300개의 핵연료봉이 존재한다. 총 25개의 안내관이 있으며 핵연료본과 안내관을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속재로 구성되어진다. 이 집합체의 상제 제원은 표 2.5와 같

다.

Separated Moderator (ZrH2/H2O)

Fuel(UO2)

Guide Tube

Burnable Poison(Gd2O3)

그림 2.20 SCWR 핵연료집합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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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Fuel Material UO2, 7.0 w/o

Pellet Radius [cm] 0.4096

Fuel Cladding Inner Radius[cm] 0.4186

Fuel Cladding Outer Radius[cm] 0.4758

Fuel Pitch [cm] 1.15

Fuel Rod Number 300(28Gd)

Guide Tube Inner Radius[cm] 0.5190

Guide Tube Outer Radius[cm] 0.5650

Control Rod Material B4C

Control Rod Radius[cm] 0.4331

CR Cladding Inner Radius[cm] 0.4369

CR Cladding Outer Radius[cm] 0.4839

Solid Moderator Material ZrH2

Solid Moderator Cladding Thickness 
[cm]

0.02

Solid Moderator Cladding Material Ni-Alloy

Burnable Poison, Gd2O3 10 w/o, 28 Rods

Assembly Pitch [cm] 25.15

Fuel Rod Array 21x21

Assembly Duct Thickness [cm] 0.5

Assembly Ductl Material ZrH2

표 2.5 상세 핵연료 집합체 설계제원

3) 민감도 분석 결과

감속재 종류로는 ZRH2 고체감속재와 Water 감속재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ZRH2 고체감속재 사용 집합체 민감도

ZrH2 감속재는 고체이기 때문에 Water 감속재와 달리 온도변화에

따른 성능변화는 크지 않다. 따라서 SCWR의 특성이 잘 나타는

Pseudocritical 온도에 대해서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은 2가지로 수행하였다. 즉 피치를 1.30cm로 고정하고 핵연료 펠렛 직경

을 0.72cm부터 0.4cm 간격으로 증가시켜 1.16cm 까지 변화시키며 무한

증배계수를 구하였다. 두 번째는 핵연료봉 직경을 0.95cm로 고정(펠렛 직

경 0.82cm)하고 피치를 1.13cm부터 2.0cm까지 변화시키며 역시 무한증배

계수를 구하였다. 계산 결과는 그림 2.21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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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연료봉직경 및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ZrH2)

그림 2.21을 보면 중성자 이용율 측면에서 핵연료봉직경과 피치의 최적

비는 1.55(핵연료봉 고정시) 또는 1.2 (피치 고정시)가 된다. 그러나 통상

운전 중 과소감속 영역에서 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유도

를 포함하여 1.35(핵연료봉 고정시) 또는 1.1 (피치 고정시) 정도가 적절

하다. 그러나 이들 결과는 단순히 중성자경제성 측면만 고려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치 변화에 따른 유속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열전달 능력 변

화까지 고려해야 하며 축방향 출력분포, 원자로용기 크기 등도 고려하여

최적값을 찾아야 한다.

나) Water 감속재 사용 집합체 민감도

일본, 유럽 등에서는 SCWR의 감속재로서 Water를 사용한다. Water

는 경수로에서 수십 년 사용되면서 그 안정성이 확인된 좋은 감속재 후

보이다. 따라서 이번 분석시 Water 감속재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였다.

사용된 핵연료집합체 사양은 ZrH2 감속재 민감도 분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Waterdml 온도에 따른 밀도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subcritical 영역, pseudocritical 영역 및 supercritical 영역 등 3개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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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표 2.6은 민감도 분석시 적용한 온도와 Water 밀도를 보여준다.

온도 밀도 비고

357 ℃ 0.60107 g/cc subcritical

380 ℃ 0.45079 g/cc pseudocritical

388 ℃ 0.23825 g/cc supercritical

표 2.6 Water 온도 및 밀도

실제 계산은 각 온도에 대해서 핵연료 펠렛 직경을 0.82cm로 고정(연료

봉 직경 0.95cm)하고 피치를 0.96cm부터 2.4cm 까지 변화시키면서 무한

증배계수를 구하였다. 계산 결과는 그림 2.22가 보여준다.

그림 2.22에는 비교를 위하여 ZrH2 고체감속재 민감도분석결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Water는 감속 최적 비율이 1.8 이상 2.0 근

처에 형성되는데, 이는 Water 자체의 감속능력이 ZrH2에 비해 나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볼 때 P/D/가 1.35 이하에서는 ZrH2의 감속능력이

Water 보다 좋으며 그 이상에서는 Water의 감속능력이 좋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P/D가 1.5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로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ZrH2 감속재 경우와 마

찬가지로 최적 P/D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열전달 능력, 축방향출력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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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연료봉직경 및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그림 2.23은 Water 감속재에 대한 세분화 된 온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를 보여주고 있다. 최적 비율이 1.7 이상 2.0 근처에 형성되며 특히 1.8

근처에서는 온도에 따른 효과가 감속능력 저하 효과가 미미하다. 즉 초

임계수 현상이 사라지고 일반 경수로 수준의 감속능력 저하가 발샌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각 P/D 별로 온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변화를 살

펴보았다. 그림 2.24는 각 P/D 별로 온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P/D가 작을수록 pseudocritical 영역에서 감속능력

저하가 크게 나타나며 P/D가 1.68 에서에서는 감속능력 저하가 완화되

어 일반 경수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즉 P/D가 1.7 정도가

되면 감속능력 저하 측면에서 일반 경수로에 비해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큰 P/D는 유속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열전달이 나

빠지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향후 전체 노심/열수력 계산을 통한 최

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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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연료집합체 피치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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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냉각재 온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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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심열수력 해석방법론 평가

제1절 초임계압수냉각로 특성

초임계압수냉각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l 높은 엔탈피 상승 및 노심 저유량으로 냉각재 펌프 동력 저감 가능.

l 단일 유로 직접 사이클로 원자로계통이 단순화됨.

l 높은 주증기 엔탈피로 열효율 증대

l 경수로 및 화력발전에서 쌓인 기술 노하우 활용가능

l 비등 천이 및 비등위기의 염려가 없는 단상유동 열전달

l 열중성 및 속중성자 활용 가능

SCWR 개념으로 제안된 노심형태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초임계압

수냉각로는 대략 25 MPa의 압력에 노심입구의 온도는 대략 280 ℃, 출구는 약

500 ℃에서 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SCWR 운전영역에서 초임계압수의

물성치는 극적인 변화를 거친다. 일례로, 열전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

열은 25 MPa, 384.9 ℃에서 71.1 kJ/kg-K로 이는 실온(20 ℃) 1기압 조건에서 4.2

kJ/kg-K에 비해 약 17배에 해당한다, 한편 밀도는 노심 입구 조건인 25 MPa, 280

℃에서 약 777 kg/m3 인 반면 노심출구(500 ℃)에서는 89.8 kg/m3 로 무려 89% 정

도 감소한다. 이와 같은 물성치의 급격한 변화는 초임계압수를 사용하여 원자로를

설계할 때, 기존 비등경수로나 가압경수로와는 다른 설계 및 운전 특성을 갖게 된

다.

표 3.1은 전형적인 BWR, PWR 및 SCWR의 운전 변수를 보여준다. SCWR에 관한

변수는 제안된 개념에 따라 편차가 크나, 운전압력 25 MPa, 노심입구온도 280 °C

정도, 노심출구 온도 약 500 °C 정도가 보편적이다. 열수력적 관점에서 세 노형은

서로 다른 특징을 대표한다. PWR은 BWR에 비해 노심출구 엔탈피를 증가시켜 열

효율을 높인 반면 안전상의 이유로 비등을 핵비등 영역으로 제한하기 위해 BWR의

두 배 이상 가압된다. 따라서 PWR의 경우에는 각종 비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안

전 제한치 들이 설정 관리된다. BWR은 비등을 허용하므로 운전 압력도 낮고 노심

출구온도도 낮다. 이들에 비해 SCWR은 단상유동 열전달만 발생하나 높은 열효율을

얻기 위해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므로 운전영역 전체에 걸쳐 큰 밀도 변화를

겪는다.

그림 3.1은 세 노형의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 운전영역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운전 영역에서 밀도변화가 가장 제한적인 것은 PWR이다. 이는 비등을 제한하는 안

전특성 때문이다. BWR의 경우에는 운전온도의 변화가 세 노형중 가장 좁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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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변화는 가장 크다. 이는 해당압력에서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SCWR의 경우를 보면 온도와 밀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밀도는 거의 포화

상태를 포함하는 BWR에 비할 정도이다. 그러나 온도 변화가 BWR에 비해 클 수

있는 것은 단상유동 상태를 유지함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밀도의 큰 변화는 축방향 중성자속 제어 특성을 본질적으로 비균질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성자속 제어 특성을 균질화 하기위한 노심개념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3.2는 SCWR 운전영역에서 물성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

듯이 물성치는 노심입구 온도에서 노심출구온도 까지 증가하는 동안 물성치의 역동

적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연료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임계온도 (373.15 °C) 근

처에서는 더욱 심하게 변한다. 이와 같은 물성치의 변화로 인한 열전달계수가 결정

되어야 하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전산코드의 수치해석적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한

다. BWR과 같이 밀도 변화가 큰 원자로의 경우처럼 SCWR에서도 열수력학적 불안

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중에는 기존 BWR에 비해 유동 안정성이 낮다는

검토가 있으나 기동 및 정지 운전 중에는 유동 불안정성이 기존의 BWR에 비해 많

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안전해석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

는 임계유동은 subcritical 영역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사용한다.

Parameter SCWR BWR PWR

Net thermal 

efficiency(%)
45 32.9 33.5

Operating Pressure

(MPa)
25 7.17 15.5

Cold leg temp (°C) 280 278 286

Hot leg temp (°C) 500 288 324

Reactor flow rate 

(kg/s)
1843 13100 17400

열수력적 특성
단상유동

(큰 밀도변화)

단상+이상유동

(비등허용)

단상+핵비등

(비등 제한됨)

표 3.1 기존 원전 대비 SCWR의 열수력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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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CWR, PWR 및 BWR 운전영역

그림 3.2 SCWR 운전 영역 및 물성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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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심열수력 기술 현안

노심열수력 설계와 관련해 고려해야할 기술현안은 표 3.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야 항목 내용 비고

기술현안

열전달 상관식 개발

¡ Single rod test

. 기초 데이터 수집

. 열전달 상관식 개발

¡ 연료 집합체 시험

. 그리드 격자 효과

. 정상 및 과도상태 열전달

. Upward/Downward 열전달

임계유동  ¡ LOCA시 임계유동

유동 불안정성
¡ 열수력적 안정성

¡ 중성자-열수력 연계 안정성

정상/과도상태

기동/정지 운전

CHF test
¡ 임계압 근처에서의 CHF data

¡ CHF 상관식 개발

변압기동운전

현안

응축열전달 ¡ 초임계압수 응축현상
Suppression 

Pool 사용시

설계현안

노심/연료집합체 개념 

정립

¡ 축방향 중성자 감속 균질화

¡ Orifice 설계

설계 및 안전요건 정립
¡ 최대 피복재 온도

¡ Max. linear heat generation rate

피복재 물성에 

영향

전산 코드

¡ 초임계압수 물성치 도입

¡ 열전달 상관식 도입

¡ 수력학적 변수 도입 : 마찰계수, 횡류혼

합 상관식, 부품 압력강하 등

¡ 필요시 하향수로 열전달 모델 도입 : 물

막대 또는 하향수로 연료집합체

¡ 3차원 분석 능력

¡ 필요시 수치해석적 안정성 개선

설계 방법론
¡ 열설계 방법

¡ Event 별(ANSI 발전소 조건) 설계방법

표 3.2 SCWR 노심열수력 기술 및 설계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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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현안

기존 경수로 대비 SCWR 노심열수력 설계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한 기술현안으

로 대부분 열전달 상관식, 유동 불안정성 및 임계유동(LOCA 등 안전해석 분야 해

당)을 꼽는다.

열전달 상관식

지금까지 많은 초임계압 유체 열전달 상관식이 제안되어 있으나 주로 단일 튜브 실

험에 해당된다. SCWR에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PWR 및 BWR 연료 개발

시 수행되는 정도의 상관식 개발이 필요하다. SCWR의 경우 설계요건으로 피복재

표면온도를 사용하는 데, 분석에 따르면 피목재 표면온도의 상관식 의존도가 상당

히 큰 편이다. 따라서 여유도 확보의 차원에서 상관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무

엇보다 필요하다.

열전달 상관식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Single rod test

. 기초 데이터 수집

. 열전달 상관식 개발

¡ 연료 집합체 시험

. 그리드 격자 효과

. 정상 및 과도상태 열전달

. Upward/Downward 열전달

유동 불안정성

유동 불안정성 특성은 BWR에 비해 완화된다는 분석결과가 보여진다. BWR의 경우

와 비교해보면

¡ 열수력적 유동 안전성

¡ 중성자-열수력 연계 유동안정성

두 측면의 유동 안전성을 평가해야할 것이다. 유동 안정성은 정상상태 뿐 아니라

과도상태, 기동 및 정지 운전시 유동안정성도 분석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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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유동

기존의 계통코드에 사용하는 임계유동 자료는 임계압 이하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초임계압 유체에 대한 임계유동 자료가 실험을 통해 얻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LOCA와 같은 사고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타 현안

이 밖에 운전 형태나 계통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현안이 대두될 수 있다.

¡ CHF(Critical Heat Flux) 상관식 : 만일 변압기동운전(Sliding Pressure

Start-up Operation)을 채택할 경우에는 압력 상승 중에 CHF가 현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열전달 상관식 실험에 CHF 실험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과냉수에서 초임계압수 응축현상 : 만일 BWR의 경우와 같이 Suppression

Pool을 사용할 경우, 분출되는 초임계압수가 Suppression Pool에서 응축이 일

어나며 이는 현재 사용되는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다.

2. 설계 현안

가. 노심/ 연료집합체 개념 정립

노심열수력 분석을 위한 선행 역무는 노심설계 분야에서 수행되어야 할 노심개념의

정립이다. 노심개념 정립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속재 선정, 연

료집합체에서 감속/냉각재 배치, 잉여반응도 확보 등인데 각 현안들이 서로 밀접하

게 연계되어있다.

나. 설계 및 안전 요건 정립

PWR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들 요건을 사용하여 허용 가능한

노심구성(노심배치, 유량, 출력밀도 등)을 결정한다.

- 정상조건에서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 : < 350C

- 100% 출력에서 최대 연료 중심부 온도 < 3250 F(1788C)).

- 정상운전 조건에서 최소 DNBR : 1.7 ~ 2.5

DNB는 노심설계시 주요 안전변수로 사용된다. PWR에서 원자로 보호계통의 일차

적 운전보호 point로 노심제한치(Core Limits)가 사용된다. 노심제한치는 열출력,

계통 압력, 노심입구 온도 및 계통압력에 의해 표현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요건이

사용된다.

¡ minimum DNBR(1.3) ≥ Safety Analyses Limit DNBR (SAL-D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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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수로의 노심출구 질(quality) ≤ DNB 상관식 적용 상한

¡ 원자로 용기 출구온도 < 포화온도

그러나 SCWR에서는 단상유동 열전달이다. 따라서 DNB 형태의 설계요건을 사용할

수 없다. 열화 열전달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DNB에 비해 Mild하며 심지어 DHF

영역에서 열이 더 공급될 경우 열전달이 오히려 증가(Enhanced Heat Transfer :

EHF)하기도 한다. 따라서 SCWR의 경우에는 피복재 표면온도가 설계요건으로 가장

적절하다.

다. 전산코드

기존 경수로의 경우 노심열수력 설계를 위한 전산 코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THINK : 웨스팅하우스형 가압경수로 사용

¡ CETOP : CE형 가압경수로 사용

¡ VIPRE : EPRI 범용 열수력 코드

¡ COBRA : 범용 열수력 코드

위의 코드 대부분은 아임계 열수력에 적용된다. THINK나 CETOP은 사업자 코드로

사용권한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자 고유의 핵연료에 특화되어있어 VIPRE나 COBRA

와 같은 범용 코드에 비해 노심형태의 변화에 따른 모델 유연성이 떨어진다. 위 코

드들은 단상유동에서부터 이상유동까지 분석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비등 및 임계

열유속 같은 이상유동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정상상태 SCWR의 경우에는 단상유동 열전달이 주로 발생하므로 단상으로부터 이

상유동까지 포괄하는 기존 노심열수력 설계코드의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

만 초임계압수 물성 특성 및 초임계압수 원자로 노심 구성에 따라 다음의 점이 고

려되어야 한다.

¡ 초임계압수 물성치 도입

¡ 열전달 상관식 도입

¡ 수력학적 변수 도입 : 마찰계수, 횡류혼합 상관식, 부품 압력강하 등

¡ 필요시 하향수로 열전달 모델 도입 : 물막대 또는 하향수로 연료집합체

¡ 3차원 분석 능력 : SCWR의 노심은 Water Rod를 도입함으로 인해 PWR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반경방향 열유속이 상당히 비균질적이며 채널간 질량

및 운동에너지 교환도 PWR에 비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 분석을 위해 3차원 분석능력을 가질 필요도 있다.

¡ 필요시 수치해석적 안정성 개선 : SCWR의 경우 대략 노심 중간 높이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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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밀도, 비열 등 물성치가 급격히 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성치의 급격

한 변화로 인해 전산코드에 수치해석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하고 필

요시 수치해법의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라. 설계 방법론

핵연료 집합체 형상이 정해지고 설계 및 안전요건이 정립되면 특정 과도상태에서

노심의 열수력적 조건이 설계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되는 데, 이들 방법을 노

심열수력 설계 방법론이라 한다. 경수로의 경우 노심열수력 설계 방법론은 노형에

따라 고유의 설계방법론을 가진다.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

은 점이 설계방법론에 고려된다.

1) 열설계 방법

기존 PWR의 설계 방법에 따르면 설계요건 DNBR 여유도 최적화를 위해 보수적으

로 편향시킨 입력변수(유량, 출력, 입구온도, 압력 첨두계수 등) 에 의해 DNBR

분석하는 보수적인 방법(표준 열설계 절차 : STDP) 이외에 입력 공칭값의 통계적

특성(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계 DNBR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으로 사용한

다. 우선 다음과 같이 DNBR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통계적 특성으로부터 변동계수

를 구한다.













 





















여기서 si는 i 입력변수의 민감도, 는 표준편차, 는 공칭값(Nominal Value)이다.

이와 같이 얻어진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부터 설계제한 DNBR은 다음

과 같이 얻어진다.

 


 

여기서 Fu는 DNBR 불확실도 계수로 불린다.

    










이와 같이 정해지는 설계기준은 기존의 보수적 열설계 방법에 비해 열적여유도 확

보에 기여한다. 그림 3.3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설계제한치 개념을 보여준

다. 그림 3.4는 각 열설계 방법에서 불확실도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과 열적여유도를

정성적으로 보여준다. 통계적 방법 중 상관식 불확실도까지 다른 불확실도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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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RTDP(Revised Thermal Design Procedure)가 가장 많은 여유도를 준다.

DNBR이 설계제한인 PWR에 비해 SCWR의 경우에는 피복재 표면의 온도가 설계

요건으로 정해질 것이다. 만일 최소 피복재표면온도 비(실제 피복재 표면온도/설계

피복재 표면온도)를 설계의 제한치로 고려한다면 이것의 결정은 PWR에서 분석하는

과정과 상사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열 설계 방법은 PWR의 방법론을 그대로 받

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Improved Thermal Design Procedure에서 설계제한치 결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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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열설계 방법별 불확실도 고려 방법 및 여유도 비교표

2) Event 별(ANSI 발전소 조건) 설계방법

미국의 경수로의 경우 표 3.3과 같이 발전소 조건 별로 만족하여야할 요건이 분류

되어있다. 이런 요건에 부합함을 보이기 위한 제한치로 DNBR, 연료 손상률 등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요건이 달라지므로서 노심열수력 코드를 운용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적절한 설계 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는 SCWR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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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Plant 
Condition

Description PWR

Condition I :
Normal 
Operation

Conditions accommodated with 
margins between plant parameters and 
values of parameters that would 
require automatic/ manual protective 
action

No fuel damage expected (MDNBR 
within 95/95 rule). Limited fuel 
damage within capability of plant 
cleanup system. Plant capable of 
operation after limited corrective 
actions

Condition II:
Incident of 
Moderate 
Frequency

Conditions of moderate frequency that 
can be accommodated, at worst, with 
reactor shutdown

Same as condition I

Condition III:
Infrequent 
Faults

Conditions of low frequency that will 
not ,by themselves, generate a 
Condition IV fault

Small fraction of fuel rods can be 
damaged. Immediate resumption of 
operation may be precluded.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not 
be sufficient to interrupt or restrict 
public use of those areas beyond the 
exclusion radiu

Condition IV:
Limiting Faults

Faults that are not expected to happen 
during the life of the plant but are 
defined as limiting faults against 
which the system must be designed

Must not cause a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that results in an 
undue risk to public health. 
Resumption of operation may be 
preclude

표 3.3 ANSI에 따른 발전소 조건 분류(경수로)

제3절 노심열수력 기술개발 현황

1. 노심/연료집합체 개념 정립

o 미국

미국의 경우 2001.9월부터 3년의 일정으로 타당성 평가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과

제 역무중 공학설계 및 안전성 분석 분야는 웨스팅하우스 및 INEEL에서 담당하였

다. 과제 수행 첫해에는 바람직한 SCWR 노심개념을 정립하기위해 Power Cycle,

감속재 종류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Power Cycle의 경우 Direct Cycle과 Indirect

Cycle을 비교하여 효율측면에서는 큰차이가 없지만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등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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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필요 없는 Direct Cycle이 경제성이 훨씬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속재의 경우 경수 물막대, 중수 물막대, 탄소막대, 산화 베릴륨 막대, 수산화 지르

코늄(ZrH2)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감속능력은 경수와 수산화 지르코

늄이 여타 감속재에 비해 좋았으나 수산화 지르코늄 감속재는 잉여반응도가 제한적

이어 상당한 수준의 연료농축도를 가져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그리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물막대 형태를 사용한 노심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하였

다.[INEEL/EXT-03-00164, 5th Quarter Report]. 이후 연료 집합체 내부는 상향유로

의 냉각재, 집합체 사이에는 하향유로의 감속재가 흐르는 형태의 Power Channel

노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그림 3.5). 이 노심형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연료집합체 구조가 Water rod 형에 비해 단순

¡ 노심 상층부 구조가 단순해 재장전시 유리

¡ Power channel에 지르코늄 기반 합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성자 경제 양

호

¡ Water rod 에 비해 높은 출력밀도 가능

¡ Local peaking이 높음

¡ 감속재온도가 58 C 정도 상승함으로 인해 용기하부가 노심을 재외한 다른 부

분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므로 건선성에 불리함

¡ 따라서 절연체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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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ower Channel Core Concept(미국)

o 일본

동경대학을 구심점으로 하여 초임계 화력발전설비 및 비등수로, 가압경수로의 제작

및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초임계압 경수로 및 초임계압 고속로 개발을 병행하고 있

다. Yoshiaki Oka 교수팀은 노심의 열적 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해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Rate(MLHGR)과 Maximum Cladding Surface Temperature

(MCST)라는 파라메터를 도출하고 정격출력에서 MLHGR은 39kW/m 이하, MCST

는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에 대해 650℃ 이하로 유지되고, 초임계압 경수로의 경

우 감속재의 온도가 384℃ 이하로 유지되도록 노심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도입한 초임계압 경수로 연료집합체의 모양은 그림 3.6과 같다.

이와 같은 설계는 초임계압상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저유량과 감속재 온도의 유

지, water rod 벽의 열응력 감소, 균일한 감속능 유지를 통한 thermal spectrum

core 유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설계이다. 이와 같은 모양의 연료집합체를 사

용하여 그림 3.7과 같은 냉각재 유동 방식을 갖는 원자로를 구성하였다. 냉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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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평균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냉각재와 감속재의 유동방향이 노심 내부와

외부에서 달리 형성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원자로의 1/4 노심에

대해 균질화된 연료 요소를 가정하고 단일 수로 모델을 기반으로 3차원 노물리해석

과 연계하여 열수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8에 노물리-열수력 연계 계산의 개

략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 연료집합체 설계

그림 3.7 냉각재 유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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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노물리-열수력 연계 계산

위에 설명한 방법론으로 그림 3.9와 같이 주기초에서 주기말까지 MCST의 변화추이

를 분석하여 설계기준을 만족함을 보였다. 부수로 해석도 3차원 노물리해석 결과로

부터 연료핀의 출력분포를 재구성한 후 열수력해석에 적용하였다. 그림 3.10은 부수

로 해석의 개략도를 보이고 있다. 열수력해석 방법론에 사용된 열전달 상관식에 대

해 큐슈 대학의 실험설비를 활용하여 Watts, Krasnoschekov, Jackson 등이 각각 개

발한 상관식이 추천할 만하며 특히 Watts의 상관식이 부력효과가 있는 하향유동의

열전달 해석에 적용 가능함을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상관식들이 초임계압 경수로의

설계범위를 포함하지 못해 새로운 상관식(Oka-Koshizuka)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3.11은 여러 상관식에 대해 MCST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열수력

설계단계에 나타나는 각종 불확실도에 대해 몬테카를로 분석을 수행하여 MCST 해

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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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MCST) 분포

그림 3.10 부수로 해석 계산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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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MCST 비교

2. 설계 및 안전 요건 정립

미국

미국의 경우 타당성연구시에 웨스팅하우스는 기존 경수로 규제요건에 비춰 SCWR

이 가져야 할 설계/안전요건을 검토한 바 있다. 다음의 두 요건이 정의되어야 한

다.

¡ 정상상태 최대 피복재 온도 : 정상상태에서 연료봉의 최적성능을 보증하므로서

피복재의 산화를 제한할 수 있는 최대 피복재온도로 정의됨. 설계변수로는 최대

계산 피복재온도와 피복제 온도제한치의 비로 주어지는 최소 NCTR(Nominal

Cladding Temperature Ratio)를 사용. 이 변수는 안전보다는 부식률과 같은 허

용 연료성능을 유지하는데 직접 관련된다.

¡ 안전해석 최대 피복재 온도 : 안전해석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최소 NCTR에서 정

의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값을 허용할 수 있다. 최대 허용 가능 온도는 95/95 규

칙하에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연료봉의 건전성이 95%의 신뢰도로 95%이상 보

증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최소 NCTR처럼 최대

계산 과도상태 피복재온도와 피복재온도 안전제한치의 비로서 최소 안전 피복재

온도비(minimum SCTR : Safety Cladding Temperature Ratio)로 정의 할 수 있

다.

위 두 제한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석으로부터 불필요한 보수성을 제거하기 위

해 새로운 열전달상관식이 필요하다. 이는 최적 CHF 상관식 개발을 통해 안전여유

를 확보하는 경수로와 유사한 과정이다. 이 상관식에는 노심기하학에 특정되어야

하고 DHF와 EHF 효과도 반영되어야 한다. 피복재온도에 더하여, 연료 중심온도도

중요한 PWR처럼 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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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다음의 설계/안전 요건이 고려된다.

¡ 최소 NCTR : 피복재 성능 보장

¡ 최소 SCTR : 95/95 과도상태 최대 피복재온도 제한

¡ 최대 정상상태 연료온도 : 1790 ℃(3250 ℉)

¡ 최대 과도상태 연료온도 : 2600 ℃(4700 ℉)

SCWR에 대한 노심제한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열출력, 계통압력 및 입구온도

등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 최소 NCTR이 설계제한 최소 NCTR(상관식 불확실도 평가로부터 얻어짐)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고온수로 출구 엔탈피는 열전달상관식에서 허용가능한 엔탈피를 초과하지 말

아야 한다.

¡ 원자로 용기 출구온도는 원자로용기 설계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 정상운전 및 예상과도시 최대 연료중심 온도< 모든 Condition I 및 II에서 과

출력 제한치(정상 출력의 118%)에서 용융온도. 용융온도는 고연소로 인한 조

사후 물성 변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냉각재온도, 출력 분포

및 연료봉 지름등에 의존하는 최대 허용 선형 출력에 대한 제한치를 부과한

다[표3.4].

표 3.5는 위의 논의로부터 결정된 SCWR 설계요건이다. 한편 NRC에서는 미래형 원

자로(GEN IV 원자로) 적용을 목표로 기존 결정론적 규제요건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준으로 요건을 재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투입 규제자원을 달리하는 위험도정보

기반 규제요건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NUREG-1860). 이에대한 대비도 필요

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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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Plant 
Condition Description SCWR

Condition I :
Normal 
Operation

Conditions accommodated with 
margins between plant parameters 
and values of parameters that would 
require automatic/ manual protective 
action

No Fuel Damage.
A very small amount of fuel damage 
may occur, and this will be within 
the capability of the plant cleanup 
system and will be consistent with 
the plant design basis.

Condition II:
Incident of 
Moderate 
Frequency

Conditions of moderate frequency 
that can be accommodated, at worst, 
with reactor shutdown

Same as condition I

Condition III:
Infrequent 
Faults

Conditions of low frequency that 
will not ,by themselves, generate a 
Condition IV fault

The reactor can be brought to a safe 
state following a Condition III event 
with only a small fraction of fuel 
rods damaged. The fraction of fuel 
rods damaged must be limited to 
meet the dose guidelines of 
10CFR100 although enough fuel 
damage might occur to preclude 
immediate resumption of operation.

Condition IV:
Limiting Faults

Faults that are not expected to 
happen during the life of the plant 
but are defined as limiting faults 
against which the system must be 
designe

The reactor can be brought to a safe 
state and the core kept subcritical 
with acceptable heat transfer geometry 
coolability) following transients arising 
from Condition
IV events .

표 3.4 ANSI에 따른 발전소 조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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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SCWR

Design/Safety

Requirement

l 정상조건에서 최대 피복재 표면

온도 : < 350C

l 100% 출력에서 최대 연료 중심

부 온도 < 3250 F(1788C)).

l 정상운전 조건에서 최소 DNBR 

: 

   1.7 ~ 2.5

l 최소 NCTR : 피복재 성능 보장

l 최소 SCTR : 95/95 과도상태 최대 

피복재온도 제한

l 최대 정상상태 연료온도 : 1790 ℃

(3250 ℉)

l 최대 과도상태 연료온도 : 2600 ℃

(4700 ℉)

Core Limit

l min. DNBR(1.3)≥Safety 

   Analysis Limit DNBR 

(SAL-DNBR) 

l 고온수로의 노심출구 quality ≤ 

   DNB 상관식 적용 상한

l 원자로용기 출구온도 < 포화온

도

l mNCTR ≥ DL mNCTR

l 고온수로 출구 엔탈피≤ 열전달상관

식 적용 상한

l 원자로 용기 출구온도< 원자로용기 

설계온도

l 연료봉 중심온도 < 118% 출력에서

의 용융온도

표 3.5 SCWR 설계요건(미국)

일본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노심 설계요건이 사용된다.

l 정격 출력에서 최대 선형 열 생성율(MLHGR : Maximum Linear Heat

Generation ate) ≤39 kW/m.

l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MCST) ≤ 650℃(Stainless Steel 피복재)

l Water rod에서 감속재 온도≤ 384℃(25Mpa에서의 Pseudo Critical

Temperature)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PWR 열설계 기법(DNBR 보호)에 입각해 최소 피복재 표

면온도 비를 정의하여 방법론을 개발하려 한 반면 일본에서는 최대 피복재표면온도

를 직접 제어하려 한다. 향후 방법론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바뀔 소지가 있어 보인

다.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 평가

정상상태 평균 노심출구온도를 500 ℃라 할 때, 3차원 출력분포, 노심 부수로 해석

및 각종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표 3.6과 같은 최대 피복재 온도 결과를 얻었다. 표

3.6에서 보듯이 출력 3차원 분포, 노심열수력 부수로 해석 및 입력변수의 불확실도

를 모두 고려할 때 정상상태 최대 피복재 온도는 740 ℃로 요건에 비해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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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재질측면에서는 가능한 위의 조건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노심열수력 차원에서는 표 3.7과 같이 온도 편차

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전산코드

부수로 코드는 노심에서 multi-component 모델에 사용된다. 노심은 부수로와 연료

봉 및 연료집합체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산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COBRA(Coolant Boiling in Rod Arrays) : 단상 및 균질 이상유동 부수로 열수력

코드. LWR DNB 해석 및 PWR 3D 노심 열수력 분석에 활용된다.

VIPRE : COBRA를 기초로 다양한 LWR 원자로형의 노심열수력 설계 적용을 목적

으로 EPRI에서 개발함. PWR의 DNB 및 BWR의 CPR 평가에 특화 되어있는 정상

상태, 이상유동 코드이다. 미국 WH에서는 여기에 초임계압수 물성치를 도입개선하

여 SCWR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조건

피복재 

온도

(℃)

고려 요소
 온도 증분

(℃)

정상

상태

노심평균(Nom.) 500
3차원 

노심계산
150

균질 연료집합체

(Nom.)
650

부수로 

해석
58

부수로 peak(Nom.) 708
통계적 

불확실도
32

고온열수로 : 18.32 ℃

상관식 : 6.33℃최대 Peak(불확실도 고

려)
740

과도상태 

여유도
110

과도상태 제한치 850

사고

여유도
520

LoF: 250℃, L-LOCA:22

0℃

S-LOCA:330℃, ATWS:38

0℃
사고시 제한치 1260

Failure Limit for Accident

표 3.6 계산 조건에 따라 계산된 피복재온도 또는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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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증분 출처 감소 방안

3차원 노심계산 (150℃)

Power / flow ratio adjustment : Decrease in

(1) Radial / local power peaking

(2) Burn-up swing (radial / local)

(3) Non-uniformity of subchannel geometry

(4) System parameter uncertainty

(5) Coolant temperature rise hot spot factor

(6) FA fabrication tolerance

부수로 및 불확실도(90℃)

(1)Enhancement of heat transfer

(2)Decrease in correlation uncertainty

(3) Decrease in heat flux at core upper part

(suppression of top-peak, decrease in film

temperature rise engineering hot spot factor

표 3.7 최대 피복재표면온도 증가요소에 따른 감소방안

MATRA(Multi-channel Analyser for steady and transient in rod arrays) KAERI에

서 COBRA를 기반으로 개발함.

STAFAS(Sub-channel Thermal-hydraulics analysis of fuel assembly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 Cheng에의해 개발된 코드로 COBRA를 근간으로 하며 초

임계압수 물성치를 사용하고 water rod에서의 하향유로 열전달등 HPLWR의 고유

특성을 모사할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재 정상상태 및 단상유동에 적용된다.

FLICA-4 : 프랑스 Atomic Energy Commission에서 개발한 열수력 코드로 3차원,

정상 및 과도상태, 이상유동 해석이 가능하다. 이 코드는 CATHARE와 CRONOS2

등과 같은 계통 및 Neutronics 코드와 연계 계산에 사용된다.

SPROD : 동경대에서 개발한 단일수로 열수력 코드. 본 코드는 COREBN이라는

Neutronics 코드와 연계해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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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방법론

본 설계 방법론은 열설계 방법 및 특정 과도사고에 대한 전산코드 운용방법에 대한

것이다.

미국

핵연료 피복관의 최고 온도가 초임계로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임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초임계로심의 상세한 부수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1) 초임계압로 열수력해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상

관식이 탑재된 VIPRE-W 부수로 해석 코드를 적용하였다. VIPRE-W는

Westinghouse가 경수로 인허가를 위해 상세 노심 열수력 설계 분석에 사용한 코드

이며 이미 초임계조건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따라서 초임계로의 열수

력 해석을 위해 열전달 상관식, 마찰 손실 상관식 등의 구성방정식만 수정이 가해

졌다. 물성치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SME steam table이 추가되었다. VIPRE-W

모델은 중앙부의 연료집합체에서만 모든 채널, 갭, 연료봉이 표현되고 다른 연료집

합체는 단일 채널, 연료봉으로 표현되며 노심의 1/4만을 모델링한다. Water

channel의 존재가 냉각재 채널의 열수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water

rod를 모델링하는 것이 코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water channel은 모델링

하지 않았다. 열수력 상관식은 Bishop, Oka-Koshizuka, Jackson의 상관식을 적용하

고 있다. 축방향 마찰 압력 강하는 Petrov와 Popov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초임계압

하에서의 난류 유동에 대해 계산된다. VIPRE-W코드 계산은 정격출력 상태와 과출

력 상태 각각에 대해 고온 채널과 저온 채널에 대해 수행한다.

사용한 노형은 일본에서 제안했던 물막대 연료집합체이다[그림 3.12]. 표 3.8은 사용

된 노심특성 자료이다. 그림 3.13 및 3.14는 VIPRE에 모델한 노심 형상이다. 1/4 노

심을 평가에 사용하였으며 7G에 있는 연료 집합체는 다른 집합체를 덩어리 모델한

데 비해 열수력적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134개의 부수로로 모델하였다.

평가결과, 유동면적이 피복재 표면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유동면

적이 작은 지역에서 첨두온도가 발생하였다. 이는 유동면적이 운전중 감소할 수 있

는 연료봉 팽윤, 연료봉 휨 등에 의한 벌점이 PWR에 비해 더 중요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봉 농축도를 5가지 정도로 한 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거나 집합체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해 유량 재분배를 최적화 하는

등의 대안 설계를 통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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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타당성 평가 참조 초임계압수냉각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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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3022 MW FUEL ASSEMBLY   

Electric power     
1315 MW       

     
Fuel pin lattice         Square 

Thermal efficiency  43.50% Fuel pins per assembly   301

Operating pressure  
25 MPa         

   
Water rods per assembly  36

Reactor inlet/outlet temp   280/500°C Water rod side           32.6 mm 

Reactor flow rate    
1561 kg/s       

 
Water rod wall thickness 0.4 mm 

FUEL PIN        
                 

    
Water rod wall materials TBD 

Fuel pin OD          
10.2 mm        

  

Number of 

instrumentation rods per 

assembly 

1

Fuel pin pitch       
11.2 mm        

  

Number of CR fingers 

per assembly 
36

Cladding thickness   
0.63 mm        

  

Control Rod material      

                

B4C for scram, 

Ag-In-Cd for control 

Cladding materials   
ODS steel       

 
Number of spacer grids  14

Fuel pellet OD       
8.94 mm        

  
Assembly wall thickness  3 mm 

Fuel composition     
UO2, 95% TD   

   
Assembly wall material  ODS steel 

Fuel enrichment      
5% wt. average  

 
Assembly side  292.2 mm 

Average burnup at 

discharge   
45,000 MWD/t  Inter-assembly gap  4 mm 

Burnable poisons     
Gd2O3          

     
Assembly pitch  296.2 mm 

Heated length   4.27 m  CORE   

Fission gas plenum length  0.39 m 
 Number of fuel 

assemblies  
121

Total fuel pin height   4.66 m  Equivalent diameter  3.68 m 

Fill gas pressure at room 

temp 
3.0 MPa  Core barrel ID/OD  4.1/4.2 m 

REACTOR PRESSURE VESSEL   
Axial/Radial/Local/Total 

Peaking Factor 

1.4/1.3/1.1/2.0(best 

estimate)

1.4/1.4/1.2/2.35(safet

y analysis)

표 3.8 웨스팅하우스 SCWR 타당성 평가시 사용한 노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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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D/Height  
4.6/5.34/12.40 

m   
Average power density   66.7 kW/L 

Material   

Carbon steel 

clad 

with stainless 

steel  

Average linear power   19.5 kW/m 

Cold/hot nozzles   2/2
Peak linear power at 

steady-state conditions 
39 kW/m 

Operating temperature   280°C   Core pressure drop  0.15 MPa 

Design pressure   27.5 MPa   Water rod flow   468 kg/s 

그림 3.13 SCWR 평가 VIPRE 노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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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변수 불확실도

입구 냉각재 온도 불확실도 

노심 출력 불확실도 Core power uncertainty

입구 유량 불확실도 Inlet coolant flow rate 

uncertainty

노심 압력 불확실도 Core pressure uncertainty

전체 유량 대비 물막대를 통한 유량비의 불확실도

고온수로인자 불확실도
핵적 고온수로 인자

공학적 고온수로 인자

열전달 계수 불확실도

표 3.9 첨두 피복재 표면온도 결정시 입력 변수 불확실도 인자

그림 3.14 1/4 연료집합체 모델

일본

일본의 경우 통계적인 방법으로 첨두 피복재 표면온도 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통계적 설계과정에 고려되는 불확실도 요소는 표 2.9와 같다. 공학적 고온

열수로 인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표 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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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s Uncertainties

Gap properties  Conductivity of gap between fuel and cladding

Cladding properties  Thickness and thermal conductivity of cladding

Coolant properties  Data of coolant properties

Pellet-cladding eccentricity  Eccentric position of fuel pellet within cladding

Subchannel flow area
Geometric tolerances of fuel rod diameter and pitch 

on sub-channel flow area

Flow distribution calculation Intra-assembly flow maldistribution

Inlet Flow maldistribution
 Assembly hydraulic resistance and orifice 

uncertainties

Fissile fuel content tolerances  Enrichment and amount of fissile material

Power distribution Shapes of power distribution in hot assembly

Nuclear data Nuclear properties of the fuel rods

Sub-factors Uncertainties explained by sub-factors

표 3.10 공학적 고온열수로 인자 구성요소

제4절 노심열수력 방법론 개발

1. 부수로 코드 개선

VIPRE 코드2)에 다음의 개선을 수행하였다.

가. 임계점 이상의 물성치 도입

VIPRE에 초임계압수 물성치를 도입하기 위해 IAPWS-973)을 고려하였다. 위의 물

성치를 계산하기 위한 VIPRE Logic도 개선하였다.

나. 초임계압수에 대한 대류열전달 상관식 도입

초임계압수에서의 열전달은 상변화가 없는 단상열전달로 설명된다. VIPRE 코드

에는 단상대류열전달 상관식으로 Dittus-Boelter 상관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는 초임계압 미만의 물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초임계압수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해당 영역에서 개발된 상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ishop과 Jackson에

의해 개발된 다음과 같은 초임계압수 강제대류 열전달 상관식을 VIPRE에 도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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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ishop 상관식4)

   

















 



 



,  

 

 

적용범위;

압력 : 22,6 - 27.5MPa mass flux : 0.68-3.6Mg/m2-s

Heat Flux : 0.31-3.5 MW/m2, D : 2.5-5.1mm

L/D : 30-565 Tb : 294-525°C △T : 16-216°C

o Jackson 상관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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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래첨자 w는 벽체표면, b는 bulk 그리고 pc는 pseudo critical을 의미한다.

2. VIPRE 입력개발

민감도 평가를 위한 노심모형은 웨스팅하우스에서 SCWR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한 노심모델을 사용하였다. 표 3.8은 SCWR 연료 집합체의 주요변수를 그리

고 그림 3.15는 1/4 연료집합체의 구조를 보여준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료봉

집합체는 301개의 연료봉과 36개의 물막대(Water Rod)로 구성된다. 유로는 연료봉

간의 채널을 통해서는 상향으로 물막대에서는 하향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연료봉

간의 채널을 흐르는 물은 하향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과 물막대를 통해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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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물이 혼합되어 흐르게 된다.

노심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노심을 모델링하였다. 총 169 채널중 그림 2.15의

1/4 연료집함체에 대한 133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은 연료봉 집합체 전체를

한 개의 등가 연료봉으로 모사하였다. 축방향은 100개의 균일 크기의 노드로 모델

하여 한 노드의 크기가 대략 1.85 인치가 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1]에는 그리드에

대한 축방향 마찰계수를 가압경수로의 전형적인 값이라 하여 입구 그리드, 출구 그

리드 및 중간 그리드에 각각에 대해 2.37, 0.97 및 0.725를 사용하였다. 그리드 수는

총 16개를 가정하였다.

반경방향의 출력분포에 따른 엔탈피 첨두인자는 첨두로 인한 출력상승의 제한조

건이 되기 때문에 설계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경방향 출력 분포

에 따른 엔탈피 상승 민감도 평가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출력 분포를 가정하였다.

o 이상적 경우(반경방향 출력분포가 균등(=1)한 경우)

o 단일 농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그림 3.16]

o 5 종류의 농축도를 갖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그림 3.17]

그림 3.15 1/4 연료집합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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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단일 농축도 연료 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그림 3.17 5-농축도를 가정한 연료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3. 민감도 평가결과

그림 3.18은 이상적 반경방향 출력분포 시 축방향 열전달계수를 보여준다. 그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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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Dittus-Boelter(DB) 상관식은 과도하게 예측하며 Bishop의 경우가 가장

적게 예측하였고 Jackson의 경우는 Bishop의 것보다는 큰 열전달계수를 예측하였

다. 그림 3.19는 열전달 상관식에 따른 피복재 표면온도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열

전달 계수의 추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복재온도의 크기는

Bishop>Jackson>DB 순이었다. 최대 피복재온도는 Bishop을 사용할 경우 1054.7℉이

고 Jackson의 경우가 1044.2℉로 둘 사이의 차는 10℉정도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SCWR의 경우에는 일반 경수로와 같이 이상유동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핵비등

이탈률 아니라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가 안전제한치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복재표면

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불확실도 영향의 면밀한 평가는 최대피복재온도의 여유

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변수로 인한 비중을 파악해봐야 하지만 위의 결과는

피복재 표면온도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열전달 상관식을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에 따르면 그림 3.20과 같이 Jackson 상관식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가 있다.6)

그림 3.21은 반경방향 출력분포에 따른 채널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모든 출력분

포가 동일한 이상적인 경우가 채널의 온도 분포가 고르고 단일 농축도를 가지는 노

심의 경우에는 고온채널과 저온채널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는 그림 3.22에서 보

면 더욱 명확하다. 그림 3.22에서 이상적인 출력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고온수로와

저온수로간 최대온도 편차가 273℉ 정도인데 비하여 단일 농축도를 사용한 경우에

는 710℉ 정도로 443℉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단일 농축도로 설계할 경우에는

첨두치 때문에 출력과도가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큰 평균

대비 첨두치 비를 완화하기 위해 5가지 농축도를 가지는 연료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해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그림 3.21의 마지막 그림에서처럼 출력 불균

형(그림 3.22에서 최대 온도편차 414℉)이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

직도 엔탈피 상승 인자가 큰 편이므로 다른 완화 수단이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연료집합체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적절한 유량재분배를

달성하거나 연료봉 반경을 다르게 하여 유동면적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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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연료봉 축방향에서 열전달 상관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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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열전달 상관식에 따른 축방향 피복재표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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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Jackson 상관식 검증평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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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반경방향 출력분포 변화에 따른 채널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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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반경방향 출력분포 변화에 따른 고온수로 - 저온수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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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통안전 및 안전해석 평가

제1절 초임계압수냉각로 계통 특성

SCWR과 가압경수로와의 중요한 계통상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SCWR은 냉각재 계통이 관류형(once through) 냉각유로이며 입 출구 온

도차가 크고 밀도차가 크며 유량이 적다.

- 냉각재 압력이 임계 압력 이상이므로 상의 변화가 없고, 비등 천이 현상

이 생기지 않으며 노심에는 수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감속 기능을 담당하는 감속재 수주(water rod) 유로가 하향이며 집합체

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열 제거원(heat sink)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SCWR은 사고시 노심 손상을 막기 위하여 노심 내에 냉각수를 확보하고 수위

를 유지해야 하는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수위가 존재하지 않고 주 냉각 계통에서 자

연대류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심 내에 존재하는 냉각수 재고 유지라는 개념은

적당하지 않고 그 대신 노심 내의 유량의 확보 즉 냉각재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안

전 원칙이 된다. 노심을 통한 유량은 냉각재 펌프가 적절히 운전되고 압력이 유지

되면 확보될 수 있다. 즉 저온관에서는 냉각재 공급이 유지되고 고온관에서는 냉각

재 방출이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 안전을 위한 안전 계통과 감시 변수및 보호동

작들은 비정상상태시 원자로를 정지 상태로 만들고 압력을 제어하는 것과 함께 냉

각재의 유량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 2 절 안전제한치

SCWR과 경수로는 둘 다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SCWR의 안전 해석 기준

을 경수로와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SCWR의 설계 개념이 완성된 상태가 아

닌 만큼 대체적으로 경수로의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안전해석 측면에서는

원자로 상태를 정상상태, 과도상태, 사고상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과도상태와

사고상태의 구분은 경수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발생 빈도가 10-3/년 이상이면 과도

상태(transient), 그 이하의 사건이면 사고(accident)로 분류한다. 연료봉의 건전성 측

면에서 보면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는 핵연료봉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

고시에는 과도한 노심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과도상태와

사고상태의 구분은 경수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발생 빈도가 10-3/년 이상이면 과도

상태, 그 이하의 사건이면 사고로 분류한다. 또 계통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과도시나

사고시의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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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건전성 측면에서 비정상상태는 ‘냉각 기능의 저하’와 ‘과도한 출력 생

성’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과도 상태에서의 ‘냉각기능 저하’는 경수로에

서는 핵비등 이탈로 인한 현상에 의한 것으로서 최소 DNBR 이 한계 DNBR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SCWR에서는 DNB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유사 임계

온도(pseudo critical temperature) 근처에서 열전달이 저해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

를 반영하여 피복재 온도로 제한한다. 과도상태 첨두 피복재 온도(transient PCT,

t-PCT)라고 불리는 이 제한치는 고온에서의 탄성 계수의 감소로 인한 버클링 붕괴

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보수적인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850 oC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사고 상태에서의 ‘냉각기능

저하’와 관련하여서는 사고시에도 피복재의 산화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 냉

각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수로와 같은 1260 oC 로 제한하고 있다. 사

고상태 첨두 피복재 온도(accident PCT, a-PCT)라고 불리는 이 제한치는 1260 oC이

다. ‘과도한 출력 생성’ 는 펠렛 용융과 펠렛-피복재 상호작용(PCI)에 의한 피복재

의 영구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SCWR에 적용되는 몇 가지 보수적인 고려

사항과 함께 핵연료 성능 분석 코드를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SCWR에서는 출

력 상승 속도에 따라 정격 출력의 124% - 182%로 제한하고 있다.

압력 경계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SCWR은 터빈 정지시 압력이 급격히 증

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증기 유량의 100%에 해당하는 증기 덤프 능력을 가지고

SRV 용량도 90% 정도로 높은 용량을 갖추면 압력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

다. 한편 가압으로 인한 밀도증가 효과는 온도 증가에 따른 밀도 감소 효과와 상쇄

되어 출력 증가가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주증기 배관의 열 크립 현상을 고려하여

압력 한계를 과도시에는 105%, 사고시에는 110%로 정하고 있다. 이는 경수로의

110%, 120%에 비해서는 낮은 설정치이나 압력에 대한 고유 안전 특성상 충분한 크

기이고 또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크립 강도를 가진 재료가 요구된다.

경수로에서 중요한 이슈인 ATWS 와 반응도 인가사고(RIA)는 경수로와 같은

기준을 (펠렛 최대 엔탈피 < 230 cal/g)적용한다. 이상의 안전 해석을 위한 제한치

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과도 상태 제한치

-피복재 표면 온도 제한치 : 850 oC (초기온도 +110 oC)

-출력 제한치 : 124%(출력 상승률 0.1 - 1%/s시), 136%(출력 상승률

1-10%/s시), 182%(출력 상승률 >10%/s 시)

-압력 제한치 : 28.9 MPa (정상압력의 105 %)

○ 사고 상태 제한치

-피복재 표면 온도 제한치 : 1260 oC (초기온도 +520 oC)

-펠렛 엔탈피 제한치 : 230 c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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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제한치 : 30.3 MPa (정상압력의 110 %)

제 3 절 안전계통

안전계통의 일차적인 목적은 비 정상상태 발생시 노심 용융을 방지하는 기능

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응도 제어, 냉각재 계통의 냉각수 유지, 냉각재 계통의 압력

제어, 냉각재 계통의 열 제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4.1과 4.2는 이들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심및 안전 계통들이다. 유로가 관류형이라는 점에서 BWR과 유

사한 점이 많으므로 SCWR의 안전계통도 BWR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안전

계통은 원자로 정지및 냉각재 유량 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관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그림 4.1 노내 축압기(In Vessel Accumulator)     그림 4.2 플랜트 안전계통 

가. 원자로 정지 계통

SCWR은 다른 원자로형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독립된 원자로 정지 계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제어봉에 의한 정지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액체 독물질에 의

한 정지 계통이다. 정지 계통의 성능은 핵설계 분석에 의해 확인될 수 있지만 한

개의 제어봉 고착을 감안하여 최소 1% Δk/k 이상의 정지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

어야 한다. 액체 독물질로는 붕산수를 사용한다.

나. 냉각재 공급 계통

- 원자로 주 냉각재 계통 : SCWR은 관류형 계통이므로 냉각재/급수 펌프는

PWR의 냉각재 펌프와 주 급수 펌프의 기능을 겸한다. 정상 운전 중 용량 50%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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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터빈 구동 펌프 두 대가 사용된다. 원자로 기동 운전, 정지 운전 등 적은 유량이

요구되는 경우와 터빈 구동 주 냉각재 펌프 사용 불능시의 비상 공급을 위하여 용

량 25% 짜리 모터 구동 냉각재 펌프 2대가 대기하고 있다.

- 보조급수 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 AFS) : 주 냉각재 계통의 기능

상실시 고압에서 원자로 정지 후의 붕괴열 제거를 위한 계통으로서 세 트레인의 터

빈 구동 펌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통은 처음에는 응축수 저장탱크(Condensate

Water Storage Tank)의 냉각수를 원자로 내로 순환 냉각시키고 나중에는 자동적으

로 억제탱크(Suppression Tank)의 냉각수를 원자로 내로 순환시킨다. AFS의 용량은

한 트레인이 4%이다. 이는 단일고장을 감안할 때 원자로 정지 후의 붕괴열을 제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AFS는 RCP의 정지신호, RCP 정지를 야기 시키는 신호 및

유량 감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된다. AFS의 기동 지연 시간은 30초 정도의 여유가

있다. 즉 작동 신호 발생후 30초 후에 AFS의 유량이 전출력 냉각재 유량의 4%를

내면 냉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 저압 노심 주입 계통(Low Pressure Core Injection System, LPCI) : AFS 의

예비 기능및 LOCA시 방출(blowdown)후의 재관수(reflood)를 위한 계통으로서 3

대의 모터 구동 펌프가 있다. 장기적인 잔열 제거 기능도 수행한다. 냉각수는 억압

탱크이며 전원은 정상 소외 전원 및 디젤 예비 전원이 있다. 계통 용량은 자세한

LOCA 해석이 수행되어야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지만 저압에서 25 % 3대면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 충분하리라 보고 있다. 장기 잔열 제거를 위해서는 한 대만 가동

하여도 충분하다.

다. 냉각재 출구 계통

- 안전방출 밸브(Safety Relief Valve, SRV) : SRV는 외부 전원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개방 밸브와 스프링과 내부 압력 사이의 균형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안전

밸브가 결합된 형태의 밸브이다. 개방 및 폐쇄 설정치가 다른 8개의 SRV가 있다.

정상운전 중 고온관을 빠져 나온 냉각재는 BWR에서 처럼 주증기차단 밸브(MSIV),

터빈 정지 밸브, 터빈 제어 밸브, 또는 우회 밸브를 통해 응축기로 간다. 터빈 트립

및 우회 밸브 개방 불능 사고 또는 MSIV 닫힘 사고의 경우 SRV가 열려 냉각재 유

로를 형성하고 원자로 압력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준다. SRV는 또 BWR의 자동감압

계통(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ADS)의 기능도 한다. SRV/ADS 개수는

루프당 4개 모두 8개인데 한 개의 용량은 25%의 유량을 형성할 수 있다. SRV의

방출밸브 개방 압력은 모두 안전 밸브 개방 압력보다 낮다.

- 자동 감압 계통(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ADS) : SRV와 연결된

안전계통으로서 유량 상실 또는 냉각재 상실시 원자로 내의 계통을 신속하게 떨어

뜨려 LPCI를 통해 노심에 비상 냉각수를 공급하고 원자로 출구를 개방 상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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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냉각재 유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라. 피동냉각및 자연 대류 특성

SCWR은 PWR의 주냉각재 계통이나 BWR의 재순환 계통과 달리 냉각재 계

통에 의한 지속적인 자연 대류 기능이 없는 열린 관류형 계통이지만 비상시의 피동

냉각에 의한 냉각 능력은 갖추고 있다. 노내 축압기및 ADS와 AFS 가 그것이다.

- 노내 축압기(In vessel accumulator)및 ADS :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저온

관을 통하여 주입된 냉각재의 30%는 노심 상부 돔으로 우회하고 제어봉 안내관

및 감속재 수주 (water rod) 를 거쳐 하부 공동으로 내려와 나머지 70%의 유량과

만나 연료 채널로 흘러 위로 올라간다. ADS 계통이 자동으로 동작하면 원자로가

감압이 되는데 SCWR에서는 사고시 원자로의 감압이 매우 효과적인 냉각 수단이다.

ADS가 개방되면 원자로 상부 돔에로의 우회 유량이 정지되고 돔에 있는 다량의

물이 연료 채널을 통하여 내부 지역 연료집합체들을 냉각시킨 후 하부 공동에서 외

부의 비상급수와 만나 상향 유동하면서 외부 지역 핵연료 집합체들을 냉각시킨다.

이 냉각수들은 정상 운전시에는 냉각재 우회 및 중성자 감속 기능을 맡고 있으나

사고시에는 유로 방향이 바뀌면서 압축 주입및 피동적인 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노

내 축압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상부돔과 감속재 수주의 냉각재 양은 상당히 많

아 30초 이상 노심 내의 유로를 형성 시킬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자연대류 기능이

다.

- AFS : 주 냉각수/주급수 계통의 예비 성격인 AFS는 터빈 구동 냉각계통인

데 고압에서 주증기관의 MSIV 상류의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키므로 피동적인 방법

으로 노심을 격리시키고 냉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ADS와 AFS 는 피동 계통이긴 하지만 완전한 자연 대류를 이용하는 계통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피동형 잔열계통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계통은 장기적인 냉각수/주급수 상실시 자연대류에 의한

지속적인 냉각 능력 확보를 위하여 신형 PWR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동형 이차 계

통 냉각계통(Passive Secondary Cooling Sys, PSCS)과 같은 개념으로서 피동 냉각

계통이다. 수조는 자연대류를 위한 구동 수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온관보다 상당

히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원자로 보호신호

안전원칙인 노심 유량 유지 관련 변수및 원자로 출력등이 원자로 보호계통

을 작동하는 주요 변수이다. 이들 신호들은 .‘냉각재 공급‘ 및 ’냉각재 출구‘와 관련

되어 있다. 냉각재 공급이 감소하면 유량 감소 신호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원자로

트립(레벨 1 저유량: 유량이 전 출력 유량의 90%로 감소), AFS(레벨 2 저유량: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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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출력 유량의 20%로 감소), ADS/LPCI(레벨 3 저유량 : 유량이 전 출력 유량

의 6%로 감소) 가 순차적으로 작동한다.

원자로 출구가 막히면 압력이 상승한다. 정상 압력 25MPa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상승하면 원자로가 트립되고 (레벨 1 고압: 26.0 MPa) SRV가 개방된다(레벨

2 고압: 26.2 MPa). 이 개념은 BWR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전 개념과 비슷하나 운

전 압력이 높고 출력 변화가 적어 설정치까지의 압력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SRV의 개방 압력은 방출 밸브 8개의 개방 압력 설정치가 낮고(26.2-26.8 MPa), 안

전 밸브 8개의 개방 압력은 보다 높다(27.0 - 27.4 MPa)

밸브가 비정상적으로 개방되든가 냉각재 배관이 파열되면 압력이 감소된다.

만약 압력이 초임계 압력에서 미임계 압력으로 떨어지면 연료 표면에 있는 냉각재

가 드라이 아웃되면서 연료봉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는 시

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압력을 신속하게 떨어뜨려 원자로 압력이 임계압력 근처에서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의 설계는 원자로 압력이 정상 압력 25 MPa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임계 압력(22.1 MPa)의 110% 정도되는 압력에서(레벨 1 저압력

: 24 MPa) 원자로가 트립되고, 106% 까지 (레벨 2 저압력 : 23.5 MPa) 감소하면

ADS/LPCI 가 작동한다. ADS가 개방되면 원자로가 급속하게 감압되는데 그 기간

중에 드라이 아웃이 발생하더라도 노내의 ‘축압기’에 있는 다량의 냉각재로 인하여

연료 온도는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감압 사고시 원자로 트립 시점은 별로 중요하

지 않은데 이유는 감압으로 냉각재 밀도가 작아지면 음수의 반응도 궤환효과로 출

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자로 트립 신호는 많은 PWR 및 BWR의 경우처럼 4개의 독립적인 채널에 의해

작동된다. 트립 로직은 2/4를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트립 신호는 PWR의 트립신호

와 BWE의 트립 신호중 SCWR에 적용가능한 신호들을 참조하여 사용하며 ‘RCP 트

립’ ‘응축수 펌프 트립’과 같은 고유한 트립 신호도 있다.

전술한 SCWR의 신호와 원자로 트립 신호를 정리하면 표 4.1, 4.2와 같다.

                      표4.1 원자로 보호 계통 작동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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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원자로 트립 신호

제 5 절 예비 안전해석

가. 초기 사건

경수로의 경우 사고해석용 초기 사건(Initiating Events)은 일반적으로 미국

NRC가 제정한 Reg Guide 1.7 Rev2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FSAR 15장에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FSAR 15.1 : 2차 계통 오작동으로 인한 열 제거량 증가

FSAR 15.2 : 2차 계통 오작동으로 인한 열 제거량 감소

FSAR 15.3 : 냉각재 유량 감소

FSAR 15.4 :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FSAR 15.5 : 냉각재 재고량 증가

FSAR 15.6 : 냉각재 재고량 감소

FSAR 15.7 : 계통 또는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누출

FSAR 15.8 : 원자로 정지 없는 예상 과도 상태(ATWS)

SCWR은 PWR와 달리 1, 2차 구별이 없는 관류형 계통이므로 위의 분류 중

15.1, 15.2는 제외한다. 15.3, 15.4는 SCWR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15.5의

냉각재 재고량 증가도 수위 개념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 15.6은 LOCA 시의 우

려 사항이므로 사고에 포함시킨다. 15.6은 열수력 안전 해석보다는 방사선 안전 분

야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15.8도 분석을 수행한다. 선정된 카테고리들을 그대로 사



- 73 -

용하는 것보다는 SCWR의 계통 특성과 안전원칙을 반영하여 냉각재 유량, 압력, 반

응도, LOCA로 분류하되 발생빈도와 사고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과도상태와 사고상

태로 나누어 분류한다. 현재 일본, 미국,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로 분류된 사고

들을 다음 표 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초기 사건 사고명  비고

과도 상태

노심 냉각재 유량 감소
냉각재 부분 유량 상실

소외 출력 상실

원자로 압력 비정상

터빈 부하 상실

주증기 계통 격리

압력 제어 계통 고장/감압

반응도 비정상

냉각수/급수 가열 기능 상실

AFS의 부주의한 동작

냉각재 유량 제어 계통 고장

정상운전중 비정상 제어봉 인출

기동운전중 비정상 제어봉 인출

사고 상태

노심 냉각재 유량 감소
냉각재 전체 유량 상실

냉각재 펌프 축 고착/ 채널 봉쇄

반응도 비정상
전 출력 중 제어봉 이탈 사고

고온 대기 중 제어봉 이탈 사고

LOCA
대형 LOCA

소형 LOCA

            표 4.3 SCWR의 초기 사건 및 사고해석 명칭

나. 안전 해석 입력 초기 조건

계통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안전해석의 목적과 해석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민감도 분석을 거쳐 개념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전 계통의 설

계 타당성을 평가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LOCA등 15개 사고에 대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한 바 있고, 그보다 설계 진척도가 떨어진 미국은 펌프 코스트 다

운 시간, 원자로 정지 영향등 특정 변수의 적용 범위를 찾아 기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급수 상실 사고등 4개의 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중인 피동 잔열제거 계통을 추가하기 위한 성능 평가

를 목적으로 부하상실등 세 가지 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안전해석의 주요 입력으로서는 압력, 출력, 입구/출구 온도, 냉각재 유량/주

증기 유량, 최고 피복재 온도등의 운전 변수, 연료봉 직경, 피복재 내경, 피복재 외

경, 연료봉 피치, 연료봉 가열 길이, 원자로 용기 내경, 외경, 원자로 배럴 내경, 외

경 등의 기하 변수, 유체 물성치, 원자로 보호 계통 설정치및 보호계통 설계변수 등

이 입력되는데 보수성과 마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오차를 반영하고 초기 조건도 보

수적으로 가정한다. 표 4.4는 주요 운전 변수의 평균값과 LOCA 분석시 입력으

로 사용된 입력값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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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초기조건

핵연료 채널 최대 선형 출력(kW/m)        28           39

핵연료 채널 질량 유속(kg/s-m2)       945         1149

핵연료 채널 냉각재 입구/출구 온도(C)     305/500        305/573

피복재 최고 온도(C)        -          650

감속재 수주 질량 유속 (kg/s-m2)        94          113

감속재 수주 입구/출구 온도 (C)     280/366        280/348

표 4.4 주요 운전 변수 초기 조건

다. 주요 안전 해석 결과

지금까지 발표된 과도 해석 분석결과와 사고 해석 분석 결과 중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냉각재 유량 상실 사고 : 전체 냉각재 유량 상실 사고는 모든 주 냉각

재 펌프의 트립으로 생기므로 이 사고가 발생하면 5초 정도 코스트 다운으로 유량

이 줄어들다가 0이 되고 30초 후 AFS가 작동될 때까지 머문다. 원자로는 트립되어

출력은 붕괴율 발생수준으로 떨어진다. 주 냉각수 유량이 0으로 되면 상하부 압력

균형이 깨져 ‘노내 축압기’에 의한 역방향 유로가 형성된다. 주 냉각수 유량 감소로

연료 채널의 냉각재 온도가 올라가면 감속재 수주로의 열전달도 증가하여 수주 내

의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가 팽창하면 하향 유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연료 채널의

입구 유량이 증가하게 되어 AFS 유량이 충분해질 때 까지 일정 유량을 유지해준

다. 연료 피복재 온도는 주 냉각재 펌프 코스트 다운이 끝나는 시점 직후에 최고

가 되었다가 ‘노내 축압기’ 효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AFS 작동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감소한 상태이다. 피복재 최고 온도는 제한치를 넙지 않는다.

- 터빈 부하 상실 사고 : 비정상 압력 상태로서 사고 상태가 아닌 과도 상태로

분류되나 안전성 확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고시 터빈 우회 밸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 원자로 트립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

서 ATWS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터빈 제어 밸브가 잠겼으나 터빈 우회 밸브는 작

동하지 않으면 압력이 상승하는데 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변화가 수반되는

BWR의 경우와는 달리 밀도 변화가 크지 않다. 또 냉각재 계통의 출구가 닫힘으로

써 온도가 상승하는데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밀도 감소 효과는 압력 증가로 인한 밀

도 증가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 따라서 밀도 변화로 인한 반응도 인가량은 매

우 적어 출력의 상승및 압력증가가 크지 않다. 이 특성은 SCWR의 고유한 안전 특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압력이 상승하여 SRV가 개방되면 압력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출력도 감소한다. 사고 기간 중 최고 압력은 제한치보다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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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력에서의 제어봉 인출 사고 : 운전 중 제어봉이 인출되는 과도 사고로서

원자로 트립없이 1.3%dk/k 의 반응도가 인가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사고이다. 이 수

치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이다. 제어봉 인출 속도는 PWR의 최대 인출 속도와 같

다고 가정한다. 양의 반응도가 인가되면 출력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터빈 온도

제어 계통이 작동하여 터빈 우회 유량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냉각재 유량도 증가하

기 시작한다. 출력 증가와 함께 냉각재 밀도 감소에 의한 음의 반응도 궤환과 도

플러 효과에 의한 음의 반응도 궤환이 출력 증가를 억제한다. 모든 요소들을 합쳐

보면 제어봉의 반응도가 50% 정도 인가된 시점에서 출력과 유량증가가 최대로 된

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재 온도는 제어봉이 다 인출되는 시점에서 최고 온도에

도달하나 제한치 보다는 낮다.

- 대형 LOCA : SCWR에서의 대형 LOCA 사고는 RCP와 압력 제어계통이 작

동하고 있다을 때에라도 계통 압력이 ADS 설정치(23.5 MPa) 까지 감소될 수 있는

배관 파단 사고로 정의된다. 크기로는 저온관의 경우 15 - 100 % 이고, 고온관의

경우 34 - 100 %이다. 저온관 100 % 파단이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사고 초기에

노심 유량이 줄어들어 피복재 온도는 증가한다. 급격한 압력 감소로 1초 만에 압력

이 레벨 2까지 감소하면 ADS가 작동하여 유량이 회복된다. 피복재 최고 온도는

상승은 하지만 제한치보다 낮다. 온도 상승 정도는 파단 유량보다는 ADS의 작동

지연 시간과 작동 밸브 수에 더 민감하다. 방출(blowdown) 기간 중에도 ‘노내 축압

기’ 효과에 의해 노심에 유량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복재 온도는 별로 오르지 않고

ADS 작동 후에는 감소한다. 노심 재관수(reflooding)이 시작되면 피복재 온도는 초

기보다 낮아진다. 피복재 온도는 LPCI 용량이나 축방향 출력 분포에는 크게 민감하

지 않다. 그러나 ADS로 방출된 증기가 억제 수조(supression pool) 수면의 어느 위

치에서 방출되느냐에 따라 LPCI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억제 수조의 설계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4.3, 4.4는 대형 LOCA 시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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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형 LOCA 방출시의 열수력 거동 그림 4.4 대형 LOCA 재관수기의 열

수력 거동

- 소형 LOCA : 소형 LOCA는 파단 면적이 작아 노심 압력이 ADS 작동 설정

치 이상에서 머무는 배관 파단 사고로서 압력 제어 계통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압력이 임계 압력 이상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이 사고는 부분적인 냉각재 유량 감소

사고로 볼 수 있다. 소형 LOCA 중 가장 심각한 경우는 감압에 의한 냉각 효과가

없으므로 피복재 온도가 대형 LOCA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제한치 보다는

낮다. 압력 감소에 의한 ADS 작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다른 신호 즉 ‘드라이

웰 압력 상승’ , ‘냉각재 입구/ 출구 유량 불일치’ 등의 신호에 의한 ADS의 작동을

신뢰하면 최고 온도는 대형 LOCA 시의 최고 온도보다 낮아진다. 상기 사고해석

결과 최고 피복재 온도를 요약하면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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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주요 사고시의 최고 피복재 온도

6. 안전해석 관련 전산코드 및 실험

미국, 일본, 한국의 SCWR 해석 전산코드는 공통적으로 경수로 해석용 전산

코드를 초임계압용 해석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NRC가 개

발한 RELAP5-3D 3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SPRAT-DOWN-UP 및 SCRELA 를 사용

하였고 한국은 TASS/SCWR을 사용하고 있다. 각자 분석한 사고 내용과 계통 설계

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계산 결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공통적으로 경수로용 안

전분석 코드를 확장 수정하면 SCWR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본 연구 단계에 있는 견구 단계를 감안하면 안전분석 코드는 국산화된 계통 코드

인 MARS나 개발중인 코드인 SPACE의 사용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다. 기존 의

경수로 분석용 코드에는 주로 임계 압력 이하의 증기표에 의한 물성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SCWR 해석용 코드는 초임계 영역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영역을 넓히고 사용이 간편하며 내부 영역 계산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노력은 계속 강화되어있는데 특히 가상 임계 열속 부근의 급격

한 온도 밀도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해석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은 설계의 진척도와 전산 해석 결과를 상호

연결하여 실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에 따라 여러 실험을 수행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인 LOCA시의 재관수 현상은 우선적으로 실

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재관수 시의 급냉 전선(quenching front)의 수위는

억제 탱크 속에 잠기는 ADS 방출관의 수면 하의 깊이와 관계있다. 그 급냉 전선

의 수위에 따라 연료 피복재 온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APR-1400 개발 과정에서

IRWST의 분사구 (sparger) 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노우 하우

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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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SCWR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노심개념 평가를

수행하였다. 핵연료봉과 감속재 등 주요 노심제어인자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

하고 노심출력분포 및 고연소도 요건을 만족하는 노심개념 평가가 이루어져 가연성

독봉의 축방향 zoning, 핵연료 농축도 상향 조정 등의 개념설계가 수행되었다.

노심열수력 평가를 위한 부수로 코드체계를 확립하고 열전달 상관식 및 반경방

향 출력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피복재온도가 안전제한치임을

감안하면 상관식의 정확도가 여유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그

리고 SCWR은 반경방향 엔탈피 첨두인자가 매우 큰 노형으로 알려 졌는데, 본 연구

를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

축도를 가지는 연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오리피스 설

계 및 연료봉 직경을 달리하는 등 유량재분배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과도상태와 사고상태시의 안전제한치와 안전계통의 요구사항, 원자로 보호신호

등을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고 안전해석을 위한 초기사건, 초기입력조건

및 주요 안전해석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주요 기술

적 현안은 기존 경수로 및 초임계화력발전 기술의 응용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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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106

1. Ne6+ 이온조사에 따른 조사손상 평가: 1, 5, 10 dpa (450 및 550℃)
- MA956 ODS 합금의 경우 T92 및 알로이 800H에 비하여 조사기공의 평균

크기는 15% 이상 작은 반면 수 밀도는 각각 10배 및 2배 정도 높아 상대

적으로 미세한 조사기공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됨.
- MA956 ODS 합금의 경우 조사기공이 분산산화물과 기지상 사이의 계면에

서 주로 생성되고 위치하는 것을 보아 분산산화물이 ODS 합금의 고른 조

사기공의 분포에 그리고 결국은 조사저항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
2. 박판시편 Kr 이온조사 (0.0025 dpa)에 따른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

- T92, 알로이 800H 및 MA956 합금 시편에서 void는 관찰되지 않았음.
- 알로이 800H의 경우 이온조사로 인한 (dislocation-free) channeling 현상이

널리 관찰되었으므로, 이것이 이 합금 시편의 조사경도 증가에 많이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이온조사,
조사팽윤, F/M 강, 니켈 합금, ODS 합금

영 어
SCWR candidate material, ion irradiation,
irradiation swelling, F/M steel, Ni alloy,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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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적용성 평가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원자력 노심소재의 조사특성 연구 및 평가는 초임계압수냉각로 뿐 아니라

Generation IV 원자로 등 미래원전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

연구개발 분야들 가운데 하나이다. 미래원전 조사환경 하에서 이들 노심 후보소재

의 조사거동을 미리 평가함으로써 현존 상용 후보소재들 가운데 미래 원전의 노심

소재로 적합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선정하는 것이나 혹은 필요 시 기존 합금의 개

선 혹은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포함하여 해당 소재의 조사특성을 평가하고 그 특성

치들을 확보하는 것은 비켜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후보 노심소재의

중성자 조사 시험 및 조사재 특성평가는 필요한 조사시험용 원자로 및 조사시간의

확보, 조사캡슐 및 시편의 준비 그리고 나아가 조사 후의 대기시간과 특성평가에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상당한 재원과 함께 긴 시험기간을 필요로 하는 중성자 조사시험을 대신

하여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이온조사를 시행하고 이온조사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 분석 및 특성 평가 등을 통한 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연구는

중성자 조사 연구에 비하여 예비적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적은 재원과 시간을 투자

하여 수행할 수 있는 후보소재 특성 평가 연구분야이다. 이는 초임계압수냉각로 타

당성 연구 가운데 노심 후보소재의 초임계압수냉각로 운전 조건에서의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고온 미세조직 및 칫수 안정성, 그리고 초임계압수에서의 부식, 응력부

식균열 평가 등과 함께 수행되어야할 중요한 평가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는 미래원전의 타 노형들에 비하여 효율이 더 높고 무엇보

다 대용량으로 제작, 운영하기에 유리하여 전력생산용 미래형 원자로로서 더욱 적

합하며 2차계통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초)초임계 화력발전소

의 2차계통과 동일한 개념 및 시설이므로 경제산업적으로 다른 원자로형들에 비하

여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 후보소재 이온조사시험

∙국내외 이온조사 시험시설 현황 파악 및 조사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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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시험 (상온 및 고온): 400, 500oC; 10 dpa까지

∙후보소재의 whole thickness 이온조사 예비시험

2. 이온조사 후보소재 특성 분석 및 적용성 평가

∙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영향 분석 (미세조직, cavity 생성 및 분포 분석): cavity 

생성 및 크기분포

∙후보소재의 이온조사특성 종합 비교평가

∙이온조사 저항성 우수 후보소재 예비선정

∙중성자 조사 시험 및 조사취화 특성 평가 준비

3. 문헌조사 및 해외동향 추적을 통한 사전준비: 

∙SCW 분광분석 및 용존기체 측정 계통 구축

∙SCW dual-inlet once-through loop & cell 계통 구축

∙SCW 조건에서 O2/H2 재결합 반응속도 측정 예비조사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용존 O2/H2 전기화학 거동 측정

∙중성자 조사와 금속산화물 콜로이드가 H2O 방사분해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및

∙초임계/아임계압수 경계조건에서 방사분해물이 산화환원 전위에 미치는 영향

Ⅳ. 연구개발결과

1. 후보소재 이온조사시험:

- 국내외 이온조사 장치 활용 후보소재 이온조사시험 수행

-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tandem 가속기, 중국 IMP (Institute Modern Physics)의 싸이

클로트론 활용

- 대상재료: T92, MA956, 알로이 800HT

- 조사온도: 상온, 450, 550 oC

- 조사량: 1, 5, 10 dpa

- 조사이온원: 8.4 MeV Fe 이온, 122 MeV Ne 이온, 2.03 GeV Kr 이온

2. 후보소재 이온조사 후 특성변화 분석: 이온 조사된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재료의

미세구조 분석 및 조사 cavity 정량화

가. Ne6+ 이온조사에 따른 조사손상 평가: 1, 5, 10 dpa (450 및 550℃)

- MA956 ODS 합금의 경우 T92 및 알로이 800H 시편에 비하여 조사기공의 평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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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5% 이상 적은 반면 수 밀도는 각각 10배 및 2배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미

세한 조사기공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

- MA956 ODS 합금의 경우 조사기공이 분산산화물과 기지상 사이의 계면에서 주로

생성되고 위치하는 것을 보아 분산산화물이 ODS 합금의 고른 조사기공의 분포에

그리고 결국은 조사저항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

나. 박판시편 Kr 이온조사 (0.0025 dpa)에 따른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

- T92, 알로이 800H 및 MA956 합금 시편에서 void는 관찰되지 않았음.

- 알로이 800H의 경우 이온조사로 인한 (dislocation-free) channeling 현상이 널리 관

찰되었으므로, 이것이 이 합금 시편의 조사경도 증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초임계압수냉각로 타당성 연구, 기술부분 가운데 후보소재의 적용성 평가 연구

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상용 후보소재들의 조사저항성을 이온조사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초임계압수냉각로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가동온도와 조

사조건 하에 있을 미래원전의 다른 원자로형의 노심 후보소재에 대한 조사영향평

가를 함께 하는 의미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해서 상용 ODS합금 (MA 956)의 경우 T92로 대표되는 F/M강이나

고 니켈합금인 알로이 800H에 비해서 조사 팽윤 저항성이 훨씬 나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이온조사특성의 관점에서는 ODS 합금이 다른 종류의 후보 합금들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중성자 조사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원전 노심소재의 경우

기존 및 개발 ODS 합금의 활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온 및 중성자 조사특성 평가와 아울러 여타 필요한 특성 평가 (고온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 및 칫수 안정성, 냉각재와의 상합성 등 포함)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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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SCWR Candidate Materials

II. Objectives
Studies on irradiation behaviors of in-core candidate materials are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areas for the development of not only SCWR but also other Generation IV 
reactors. Investig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irradiation behaviors of the in-core 
materials is one common and major research area together with the microstructural and 
dimensional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compatibility with the relevent coolant media in Generation IV reactor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the evaluation of the irradiation behaviors of these candidate 
materials, including commercially available alloys and developmental ones, we could be 
possibly step forward to the selection of the proper materials, or the issuing the needs 
of the development of new alloys for the in-core components. Neutron irradiation tests 
and the consequent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however, require substantial resources 
as well as a long research duration. Although ion irradiation tests have limitations to 
simulate the neutron irradiation test in a few aspects, ion irradiation tests an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irradiated samples need much smaller resources and a shorter 
time.
In this project ion irradiation tests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irradiation behavior of 
the SCWR candidate materials are ai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andidate 
materials. SCWR system appears to have several advantages compared with the currently 
operating LWR's; a higher capacity and efficiency, simpler system design as well as the 
same turbine and generator system of the (ultra) supercritical fossil power plants which 
are already running domestically and worldwide. It seems a good candidate nuclear 
power plant system for the electricity generation.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SCWR in 
a technical view point, it would be a vital part to evaluate the irradiation behavior of 
the candidate materials for the in-core component along with the other properties.

III. Scope and Contents
Ion irradiation tests an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irradiated samples; up to 10 dpa at 
400 and 500oC
- Microstructural evolution including cavity formation and size distribution
- Irradiation hardening
- Survey of the ion irradiation facilities in the nation and irradiation test preparation
- preliminary ion irradiation test of whol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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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erature survey: Spectrochemical analysis of SCW and the facility for dissolved gas 
measurement in SCW
Facility of SCW dual-inlet once-through loop and cell
Measurement of the reaction rate of O2/H2 recombination in SCW
Measurement of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O2/H2 dissolved in 
a subcritical water
Measurement of the effects of the neutron irradiation and metal 
oxide colloid on the radiolysis of H2O and the effects of radiolysis 
products on the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at the supercritical - 
subcritical boundary

-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candidate materials in the view point of the irradiation 
behaviors

IV. Results
1. Ion irradiation test of the candidate materials
- T92 steel of F/M steel, Alloy 800HT of high Ni alloy, MA 956 of ODS alloy
- Utilizing a tandem accelerator a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and a cyclotron at Institute of Modern Physics (IMP),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China

- Irradiation condition: 1, 5, 10 dpa at room temperature, 450 and 550oC
- Ion sources: 8.4 MeV Fe4+; 122 MeV Ne6+; 2.03 GeV Kr

2. Characterization of the ion irradiated candidate materials
- Ion irradiation behavior of three samples: Irradiation cavities in MA 956 ODS alloy 

specimens, when irradiated with 122 MeV Ne ions up to 10 dpa at 450 and 550oC 
showed smaller in size by 15% than those in T92 steel or Alloy 800HT specimens. 
Number density of the cavities in MA 956 specimens, on the other hand, was ten 
times and two times higher than T92 and Alloy 800 HT specimen respectively. 
Therefore the irradiation cavities in MA 956 ODS alloy specimens could be said to 
have formed in a smaller size with a higher density which is believed to be more 
beneficial to macroscopic properties than larger cavities with lesser density.

- Ion irradiation cavities in MA 956 ODS alloy specimens show to locate on the 
nano-sized oxide particle/matrix interfaces with a specific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nd nano-sized oxide particles may seem to take a part in the even distribution of 
tiny cavities in ODS alloys, and accordingly retard the irradiation hardening/ 
embrittlement as well as irradiation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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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n foil specimens irradiated with 2 GeV Kr ions with a very low dose but a 
relatively uniform damage profile

- No void was found in T92, Alloy 800HT, and MA 956 ODS alloy specimens
- In Alloy 800 HT specimens bright strips (probably dislocation-free channeling) was 

found in a large area

4. Irradiation hardening in Fe4+ ion irradiated: not systematic behavior compared with 
the phenomena found in Fe-Cr binary model alloy specimen

V. Significance and Further Applications
  The candidate materials for in-core components of SCWR is also the candidate ones 
for the other Generation IV reactors, and the evaluation of the irradiation behavior of 
those materials under the anticipated operation range is a common and essential research 
area to realize the reactor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ion irradiation behavior of the candidate materials for SCWR in this project is 
not restricted to the SCWR candidate materials only, but is also useful to the 
application to the other reactors.
  In this project MA 956 ODS alloy is revealed to have much better resistance to 
irradiation damage, it would be wise to study in depth the commercially available and 
developmental ODS alloys in the various aspects, i.e. microstructural and dimensional 
stability,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the compatibility with the coolant 
media as well as the fabr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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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특성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이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평가분야들로는 후보소재의 예상 사용온도 영역을 포함하는 고온영역에서의

기계적 특성평가 부분이 그 하나가 될 것이다.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출구온도는 508℃로

예상되므로, 핵연료 피복관의 최대온도(PCT: Peak Cladding Temperature)는 620℃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피복관 최대온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예, 일본 Oka 교수의 최근 논문에서는 740℃ 주장[1]) 상기 평상 예상운전온도

더하여 매우 짧은 시간을 거치는 transient 기간의 경우 850℃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소재의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 및 고온에서의

부식/응력부식균열 저항성 평가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고온영역에서의 평가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보소재의

조사저항성의 경우 소재의 온도가 어느 수준을 지나서 높아질수록 그 저항성이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도부터 3년간 수행된 미국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및 미쉬간 대학과

함께 수행한 바 있는 I-NERI 과제를 통하여 상용 F/M (Ferritic/Martensitic) 강, 고 니켈

합금 및 20%Cr ODS 합금 등과 같은 초임계압수냉각로 주요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초임

계압수 환경에서 부식 및 응력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는데, 제한적인 평가결과이긴 하지

만 F/M 강의 경우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부

식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2]. 즉 F/M 강의 경우 일반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초임계압수의 수화학 조절, 소재의 개선 혹은 해당소재 표면에의 피막처

리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2005년도에 8개월간 수행한 바 있는 Generation IV 선행과제를 통한 이온조사

저항성에 대한 예비 연구에서는 ODS 합금이 상용 F/M 강에 비하여 공동의 분포가 매

우 균일하여 조사저항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 것도 확인한 바 있었

다. 해당 노심부품 소재의 최종 선택은 소재의 한 두 가지의 특성이 우수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 열적 특성에 더하여 기계적 특성 (인장, 크리프, 파

괴인성, 등),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등의 냉각재 및 사용 환경에서의 상합성 및

중성자 조사 환경 하에서의 저항성 등 제반 특성들을 두루 확인하고 평가한 후에야 가

능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필요한 제반 특성들을 충분히 완비한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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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후보소재 각 특성들의 요구치에 대하여 서로 절충하

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들의 조사저항성을 일단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는 중성자 조사시험이 필수적일 것이나, 주어진 예산과 연구개발 기간 범위

내에서는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일단 이온조사시험을 통하여 초

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들의 조사저항성에 대하여 예비적인 판정을 하고자 한다. 이는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행된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대한 평가결과

와 아울러 검토할 경우 후보소재들의 초임계압수냉각로 적용가능성 혹은 예상 애로점의

수준들을 확인하고 예비적이나마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는 각 나라마다 평가하는 소재들이 다소 차이가 나

지만 일반적으로 F/M 강 종류로는 T91, T92 및 T122 강 그리고 고 니켈합금으로는 인

코넬 690, 625, 718, 알로이 800H가 포함된다. 본 과제에서의 이온조사시험 및 평가에는

각 강종 및 합금종류별로 대표 강종 한가지씩을 선택하여 F/M 강 가운데에서는 고온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T92강,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고 니켈기 합금 가운데에서는 알로

이 800H, 그리고 20Cr 함유 철계 ODS 합금인 MA956 합금이다.

이온조사시험을 위해서 국내의 연구기관 (한국자원지질연구소 이온빔 응용연구팀) 

보유 가속기 및 중국 IMP (Institute of Modern Physics) 보유 사이클로트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유 가속기의 경우 고온시험을 위한 가열장치가 근래에

개발되었으나 충분히 높은 온도까지 활용할 수가 없고 (300℃ 상한) 아직 불안정한 상황

이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기기는 self ion (본 연구의 경

우 Fe 이온 및 Ni 이온) 조사 등 이온원의 선택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므로 F/M 강

시편의 경우 Fe 이온을, 고 니켈합금 시편에 대해서는 Ni 이온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해당 기기의 운용 연구팀의 제한적인 운영한계 때문에 1 dpa 이상

을 조사하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중국 IMP (Institute of Modern Physics) 보유 사이클로트

론의 경우 주로 고에너지 불활성 개스 이온원을 이용하여 조사량 10 dpa 수준까지 조사

시험하였는데 이 장치의 경우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400 및 500℃ 영역에서 수행하였다.

조사시험 후 시편의 분석 및 평가는 나노종합팹센터 및 기초지원연구원의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조사공동의 관찰 및 기록, 그리고 시편두께를 측정하여 조사

팽윤에 대한 후보합금 시편별 상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나노종합팬센터의 나

노인덴터를 활용하여 조사경화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온조사의 경우 조사 손상 층이 시편 표면으로부터 일정 두께에 매우 얇은 층에

걸쳐서 국부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경도측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계적 특성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온조사 시 degenerator를 이용하여 시편의 양면에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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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thickness 이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100μm 정도의 시편 두께 전반에 걸쳐서 비

교적 고른 조사량의 이온을 조사한 후 3-point bending test 등을 통하여 후보소재간의 그

리고 조사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 및 파괴인성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실제로 degenerator를 사용하는 경우 총 이온조사량이 degenerator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통한 시험 및 평가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예상 출구온도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출구온도와 유사한

온도영역이므로 이 두 원자로 개념의 피복관 후보소재는 고온 기계적 특성 요구치는 유

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된 조사손상 기구가 열중성자에 의한 것과 고속중성자

에 의한 것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구조와 소재가 상이

하다.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후보소재 혹은 개발소재에 대한 해당 원자로

에의 적용성 평가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소재이든 원자로 피복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중성자 조사시험 (out-of-pile 및 in-pile 시험)을 통한 중성

자 조사 저항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단 중성자 조사시험

및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과 연구기간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경우 일단 이온조사 시

험을 통하여 후보소재들 사이의 상대적인 조사저항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조사저항성

이 더 나은 후보소재들을 예비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초임계압수냉각로의 후보소재로 거론되고 있는 F/M 강 및 고 니켈합금들에

대한 조사저항성 연구는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1960년대에 개발된 10～12Cr 

강종들 가운데 (예, HT 9 강) 몇몇 가지는 초기 소듐냉각시험로에서 조사손상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이는 초임계압수냉각로를 포함한 Generation IV 구상이 모습을 드러낸지가

그리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후보소재들에 대한 조사저항성 연구는 아직 초보단

계이고 기존의 중성자 조사연구 자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의 결정요인으로는 고온 기계적특성 (인장특성, 크리

프 특성 및 파괴인성),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조사저항성 등이 될 것인데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한 요구 특성치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후보소재의 선정

을 위해서는 각 요구 특성치에 대한 실제 평가치들의 절충을 통해서 정해져야할 것

으로 판단된다.

피복관 소재의 부식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현재 가동 경수로의 피복관에 대한 특

성 요구치, 소듐냉각고속로의 핵연료 핀에 대한 예상 요구치 등을 원용할 경우 일

반부식에 대해서는 620℃/25MPa 초임계압수에서 14일간 침전시험을 수행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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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 mg/dm2/day 이하 수준의 부식속도를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탈기 초임계압

수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 크리프 특성으로는

600℃에서의 UBE (Uniform Burst Elongation) 값이 2.5% 이상을 나타내며, 650℃

100,000 시간의 크리프 파단응력은 70 MPa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온조사 시편의 미세관찰 및 조사경도시험 등에는 기 보유 분석기기 이외에 지

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나노종합팹센터의 첨단 연구기기

(FE-TEM, Nano-indentation기)들을 아울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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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이온조사 특성평가 관련 연구개발 실적

국내에서는 2005년도에 8개월간에 걸쳐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Gen IV 

선행연구과제)로서 ‘산화물분산강화 (ODS) 합금의 이온조사 특성평가’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Cr 철계 상용 산화물분산강화합금에 대하여

불활성이온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cavity 생성,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F/M 

강에서의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도 일부 관찰하여 비교 분석한 바 있었다.

1994년도에 원자력신소재개발부에서 국내 제조한 12Cr-1MoV 강과 압력용기

소재인 저합금강 SA 508-3 두 종의 강 시편에 대하여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양성자 조사를,  그리고 TRIGA MARK III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었고 주로 연성-취성 천이온도 변화와 파괴인성 변화 등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었다.

국외의 경우 중성자 조사시험을 모사하기 위하여 불활성이온, 자체이온, 그리고

두세 가지 이온 원을 동시에 조사하는 시험, 혹은 이온빔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in-situ)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9Cr 계열이나 12Cr 계열의 F/M 강, 산화물분산강화합금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Generation IV 프로그램이

발족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합금군들이 원자력 핵심소재로 관심을 끌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초임계수냉각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심

출구온도가 예전의 상용 원자로에 비하여 200℃ 이상 높은 Generation IV 

원자로에는 기존의 합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더 높은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이들 소재들에 대하여

조사저항성을 평가해야할 이유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 이해된다.

제 2 절 이온조사 특성평가 관련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이온조사 시험 및 중성자 조사시험은 모두 조사온도와 필요한 조사량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시설과 기술로 충분히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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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연구시설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공동연구 혹은 협조체계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2.1 Ion Beam Facility 참조).

현재까지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에 대한 조사특성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미미한 상태이며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의 평가 및 필요 합금의 개발 연구에는

조사특성에 대한 평가 연구가 어느 규모 이상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서

후보합금 및 개발소재들의 향후 초임계압수냉각로 노심부품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온조사시험 및 조사특성 평가는 중성자 조사시험에 비하여 재원과 시간이 적

게 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으므로

중성자 조사를 모사하여 다양한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조사저항성의 관점에서 일차

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미래형 원자로의 개발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소재의 선별 혹은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소재의 특성평가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평가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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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Facilities and capabilities of ion/electron irradiation test

CARET
Hokkaido Univ. NRiM ANL ORNL DuET/HiMAS

Kyoto Uni.

HIT
Univ. of 
Tokyo

TIARA
JAERI/Takasaki

Temp. Range
(Heater)

293-1273K
(Resistance)

liq. He - 
1073 K 10-1300K/15-1200 K 77-1273 K

(EB)
4  2073K
(Infrared)

293 - 1073K
(EB)

573  1073K
(EB)

Environment Vacuum Vacuum Vacuum Vacuum, He, O2, etc Vacuum Vacuum

Temperature Monitor TC High Resolution 
Thermography｣TC

TC+
IR Pyrometer TC

Primary Beam
(Representing Ions)

1MeV/15mA
e-

1 MeV/50nA
e-

0.1-1.2MeV
e- 100-300 kV 1-5 MV 6.8MeV Si 40mA

6.8MeV Ni 5mA 4MeV Ni 1mA 18MeV Si 10mA
18MeV Ni 6mA

Second Beam
(Representing Ions)

400keV/Ar 
100mA

200kV/100nA
heavy ion

300kV-5MV
Noble Gases
(H, Fe, Ni, 

Cu, Au)

600 kV
all ions 200-2500 kV 1MeV He 40mA 1MeV He 

10mA 3MeV He 50mA

Third Beam
(Representing Ions)

300keV/He 
40mA

30kV/100nA
light ion

20-600kV
Noble Gases
(H, S, Fe, 

Ni, Cu, Au)

He 2.0 MV
Ne 1.8 MV
Ar 0.9 MV
Kr 0.4 MV

singly charged

50-400 kV 5keV Ar 40mA None 400keV Ar 
50mA

1.5 mmφ beam
 at specimen

9 TEM Specimens
100 mm square

In-
beam

 
Experi
ments

Surface 
Conditioning No Yes No No

Particle 
Analysis None RBS/NRA/ERD/

Ion Channeling RBS/ERDA/QMS RBS None

Optical 
Analysis None

Ionoluminescence*
Photoluminescence*

Lase Ablation*

Iono
luminiscence None

X-ray 
Analysis None EDS, EELS EDS* / WDS* None None

Microscopy 1.2MV HVEM 1.0MV 
HVEM

1.2MV UHVEM/300kV 
IVEM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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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임계압수 방사화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에 대한 정보는 초임계압수원자로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원자로계통 구조재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금까지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원자로를 이용한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 연구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사분해 유도 에너지원으로는 코발트 등과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이나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전자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방사분해 예측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Generation IV 

사업의 일환으로 체코 NRI의 원자로 (LVR-15)를 이용한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

실증실험을 결정하였고, 2009년을 목표로 현재 루프 설치, 수화학 측정전극 개발 등

방사분해 실증실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System Research Plan for the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에 따르면 원자로 내/외부의 후보물질들의 테스트를 위해

수화학 특성 (water-chemistry specification)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rototype 초임계압수냉각로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화학 특성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임계압수 조건에서의 방사 분해

(radiolysis)를 이해하고, 이것이 부식 (corrosion)과 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의 화학과 물질 분야 R&D의 주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 첫 단계로, 초임계압수 용액들을 빔이나

가속기를 사용해 조사하여 다양한 라디칼들, H2와 O2들의 재조합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특성들과 속도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실험들은 280에서 625oC의

온도에 걸쳐서 행해져야 온도와 밀도의 함수에 따른 방사분해 메카니즘을 보다 더

잘 추정할 수 있다. 일단 원자로 내부의 SCW 루프들이 운전되면, 방사분해를

포함한 수화학을 조절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가능한

초기단계에서는 방사분해를 억제하기위한 임계 수소 농도 (CHC; critical hydrogen 

concentration)의 측정이 후보물질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적당한 수화학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물론 수화학은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화학연구와 원자로

외부의 부식 테스트 양쪽의 결과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Rate-defining processes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원자로 내에서의 조사형태 (중성자, 감마)와 중성자속

(neutron flux) 혹은 감마속의 함수로써 방사분해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부식과 SCC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 온도와 밀도범위에 걸친 각 반응종들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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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이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연료 피복과 터빈 블레이드들의 표면에 석출되는

정도를 결정하기위해서는, 용해도에 있어서의 방사선 조사, 수화학, 물 밀도와

열속의 영향 등이 측정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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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연구분야

초임계압수냉각로는 Generation IV의 여섯 주요 원자로 가운데 하나로서

초임계압수를 냉각재로 활용하는 대용량 발전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원자로이다. 

이 Generation IV 원자로의 실현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분야들은 2002년 말에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에서 발간한 Technology Roadmap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초임계압수 냉각로의 소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주요 연구기술

연구 분야로는 첫째 Corrosion &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둘째 Radiolysis & 

water chemistry, 셋째 Dimensional & microstructural st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ength, embrittlement, & creep resistance 네 분야이다.

이를 2005년 서울에서 있었던 초임계압수냉각로 Material & Chemistry 예비 PMB 

모임에서 미쉬간대학의 G. Was 교수 (당시 해당 PMB의 공동의장)가 다음의 그림

3.1에서와 같이 필요 연구부분들과 당시 연구 참여의사를 밝혔던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잘 표현한 바 있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연구 및

시험이 복잡해지고, 따라서 수행난이도가 높아지며 동시에 재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험변수나 수집되는 데이터를 정확히 조절하거나 해석하는데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레벨 1에 해당하는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의 고온

특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초장기간의 크리프특성

등의 경우 기존 데이터가 없는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험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위에 위치한 레벨 2의 경우 세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그 첫째 2a의

경우 조사재의 고온특성으로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리스강, 고 니켈기합금의

일부 등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가 있으나 초임계압수냉각로의 예상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중성자 조사조건 (20 dpa/300-600℃)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희소한

실정이다. 그리고 F/M 강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화력발전소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므로 중성자 조사평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b에 해당하는 것은

초임계압수 내에서 후보소재의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평가 부분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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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근년에 일본의 히타찌, 핀랜드의 VTT, 미국의 미쉬간 대학과 일리노이스

대학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평가를 수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실험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시험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응력부식균열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c 부분은 초임계압수 내에서의 부식생성물의 이동 및

부착을 포함하는 수화학, 방사화학 분석 및 조절에 관한 분야인데 이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분야이다. 초임계압수의 특성은 초임계압수 냉각로

노심부품 구조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도 소재 연구와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레벨 3 부분은 초임계압수 내에서 조사재의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

평가부분으로서 조사재를 이온 조사재와 중성자 조사재로 분리하여 각각 3a와 3b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조사 후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은 동일하나 이온조사와 중성자조사는 시험기술과 소요재원 등의

차이가 많으므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조사재의

경우 조사시편의 전체에 대해서 조사영향 하에 있게 되는 중성자 조사와는 달리

이온조사의 경우 조사영향 부위는 시편의 표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제한 적인

국소부위에 한정된다는 점도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있다. 따라서 부식이나

응력부식균열 현상이 시편의 표면에서 시작되고 주로 시편 가까이에서 일어나기는

하여도 두 조사시험의 차이를 잘 인식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재의

경우 조사시험 후 방사성을 띠게 마련이므로 시편을 다루고 평가 분석을 하는

데에도 특별히 취급해야하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레벨 4는 소재의 노내 특성을 중성자 조사

하에서 직접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소위 in-pile 시험평가라 불리는 부분이다. 

이는 후보소재를 중성자 조사를 한 후 냉각기를 거치고 난 후 특성 평가하는 것

(out-of-pile 조사재시험)이 아니라, 중성자 조사 하에 놓여있는 소재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in-pile creep, in-pile corrosion, in-pile SCC,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연구로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 loop을 활용하는

것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러한 원자로 내 실험 loop 가운데

초임계압수 loop은 현재 없으면, 체코의 연구로 LVR-15에 초임계압수 loop의 설치가

EU의 FP 7 프로그램 내 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초임계압수의 방사화학분석 및

초임계압수 내에서의 일반부식 등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in-pile 초임계압수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시설이다. 후보소재의 in-reactor 거동 평가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로에

초임계압수 loop를 설치하고 있는 체코의 연구기관이나 EU 및 캐나다의 A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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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사업으로 구상하고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설을 구축하는데 뿐 아니라 그 시설을

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한두 나라나 기관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여러 나라 여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수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체코의 LVR-15에의 loop 설치가 완료되어가는 시점 및 각

국의 Generation IV 연구과제에의 참여수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지면 이 부분의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레벨 1과 레벨 2의 세 분야 그리고 레벨 3의 이온조사

평가부분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2005년도의 참여의사 개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Generation IV 

초임계압수냉각로의 Research Plan을 작성,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의 평가특성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인 초임계압수 내에서의 소재의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특성부분 (레벨 2 b)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다소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조사받지 않은 후보소재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연구과제는 레벨 3의 이온조사

평가의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온조사 시편의 초임계압수 내 부식 및

응력부식균열 평가는 재원문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온조사 후보소재의

조사팽윤을 포함한 미세조직분석, 조사시료의 경도변화 평가를 통한 조사취화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온조사의 경우 조사된 이온이 시료의 표면에 매우

인접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표면에서 수 마이크론 혹은 수십 마이크론 정도의

깊이에 국한하여)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사 후 그 미소부위에 대한 영향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중성자

조사시험에 비하여 재원이 적게 소요되고 또한 조사시험 후 시료를 취급하는데

용이하므로 평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므로 조사 후 특성변화의 측면에서

후보소재들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그림 3.1. Pictorial Representation of the Coverage of Research Areas Organized  
according to Test Complexity.

제 2 절 후보소재의 고온 이온조사 특성 평가

1. 후보소재의 이온조사시험 (상온 및 고온; 400, 500℃/10 dpa까지)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 가운데 3 종의 F/M 강 계열 (T91, 

T92 및 T122), 4 종의 고 니켈합금 (Inconel 690, 625, 718 및 알로이 800H) 그리고

산화물분산강화합금으로는 상용 철계 합금인 MA956과 자체 시험제조한 ODS 합금

3 종에 대하여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보유한 Tandem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약 8 MeV의 철 이온 (Fe4+)을 가속 조사하였다. 조사는 상온 및

300℃에서 수행하였으며, 조사량은 1 dpa 및 5 dpa까지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IMP (Institute of Modern Physics)가 보유 운용하고 있는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122 MeV의 높은 에너지를 갖는 Ne6+ 이온은 각각 450 및 550℃ 온도에서

1, 5, 10 dpa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이온의 경우 철계 합금에 대해서 damage profile을 각각 SRIM 및 TRIM 

code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철기

합금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8 MeV 에너지를 갖는 철 이온의 경우 peak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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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시편 표면으로부터 약 1.7～1.8 micrometer 수준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122 MeV의 Ne 이온의 경우 같은 합금시편에 대해서 약 35 micrometer 

내외의 깊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사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 Depth damage profile in 9 Cr steel (a) by 8 MeV Fe ions using TRIM 
estimation and (b) by 122 MeV Ne ions using SRIM 96 estimation [3, 4]

2. 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영향분석 (미세조직, cavity 생성 및 분포 분석)

그림 3.3와 그림 3.4은 고 니켈합금의 대표적인 합금인 알로이 800H의

450℃에서 Ne 이온을 조사한 경우의 조사 cavity 생성을 나타내주는 TEM 

조직사진을 그리고 그 cavity들의 크기분포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알로이 800H 

합금의 경우 cavity의 크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어떤 미세조직 상의 특이

부분에 (예 결정립계) 모여 있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고 시편 전반부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M 강 계열인 T92 합금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기계적 특성 등의 급격한 변화를 상대적으로 덜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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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TEM micrograph of alloy 800H irradiated by Ne ions

up to 10 dpa at 4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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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ize distribution of irradiation cavity in alloy 800H specimen;
10 dpa of Ne4+ ions at 450oC

아래의 표 3.1에 F/M 강의 대표적인 강종이라 할 수 있는 T92, 고 니켈합금의

알로이 800H, 그리고 상용 ODS 합금인 MA956 합금에 대하여 450℃에서 Ne 

이온을 10 dpa 수준까지 조사한 경우의 생성된 조사 cavity의 수밀도 (number 

density) 및 평균 직경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 cavity의 수밀도는 T92, 알로이 800H, 

그리고 MA956 순서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사 cavity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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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크기는 그 반대 순으로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

조건에서는 총 팽윤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F/M 강의 경우

숫자는 적어나 상대적으로 더 큰 cavity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크기분포의 차이가 실제 합금의 성능 혹은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후보소재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Comparison of the number density and average diameter of irradiation cavity 
in T92, alloy 800H and MA956 specimens; Ne6+ ion at 450℃ up to 10 dpa

T92 Alloy 800H MA956

Number density
(#/cm3)

3.8×1014 7.9×1014 3.5×1015 5.4×1015

Average diameter
(nm)

40.6 33.0 22.0 18.8

3. 박판 시편 고에너지 Kr 이온조사 특성평가

  가. 박판 Kr 이온조사 시험

우선 SRIM 코드를 이용하여 T92, 알로이 800H, MA956 세 합금 시편의 경우

2 GeV의 Kr 이온조사의 경우 모두 peak damage region은 표면으로부터 약 110-120 

micron 깊이 범위인 것을 확인하였다.

시편의 전체 두께에 걸쳐 고른 조사량을 얻기 위하여 energy degrader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SRiM 코드에 의한 손상 프로파일을 검토한 결과 peak damage 

region 약 100 ㎛ 깊이에 이르기 전 시편 표면으로부터 약 60㎛ 정도까지 영역에

걸쳐서 이온 조사량이 비교적 고른 것을 확인하고 60㎛ 두께의 시편을 준비하고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참조 그림 3.5).

시편 두께 전반에 걸쳐 고르게 이온을 조사하려면 총 조사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시편을 한 면에서 조사한 후 시편을 뒤집어 반대쪽 면에서 조사하면 시편

두께에 걸쳐서 총 조사량이 좀 더 고르고 또한 더 많은 조사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과제에서는 한쪽에서 조사한 시편들에 대해서 관찰,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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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stimated damage profile for 60 micron thick MA956 (19Cr Fe based 
steel) specimen by the irradiation with 2.03 GeV Kr ions for 47 hrs (SRiM 2003); 

peak damage at around 110-120 micron deep region.

  나. Kr 이온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평가 (경도/탄성계수 변화 측정)
그림 3.6은 Kr 이온 조사에 따른 경도와 탄성계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Kr 

이온을 조사한 MA956과 알로이 800H 시편의 경도 측정결과 이온조사 전 합금

시편들에 비하여 더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각 5.2% 상승 및 10.2% 상승), 

T92강 시편의 경우에는 경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6% 감소). 하지만

T92강 시편의 경우 다른 합금 시편들에 비하여 결과치의 분산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한 시편에 20회 측정), 조사경화로 인한 오차 범위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 보여주었다. 그리고 탄성계수변화도 경도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7에 조사한 알로이 800HT 시편에 나노 인덴테이션 시험을

수행한 후 시편표면에 남은 나노 인덴터 자국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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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GPa) difference

(%)unirradiated irradiated

MA956 3.86 4.06 5.2

Alloy 800H 2.44 2.69 10.2

T92 3.43 3.41 - 0.6

그림 3.6 Hardness change of three candidate alloy specimens after relatively 
uniform irradiation with 2 GeV Kr ions at 0.002 to 0.003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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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Optical micrograph of nano-indents on irradiated alloy 800H specimen.

4. Kr 이온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관찰

Kr 이온 조사시편의 미세조직 변화를 TEM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조사 전

시편의 경우에는 두께 100 마이크론 정도까지는 기계적 연마를 한 후

전해연마하였고, Kr 이온 조사시편의 경우에는 FIB (focused ion beam) 장치를

활용하여 시편 준비를 하였다. 아래 그림 3.8에 조사 전의 세 함금 시편과 Kr 이온

조사 후의 각각의 합금 시편들의 대표적인 TEM 조직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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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rradiated irradiated

MA
956

Alloy
800H

T92

그림 3.8 Microstructural changes of MA956, Alloy 800H and T92 specimen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with 2 GeV Kr ions.  

TEM 관찰 결과 T92, 알로이 800H 및 MA956 세 합금 시편 모두에서 조사로

인한 기공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우려했던 대로 총 조사량이 0.003 dpa 수준으로

매우 낮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알로이 800H 시편의 경우에는

이온조사로 인한 (dislocation-free) channeling 현상이 시편 전반에 걸쳐서 널리

관찰되었으며 이것이 알로이 800H 합금시편의 조사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r 이온조사 시편의 경우 조사기공은 생성되지

않았지만 점결함 및 dislocation 등 다양한 조사결함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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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A956

(a) (b)

(c) (d)

그림 3.9. TEM micrographs of irradiated MA956 specimens;

(a) & (c) bright field images, (b) & (d) dark fiel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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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00H 

(a) (b)

(c) (d)

그림 3.10. TEM micrographs of irradiated alloy 800H specimens;

(a) & (c) bright field images, (b) & (d) dark field images.



37

  다. T92

point defect가 다른 합금에 비해 관찰이 용이 함.

(a) (b)

(c) (d)

그림 3.11 TEM micrographs of irradiated T92 specimens;

(a) & (c) bright field images, (b) & (d) dark fiel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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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문헌조사 및 해외동향 추적을 통한 사전준비

1. SCW 분광분석 및 용존기체 측정 계통 구축

원자로를 이용한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 연구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사분해 유도 에너지원으로는, 아래 실험구성 그림 3.12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전자가속기를 이용한 펄스형태의 고에너지 전자빔이 주로 사용되었다 [3].

그림 3.12. Schematic of SCW radiolysis UV spectroscopy system (above) and high 
temperature cell (below).  

전자빔에 의한 방사분해 후, 방사분해물은 빠르게 소멸하므로 일반적으로 시간분해

분광기법 (time resolved spectroscopy)으로 방사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한다 (그림 3.12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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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방사분해물의 검출은 방사분해물과 쉽게 반응하여 자외선 흡수영역에서

활성화되는 유기화합물을 첨가하여 측정한다. 

초임계압수 방사분해반응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용존기체는 용존수소와

용존산소이며, 초임계상태에서는 용존기체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미임계상태로

전이되면 불안정하여 재결합 반응에 의해서 제거된다. 용존수소의 양은 그림

3.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기화학적으로 세라믹에 감긴 백금선과 팔라듐 선 각각의

저항값 비교로 결정된다. 팔라듐의 저항은 매질에 존재하는 수소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백금의 저항은 온도에만 의존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4].

그림 3.13 Palladium resistance probe for monitoring dissolved hydrogen in high 
temperature aqueous system. 

그림 3.14 Potential of sensors with painted and IBS-deposited electrodes as a function 
of hydrogen concentration in pure water at 250 and 300oC and at 11.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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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t)/ZrO2(Y2O3)/(Pt) Steam + O2  

그림 3.15 Pt coated YSZ probe for monitoring dissolved oxygen in high temperature 
aqueous system.

문헌에 의하면 고온 수용액 조건에서 용존산소 측정은 기체 내의 산소를

측정하는 기술 (그림 3.14 참조)을 그대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금이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튜브 내외면에 코팅된 전극 시스템에서

내면은 정상 대기조건에 외부는 측정하려는 조건에 노출 시킨 후, YSZ 튜브 내외에

코팅되어 있는 백금의 전위차 (potential difference)가 산소농도를 결정하게 된다. 

2. SCW dual-inlet once-through loop & cell 계통 구축기술 확보

원자로를 이용한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 실험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원자로

개발에 필수적인 구조재 건전성 실증시험에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선형전자가속기

(LINAC)를 이용한 방사분해 실험도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제한적인 양의 시료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 동안 방사분해 반응을 유도시킨다. 따라서, 연속적인 초임계압수

방사분해 실험을 위해서는 초임계압수 원자로 환경을 모사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방사분해물인 용존수소와 용존산소 (과산화수소)가 초임계압수에서

공존하는 환경을 dual-inlet once-through loop로 구현시킬 예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loop 시스템의 개념도를 그림 3.16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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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ual-inlet once-through loop system for inducting SCW radiolysis condition. 

3. SCW 조건에서 O2/H2 재결합 반응속도 측정 예비조사 (O2를 포함한 방사분해물

제거에 대한 예비조사)

초임계압수 조건에서는 방사분해 속도가 높으므로, 각종 라디칼과 산소, 과산화물의

생성량이 증가된다 (표 3.2 참조). 주요 방사분해물인 산소와 과산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PWR 노심조건 (～30 cc H2/kg) 보다 많은 양의 용존수소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표 3.2. SCW 조건에서 G values 

현재까지 방사분해속도에 대하여 일본 동경대, 캐나다 AECL 및 미국 위스콘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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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생성된 방사분해물 특히, 용존산소와

과산화물의 제거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 6]. 

일본 동경대학에서 용존수소 (3.6×10-5 mol/l) 와 산소(1.2×10-6 mol/l)가 공존하는

계에 대하여 초임계압수 냉각로 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노심 (500 

℃)에서 초임계압수 상태로 변화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용존 수소와

산소의 농도변화는 미미하였음. (동경대학교, SCW 화학에 관한 기술개발, 2007) [5, 7]. 

이러한 결과로부터 초임계압수 환경에서는 용존수소를 이용하여 용존산소나

과산화수소의 제거는 경수로나 비등로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금 (Pt)은

용존수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을 이용하여, 

방사분해물과의 제거반응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초임계압수 환경에서

방사분해물 제거를 위하여 백금 미세분말의 적용도 향후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용존 O2/H2 전기화학 거동 측정 (방사분해물 제거에 대한

예비조사)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대표적인 방사분해물인 H2O2와 O2는 300℃ 이상에서는

분자상태의 수소 H2와 반응하여 H2O로 빠르게 제거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경수로 1차 냉각계통에서는 수소기체를 냉각재에 주입하여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생성되는 방사분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121℃ 이하의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수소의

제거효율이 저하되므로 hydrazine (N2H4)를 이용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8, 9].

경수로 노심과 같은 미임계압수 조건에서는 용존수소를 이용하여 방사분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방사분해물 제거를 위해서 용존수소는 어떠한 임계농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 임계농도 이하에서는 그림 3.17에서 보여지듯이 수소와 산소의

재결합 반응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져 서로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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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방사분해 조건에서 용존 수소와 산소의 거동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백금표면에서 용존수소의 전기화학거동이 보고된 바 있는데, 

그림 3.18에서 보듯이 상온에서는 백금표면에서 수소의 산화반응 속도가 낮지만, 

온도가 상승할수록 용존수소의 산화반응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8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at Pt electrode in a 0.185 M H3BO3 
solutions conditioned with Ar(○) and H2(△) at solution temperatures of (a) 298 K and 

(b) 473 K; scan rate, 5 mV s-1 exposed electrode area, 0.03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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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고온에서 산소로 변화되므로, 그림 3.19의 과산화수소의 고온

전기화학 거동은, 용존산소의 전기화학적 거동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 

백금표면에서 용존산소는 고온에서 용존수소와 유사한 속도로 환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18에서 보여준 용존수소의 산화거동과 함께 생각하면, 두 화학종이 함께

금속성 백금입자에 노출되면, 두 화학종은 서로 빠르게 산화/환원되면서 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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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Potentiostaic polarization curves for Pt in 0.185 M H3BO3 solutions 

conditioned with 0.3 M H2O2(○), 3 mM H2O2(□) and Air(△) at 200℃. Exposed 

electrode area is 0.03 ㎠. 

5. 중성자 조사와 금속산화물 콜로이드가 H2O 방사분해에 미치는 영향 측정

Monte-Carlo 모사법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초임계압수에서 방사분해를

예측했고, 직접적인 방사선 조사를 통한 몇몇 금속산화물의 존재시 물의

방사분해에 관해 조사하였다. 미량의 전이금속 부식 생성물이 중성자 포획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pH 조절 시약, 2가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착물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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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방사분해 예측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몇몇 금속산화물의 존재시 물의 방사분해는 10배 이상의 수소를 생산시킴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는 Ti를 제외한 대부분의 Alloy들의 부식계수를 증가시켰고, 

순수한 철의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미량의 전이금속 부식 생성물(59Fe, 58Co, 51Cr, 59Co)이

중성자 포획 (neutron capture)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pH 조절 시약, 2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CO3
2-, SO4

2-, NO3
-, Cl-) 착물을 형성하고 분해를 야기시킨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초기 결과들에 따르면, 초임계압수의 불균일 분자 구조

(수소결합이 없는 가스 상태와 비슷한 저밀도 분자들의 영역으로 수소결합 분자

뭉치들의 고밀도 영역을 둘러 싸고 있는)가 374oC 이상에서의 물 방사분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들로부터, 높은 물 밀도 (> 400oC에서 0.4～0.5 g/cm3)에서는 이미 보고된

실험적 수율 G(eaq
-)와 G(eag

- ＋ ·OH ＋ ·H)과는 잘 일치하지만, 낮은 밀도에서는

그것들을 재현하는데 실패했다. 400oC에서 G(eaq
-)와 G(eag

- ＋ ·OH ＋ ·H)은 물의

밀도가 ～0.4 g/cm3에서 계산된 값보다 훨씬 큰 값이 측정되었음을 보여줬다 [11]. 

또, 프랑스 Université de Caen Basse-Normandie의 연구자들이 물 분자들의 다

이온화를 명백하게 고려하기 위해, 1～65 MeV/u의 에너지 범위에서 swift 탄소

이온들을 이용한 물의 방사분해의 Mont Carlo 시뮬레이션을 했다. 높은 선형에너지

전이 (LET ; linear energy transfer)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단일 이온화에 견주어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온화가 잘 된 물 분자들은 들뜨거나

바닥상태에서의 산소원자 생산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다이온화된 물분자들의

해리와 중성화 과정 자체에 관한 정량적인 논의로부터 기대되어지듯이 산소 원자는

들뜬 상태에서 더 잘 생성된다는 것이 실험적 결과로부터 얻어졌다. HO2의 생성은

많은 양의 O2을 동반하는데 이것은 inhomogeneous 화학적 단계 동안 HO2와 ·OH의

재조합의 결과 이다.  결국 다이온화로 인해 많은 양의 HO2/O2
- 라디칼들과

O2분자들이 생성되며, 모사된 HO2/O2
- 수율은 직접적인 광학 흡광 측정으로 매우 잘

재연되어지고, O2 ＋ HO2/O2
-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했다 [12, 

13].

초임계압수의 방사분해시, H와 OH의 좀 더 높은 g 값들이 기대되어질 수

있는데 [14], OH 라디칼이나 H2O2는 산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금속 표면을 공격할

수 있으며, Cr 이온들은 산소의 첨가 없이도 초임계압수에서 쉽게 녹는다. 일본

HITACHI의 발표에 의하면, 금속 부식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는, 304SS의 경우 부식

계수를 증가시키며, Alloy 600, Alloy 625와 X-750의 경우 산소 첨가의 경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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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역시 부식 계수를 증가시키고, Hastelloy의 경우는 질량을 감소시키며, 

Ti과 DAT51의 경우는 부식 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고 했다.   

12 MeV 양성자가 조사된 물의 방사분해가 순수한 철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산소와 수소가 부식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철 표면에 생성되는 수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99.9% 중수소가

포함된 heavy desaerated water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양성자 조사를 위해서는

Orléans에 있는 CERI 사이클로트론이 이용되었다. 각 각 공기와 물이 닿는 철

박(포일)의 양쪽 면들이 이온 빔 기술로 분석되어졌는데, 산소의 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alpha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 (RBS)가, 수소의 존재를

위해서는 elastic recoil 검출 분석법이 이용되었다. 물이 닿는 면에 존재하는 수소의

농도는 습식 공기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이 D2O를 이용한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게다가 탄산가스 포화 처리된 탈염수 (aerated deionized H2O)가 존재할 때 방사선

조사는 부식의 증가를 야기 시켰다. 산화 침전물의 존재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수소분석의 경우, blank 샘플 측정으로부터, 방사선 조사 전에는 철/물의 면이

아닌, 공기/철의 면에 수소가 존재되나, 방사선 조사 후에는 수소가 물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평균 약 10%의 농도로 관측되었다. 즉 2시간의 방사선 조사과정이 철

박(포일) 전체 부분에서의 수소 확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철 박에서 수소

분포에 대해서 아래 그림 3.20와 그림 3.21에 표현했다. 수소는 습식 공기/철

접촉면에서부터 철/물 접촉면으로 확산되어진다는 가설을 내 놓을 수는 있으나, 

D(3He, α)p 핵 반응을 이용한 추가적인 실험들로부터 이러한 가설이 검증되어질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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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Oxygen profiles deduced from RBS measurements on Fe/D2O and Fe/H2O 

interfaces after 2h proton irradiation. 

그림 3.2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hydrogen distribution evolution in the iron 

foil. 

루마니아의 과학자들에 의해 수소 생산 시 촉매로써 주로 사용되는 BeO, SiO2, 

TiO2, ZrO2들과 같은 몇몇 oxides 존재 시 물의 방사분해에 관해서도 연구되었다. 

감마선 조사를 위해 약 5×104 Ci의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핵종 60Co를 사용하였다. 

같은 실험조건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감마선에 조사된 표준물질과 비교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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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앞에서 언급된 oxides 촉매의 존재 하에서 물의 방사분해는 10배 이상의 수소를

생산시켰다. 방사분해의 생선물들은 질량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6. 초임계/미임계압수 경계조건에서 방사분해물이 산화환원 전위에 미치는 영향

임계/미임계압수 경계조건에서 방사분해물이 산화환원 전위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임계압수 방사분해반응에서 발생되어 비교적

안정한 상태의 용존수소와 용존산소가 미임계상태로 전이되면 불안정하여 재겹합

반응에 의해 제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산화환원 전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초임계압수에서 H2가 다량으로 생성되나 H2와 ·OH의

반응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른 반응들도 Arrhenius 반응속도 예측을 따르지

않는다. 즉 산화 자유 라디칼을 환원 자유 라디칼로 변환시키고, 물을 분해시켜

H2와 H2O2가 생성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응속도적 평형을 이룸으로써 금속

부식을 줄이는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Bulgarian Academy of Science의 연구그룹에 의해, 초임계압수 조건에서

(500-700oC, 30 MPa), 순수한 Fr, Cr, Ni 그리고 AISI 316L(NG)의 부식과정 중

실시간 전기적, 전기화학적 측정이 최초로 성공적이었다. 질량 증가 데이터와 SEM 

측정으로 산화과정 반응속도론에 관한 심도 있는 관찰이 가능했으며, 그림 3.22와

그림 3.23에 의한 것처럼 초임계압수에 순수한 Ni의 접촉 임피던스 스펙트럼들은

순수 Ni의 산화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와 혼합전도 모델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얻어진 측정값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치에 맞는

이론적 바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Ni 필름의 주 이온 전류 운반체들 분포계수에

관한 기초 추정은 상대적인 온도범위에서 Ni의 습식 공기 산화에 관한 문헌

데이터와 대략적으로 일치하였다 [16].   

그림 3.22 A Schematic of the oxidation process of nikel in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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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Diffusion coefficient of ionic current carriers vs. temperature for the film on 
pure Ni in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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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기여도

2007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후보소재 이온조사시험 및
조사특성 평가; 미세조직; cavity 
생성 및 크기분포; 조사 경화

∙국내외 이온조사 시험시설 현황 파악 및 조사시험 준비 100

∙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시험 (상온 및 고온) 100

∙후보소재의 whole thickness 이온조사 예비시험 100

∙후보소재의 이온조사 영향 분석 (미세조직, cavity 생성 및 분포 분석) 100

∙문헌조사 및 해외동향 추적을 통한 사전준비: SCW 분광분석 및 용존기체
측정 계통 구축 및 SCW dual-inlet once-through loop & cell 계통 구축

100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이온조사 시험

- 주요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F/M강 3종, 고 니켈합금 4종 및 ODS합금 포함) 상온 및 고

온 (400, 500℃)에서 이온조사 시험 수행 완료함.
- Energy degrader를 이용한 조사 시 60 마이크론 두께의 시편전체에 걸쳐서 오차범위

20% 수준 이내의 비교적 고른 damage profile 확인함.

이온조사 후보소재 특성 평가

- 후보소재군의 3가지 대표 후보합금 (T92, Incoloy 800H, MA956)에 대한 이온조사에 따

른 생성 cavity 크기분포 및 평균 크기, 등 비교 평가수행.
-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을 통한 조사경화 평가기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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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후보소재

이온조사시험 및

조사특성 평가: 
조사팽윤, 

조사경화/취화

∙국외 이온조사 시험시설 현황 파악 (일본 동북대학 입자 가속기 및 energy degrader)
∙SCWR 대표 후보소재 3종 이온조사 시험 (상온)
  - 대상재료: T92, MA956, Incoloy 800HT
∙이온조사 후보소재의 whole thickness 시편제작

∙이온조사 후보소재의 조사특성 분석 및 기계적 성질변화 측정 (미세조직, cavity 분포. 나노

인덴테이션 등)
∙SCW 조건에서 O2/H2 재결합 반응속도 측정 예비조사 및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용존 O2/H2 
전기화학 거동 측정 (문헌조사 및 해외 연구동향 예비조사)

100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Whole thickness 이온조사

후보소재 시편 제작

- 고에너지 이온 (2.3 GeV-Kr) 주요 후보소재 (T92, MA956, Alloy 800HT) 이온조사를

수행하였음.
이온조사특성평가: 조사팽윤, 
조사경화/취화

- 이온조사 후보소재에 대한 특성평가 실시 (미세구조 TEM 관찰 및 미세경도 등)

미임계압수 조건에서 용존 O2/H2 
전기화학 거동자료 확보

∙ SCW 조건에서 O2/H2 화학거동에 대한 자료 확보.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재 보고된 기술을

조사하였음. hardware 예산지원 시, 우리기술로 구현 및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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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09년도

RFP 선정 연구계획서 ‘09년도 진도점검 의견 연구실적
이행

여부

ODS 
합금의

이온조사

시험 결과

비교분석

ODS 
합금의

SCWR 
조건에의

적용성

평가 및

합금개선

방안 분석

초임계압수

의

방사화학에

따른

전기화학거

동 검토

- 이온조사시험을 통한

후보소재 적용성 평가

∙후보소재의 이온조사특성

종합 비교평가

∙이온조사 저항성 우수

후보소재 예비선정

∙이온 조사특성 변화

상관관계 규명

∙단계 결과보고서 작성

∙문헌조사 및 해외동향

추적을 통한 평가 : 
중성자 조사와 금속산화물

콜로이드가 H2O 
방사분해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및

초임계/미임계압수

경계조건에서

방사분해물이 산화환원

전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계획 성과 부분에서 기술보고서 생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과제는 시험 과제이므로 논문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계획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 (SCI)논문 2편 및 특허

1건 출원함

- 이온조사 시험 및 분석에

관한 기술보고서는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발간 예정

이행

완료

본 과제는 GEN-IV 원자로중 유일한 경수로형인

초임계압수 냉각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후보재료물질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로서 원자로 선정

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국내외 이온조사 장치를 활용하여 조사팽윤 및

조사경화 /취화만을 하는 연구가 실제 활용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타당성 제시 필요함.

SCWR과 경수로 노심소재는

특히 서로 다른 운전온도

영역 때문에 상이함.
본 과제에서 이온조사 시험을

통한 후보소재 평가를 하는

이유는 매우 제한된

과제예산과 연구기간 때문에

필연적임.

이행

완료

내부인건비 중에서 대과제책임자

(배윤영)의 인건비비율이 직접 본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이를 수정 바람.

대과제 내 세부과제 간의 예산편성/조정은 대과제

책임자의 소관사항으로서, 대과제 책임자의 참여

인건비를 축소조정 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과제

예산 내용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없음

3, 2차년도

연구내용의

차별성

필요함.

본 과제는 3차 년도로서 종료될 예정임. 3차년도의 연구내용은

최근까지 수행된 이온조사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소재들의

조사특성의 관점에서 SCWR 후보소재들에 대하여 상호비교 평가를

통하여 예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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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일본 동경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임계압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

도가 높을수록 라디칼과 같은 방사분해물의 생성이 감소 (낮은 G-value)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압수냉각로 구조재료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념설계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함. 아

울러 고온에서 용존 O2/H2 전기화학 거동자료와 초임계압수 환경에서 라디칼 등 방사

분해물의 화학거동 자료는 방사분해물 생성억제 및 제거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

여, 초임계압수냉각로 화학조절 계통 최적화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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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Goals and Objectives

The supercritical water (SCW) environment is unique and few data exist on the 
behavior of materials in SCW under irradiation and i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ranges of interest. For any SCWR core design research is required to 
identify and test classes of candidate materials that can be used for in‐core and 
out‐core components, including a suitable fuel cladding material and materials 
needed for internals of reactor cores having an outlet temperature of up to 
625°C.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R&D plan for the SCWR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focuses on acquiring data and a mechanistic understanding 
relating to the following key properties: corrosion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strength, embrittlement and creep (thermal and irradiation‐induced) 
resistance; and dimensional and microstructural stability.

The long‐term viability of a SCW reactor will also depend on the ability of 
designers to predict and control water chemistry to minimize corrosion rates and 
SCC, as well as to minimize deposition on in‐core (e.g., fuel cladding) and out‐
core (piping, turbine blades) surfaces. Meeting this goal requires an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chemistry of supercritical water. The marked change in the 
density of SCW through the critical point is accompanied by dramatic changes 
in chemical properties. These complications are further exacerbated by in‐core 
radiolysis, which preliminary studies suggest is markedly different than what 
would have been predicted from simplistic extrapolations of the behavior 
encountered in conventional water‐cooled reactors. The identification of candidate 
water chemistries should be done early in the program to ensure that materials’ 
testing is carried out under the appropriate conditions.

Scope of the work

The main goals of the Material and Chemistry project are translated in two 
Work Packages:

WP 3.1: SCWR Materials

For any SCWR core design, materials for reactor internals and fuel cladding will 

need to be evaluated and identified. Zirconium‐based alloys, so pervas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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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water‐cooled reactors, will be not be a viable material for most of the 

proposed SCWR core designs without some sort of thermal and/or corrosion‐
resistant barrier. 

Based on the available data for other alloy classes, there is no single alloy that 

currently has received enough study to unequivocally ensure its viability in an 

SCWR. An extensive review of potential materials is not presented here, but based 

on experiences from LWRs, PHWRs, fast reactors and supercritical water‐cooled 

Fossil Fuel Plants (FFPs), iron‐base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e.g., 304L, 316L), 

austenitics with higher Cr content (e.g., 690, 800), corrosion‐resistant ferritics 

(e.g., HT‐9), and advanced ferritic/martensitics (e.g., 9–14% Cr)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as materials for both fuel cladding and core internal components. 

Precipitation‐hardened Ni‐based alloys (e.g., 718, 625) should also receive attention 

for applications where dose rates are on the lower end of the projected range. 

Thermal and corrosion‐resistant barriers (e.g., stabilized ZrO2) are another class of 

materials that could prove very useful in an SCWR environment.

The fast SCWR design would result in greater doses to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than in the thermal design by a factor of 5 or more. The maximum 
doses for the core internals are in the 10–30 dpa range in the thermal design, 
and could reach 100–150 dpa in the fast design. These doses will result in 
greater demands on the structural materials in terms of the need for irradiation 
stability and effects of irradiation on embrittlement, creep, corrosion, and SCC.  
The generation of helium by transmutation of nickel is also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both the thermal and fast designs because it can lead to 
swelling and embrittlement at high temperatures. The data obtained during prior 
fast reactor developmen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area.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R&D plan for the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in the SCWRs focuses on acquiring data and a mechanistic understanding 
relating to the following key property needs:

‐ Corrosion and SCC:
Failure modes such as SCC, pitting, inter‐granular attack (IGA),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and 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IASCC) have been observed in many and 
varied components of conventional water‐cooled reactors. The increase in 
temperature and change in water chemistry associated with SCW may 
exacerbate or arrest these modes in the candidate materials. SCC has 
been observed in SCW in tests associated with the destruction of 
hazardous waste by the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SCWO) process. 
The water chemistries that result from SCWO are typically muc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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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than will be expected in the SCWR, but some insight on SCC 
and related failure mechanisms may be gleaned from these studies.

‐ Dimensional and microstructural stabilit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at irradiation‐induced changes to the 
cladding and structural materials due to growth, swelling, helium‐bubble 
formation, dislocation microstructure, precipitate microstructure and 
irradiation‐induced composition changes are known, and that these 
changes will no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components for the 
design life of the reactor. Although focusing on the thermal core will 
reduce the magnitude of some aspects of the radiation‐induced changes 
due to the lower fluence, He segregation will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because of the greater relative production of He/dpa at 
thermal neutron energies. For temperatures between 280 and 350°C, the 
irradiation damage behavior for most of the materials under consideration 
is fairly well known. Swelling due to void formation and irradiation‐
induced segregation can be modeled adequately for all except the 
ferritic/martensitics where the data is more limited. For temperatures 
between 350 and 625°C, all microstructure features change quickly with 
temperature. At the lower end of the range, He segregation and 
precipitation may lead to enhanced grain boundary embrittlement; 
whereas, at the higher end, the microstructure of most materials will 
resemble the annealed condition because of fewer vacancy loops and a 
lower network‐dislocation density. Most of the available data on the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effects are from fast reactors with a higher fast‐to
‐thermal‐flux ratio. Some data is available from mixedcore reactors, but 
the R&D program will have to examine the behavior at SCWR 
conditions to ensure that mechanisms and rates are equivalent.

‐ Strength, embrittlement and creep resistance.
Thermal and irradiation creep will be higher at SCWR temperatures and 
pressures, although the enhancement in rate between those observed in 
conventional water‐cooled reactors and conditions equivalent to an SCWR 
will depend on the material. The production of second phases, 
segregation, and/or the generation of He within a given material 
irradiated at high temperatures can lead to sufficient embrittlement that 
its integrity may be questionable during (and/or following) an outage. In 
addition, fatigue and thermal ageing effects on toughness are not well 
established for most of the candidate materials at SCW temperatures.
The SCWR strength, embrittlement, and creep resistance research 
activities should focus on obtain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 Tensile properties as a function of dos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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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ep rates and creep rupture mechanisms as a function of stress, 
dose, and temperature
• Creep‐fatigue as a function of loading frequency, dose, and temperature
• Time dependence of plasticity and high‐temperature plasticity
• Fracture toughnes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dose
• Ductile‐to‐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and helium 
embrittlement as a function of dose and irradiation temperature
• Changes i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following design 
basis accidents.

The standard approach to performing the R&D in each of the key areas will be 
to perform scoping tests out of pile on un‐irradiated alloys, companion tests out‐
of‐pile on irradiated alloys, and in‐pile tests in an SCW loop (or loops) to be 
constructed. Although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scope descriptions below, many 
tests will consist of two stages. The first stage will be scoping tests of candidate 
alloys under SCWR conditions based on the SCW‐FFP experience and fast 
reactor experience. The second stage will be confirmatory performance tests, as 
well as initial scoping experiments for alloys/coatings outside the current 
experience base.

The work will thus be divided in two main tasks:
1. Study of Un‐irradiated Materials
2. Study of Irradiated Materials 

For both main tasks the work will be organized in the following way:

1. Development of Materials Databases in SCW
2. Material Tes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3. R&D on Coatings and Surface Modification

To perform material testing it is envisioned that at a number of out‐of‐pile test 
loops would be used, some addressing the corrosion issues and others addressing 
the SCC and mechanical property issues. At least two such loops should be built 
inside a hot cell in order to study pre‐irradiated material. Facilities within the 
GIF member countries to pre‐irradiate samples prior to corrosion and SCC testing 
will be required. This work should be carried out over a 6–10 year time span 
for un‐irradiated materials and the same for irradiated materials. Accelerators 
capable of producing high currents of light ions may also be utilized to study 
irradiation effects on corrosion and SCC in a post‐irradiation mode at 
substantially lower cost than reactor irradiations.

About mid‐way through the out‐of‐pile work, one or two in‐pile test loop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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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operating under both fast and thermal spectrum irradiation conditions (for a 
total of 3 to 4 loops). The in‐pile loops will be used to study corrosion, SCC, 
microstructural stability, and water chemistry control issues. Depending on the 
irradiation dosage available, up to 10 years of in‐pile testing in these loops will 
be needed to obtain all the required data to support both the long‐term viability 
and performance phases of the development of the thermal spectrum version of 
the SCWR, and about 15 years to obtain the needed information for the fast 
spectrum SCWR. A post‐irradiation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program should 
accompany the reactor‐ and accelerator‐based irradiations beginning in year 5 and 
extending for a 10‐year period.

In addition to these experimental programs, focused modeling effort can facilitate, 
within a shorter time frame, our understanding of materials‐environment 
interactions. Depending on the amount of resources provided by the GIF 
members, a number of key degradation processes (general corrosion, pitting, SCC 
initiation and growth, irradiation and thermal creep, and so on) can be modeled 
using the latest computational techniques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in other 
GIF materials area. Once validated through physical testing, such modeling and 
computational output can be used as valuable tools in predicting the long‐term 
service life of existing alloys or in guiding the development of new alloys.

WP 3.2: Radiolysis and Water Chemistry

The long‐term goal is to specify a suitable water chemistry and chemistry control 
strategy for the SCWR design.  The program will need to identify a water‐
chemistry specification for testing of candidate materials, both, out‐pile and in‐
pile, and then, based on the resultant data, develop a chemistry specification for 
the prototype SCWR. The following high‐level tasks have been identified: 

1. Understanding radiolysis under supercritical water conditions and the effect 
of radiolysis products on corrosion and SCC; 

2. Corrosion product transport and deposition; and, 
3. Developing sensors and probes that can monitor water chemistry under 

SCWR conditions.

Organization of the work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of the work described in this Project Plan are the Signatories: 
NRCan‐AECL (Canada), Euratom (the European Union), CEA (France),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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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KAERI (the Republic of Korea).

Quality assurance

In agreeing to participate in this R&D under this Project Plan, Signatories agree 
to adhere to the GIF Quality Management System Guidelines, which, amongst 
others, prescribe that:

· all studies and testing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n 
internationally accredited quality assurance program, e.g. ISO 9000/9001 or 
NQA‐1; where data lacking this assurance are used, they will be clearly 
identified as such

· all testing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n approved consensus 
standard (e.g. ASTM or DIN) when available.

Reports and deliverables

(to complete and modify: Database for example)

As well as detailed deliverables, the PMB will direct preparation of integrated 
documents based on collaborative analysis at appropriate junctures. Reports will 
be delivered to and distribu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electronically through 
the GIF website. In the annual work plan detailed lists of deliverables as well 
as the schedule are provided. Several different types of integrated documents are 
anticipated:

Planning Reports
Planning reports include documents reporting planned R&D programs. Where 
necessary, planning reports shall be completed within six months of the initiation 
of the task.

Financial Reports
Annual financial reports as required by the Project Arrangement.

Technical Reports
Technical reports contain scientific results, analyses and discussion of data. The 
content of each technical report is usually more precisely defined in the 
corresponding task sheet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for each task. Examples 
of technical reports are experimental results, open literature publications, and 
those reports issued at the completion of an experiment or series of tests. The 
technical reports shall be issued in a timely fash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significant phases or activities within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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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ports
At the completion of each task, a final report will be issued summarizing the 
data obtained by the participants in that task. The final report shall contain an 
evaluation of the contributed data and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of the data. Authorship of the report shall be jointly shared between 
the contributing participants. The task manager is responsible for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final report. The final report shall be completed within 
12 months of the scheduled completion of each technology task.

Description of R&D tasks and collaboration

WP 3.1: Materials

Task 3.1.1: Un‐irradiated Materials

Task 3.1.1.1: Development of Materials Databases in SCW

A substantial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few years as 

part of various SCWR initiatives. Much of the data are available in the open 

literature and open repo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dditional data 

continue to be generated by various national programs. There is a need to compile 

these data into databases to facilitate assessment of the results, and to identify 

significant gaps where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he types of data needed are 

on corrosion and oxidation properties, stress corrosion cracking, creep resistance, 

irradiation‐induced damage data (such as dimensional changes, loss of mechanical 

strength/ductility and formation of voids).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Develop a sufficiently complete database of existing experimental 
data on corrosion properties in SCW to recommend one or more 
suitable reference materials for all out‐of‐core components and the 
fuel cladding of a pressure tube SCWR.  This database will 
include both available literature data and data from on‐going 
Canadian tests.
Schedules: 2007‐2010
Deliverables: 

‐Preliminary data set on selected candidate SS, F‐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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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i‐based alloys, incl. lab test data, literature data, data from 
SCW fossil plants (.March 2008)

‐A corrosion performance data base, built with a common 
database structure, of candidate materials for in‐core and out‐core 
applications. For each key form of damage, the threshold stress 
level and the rate of degradation at various temperatures will be 
included (2010).

‐ Kinetic equations for predicting long‐term loss of materials 
using parameters produced from relatively short‐term (<1 yr) tests 
using SCW test cells. (2010)

Euratom: 
Description:
‐ Build a reference database of materials tested for the project: 
‐ Define database structure, 
‐ Select appropriate tools and fill with:

‐ the first VTT experimental results (oxidation properties, 
creep‐oxidation studies, SCC, irradiation resistance ) and 
including data on elements analyzed and methods, thermo‐
mechanical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irradiation history,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 data from literature

Schedules: 2007‐2009
Deliverables:
‐ Database on materials for HPLWR core components and RPV 
internals (CEA, VTT) (09/2007)
‐ Database on materials for HPLWR core components and RPV 
internals (CEA, VTT) 2008 update (09/2008)
‐ Database on materials for HPLWR core components and RPV 
internals (CEA, VTT) 2009 update (09/2009)

Task 3.1.1.2 Materials Tes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Task 3.1.1.2.1 Round‐ robin testing and characterization of identical alloys

In the existing and on‐going corrosion studies, there is significant overlap of 
activities, creating opportunities for synergy and coordination of experiment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haring heats of materials to create a more 
consistent database. A selected number of heats of each alloy should be 
designated, and a plan developed for coordinating testing and characterization on 
these alloys by variou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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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roposed that round‐robin testing and characterization of identical alloys 
under similar test conditions be carried out to assess the reproducibility of the 
results; the reliability of the test facilities should be performed starting in 2008; 
these test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reas:  

a. Corrosion/SCC of un‐irradiated candidate alloys in SCW:
Coordinate experiments according to alloy, temperature regimes, and major 
test parameters. Experiments should include weight change, surface analysis 
and electrochemical investigations. 

b.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un‐irradiated 
materials at various temperatures:

‐ Coordinate experiments to characteriz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elected alloys (esp. major and minor alloying elements, impurity 
elements).
‐ Target microscopic characterization of alloy microstructures and grain 
boundaries.
‐ Characteriz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UTS, strain 
hardening/relaxation, creep, etc) of selected alloys at room and 
elevated temperatures.

Contributions:

Task 3.1.1.2.2 Corrosion and SCC studies 

Out‐pile tests will be the first stage of testing of un‐irradiated specimens to develop 

the required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corrosion, SCC and related failure 

modes, and to identify candidate materials for in‐pile testing and eventual use in 

the prototype.  These scoping investigations are being conducted in static 

autoclaves and controlled‐chemistry loops at temperatures between 280 and 625°C; 

the latter can provide better insight into the corrosion behavior over the entire 

temperature and water density range, including the transition across the pseudo‐
critical point.  To help define the preferred range of water chemistry for the 

SCWR, the tests will include water chemistries that span the range of 

concentrations of suspected impurities and dissolved oxygen and hydrogen for 

chemistry control.

In all cases, the duration of tests on promising materials should be sufficient to 

determine steady state corrosion rates, an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tests, 

provide some confidence that any potential changes in corrosion mechanisms 

and/or rates have been identified.  Data suggest that, as SCW becomes mor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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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the general corrosion rate for certain alloys may decrease but SCC starts to 

be a concern. Studie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corrosion films 

formed in representative test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corrosion mechanisms 

and alloying effects, and to identify potential activity transport issues.

The corrosion and SCC research activities should focus on obtain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 General and pitting corrosion rates in SCW should be measured at 
temperatures between 280 and 620°C and over a range of densities 
(pressures).  The corrosion should be measured under a wide range of 
oxygen and hydrogen contents to reflect the expected possible 
concentrations of these gasses.
‐ Detailed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corrosion films as a function of 
immersion duration,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s of dissolved gasses.
‐ SCC susceptibility ranking of alloys as a function of applied stress level, 
strain rate, temperature, and water chemistry. Correlation of SCC 
susceptibility with the concentrations of key alloying elements or grain‐
boundary chemistry should also be explored.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Examine the effects on corrosion and oxidation behavior of 
alloy type, temperature, density, water chemistry and exposure 
time between 350‐650ºC (weight change, surface analysis).  
Compare results from static and flow systems.

2. Determine corrosion properties of unirradiated candidate liner 
and fuel cladding materials for the fuel channel design; 
including materials with surface alloying and microstructural 
modification.

3. Perform modeling of relevant corrosion kinetics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general corrosion rate test data for first group of candidate alloys 
produced (2007)
‐preliminary SCC tests in an SCW autoclave using capsule‐test or 
wedge‐opening loading (WOL) test methods (Dec. 2008)
‐modeling of alloying effect on corrosion (2009)
‐More in‐depth study of candidate materials in terms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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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loss rate, crack propagation rate, threshold stress level, etc., 
in base metal and in the HAZ of the weld (2010).
‐detailed corrosion assessment of F‐M based materials coated with 
high‐resistance surface alloying or ceramic coating. (2010)

Euratom: Description:
Perform corrosion and SCC testing

a. Corrosion, pitting and oxidation studies (weight change, 
surface analysis, measurements of corrosion, pitting and 
oxidation kinetics)

b. SCC susceptibility (SSRT, U‐bend)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 Corrosion and monitoring test results for general corrosion 
(03/2008)
‐ SCC test results (01/2009)
‐ Summary report for corrosion model development for oxidation 
and SCC under SC‐conditions (09/2010)

France:
Description:

1. Modeling of the generalized corrosion in SCW of Fe‐Ni‐Cr 
alloys (at ~650°C).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relevant 
mechanisms occurring during oxide layer growth (vacancy 
and/or interstitial diffusion of cation and/or anion in an oxide). 
Diffusion of oxygen in a metal at high temperature. 

2. Tests in static autoclave with capsules (constant stress) at 
temperature from 400°C to 650°C with H2. Commercial alloys 
(stainless steels and nickel base alloys) and experimental alloys 
(Ni‐Cr‐Mo‐W) will be tested. Samples will be examined after 
corrosion tests (SEM‐EDS, FEG‐SEM)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Calculation of defects energies (vacancy and/or interstitial 
diffusion of cation and/or anion in oxide layers) –Computational 
results (end of 2008)
‐ Calculation of the activation energy of defect transport – 
Computational results (end of 2009)
‐ Calculation of the diffusion coefficient at high temperature – 
Computational results (end of 2010)
‐ SCC and generalized corrosion tests results version 2008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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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SCC and generalized corrosion tests results version 2009 (end of 
2009)
‐ SCC and generalized corrosion tests results version 2010 (end of 
2010)

Japan:

Description:
Perform the following tests on un‐irradiated candidate materials: 

a. General corrosion
b. SSRT in SCW
c. SSRT in Ar and in vacuum.

Korea:
Description:

Perform the following tests on candidate materials using SCW 
CERT Loop and SCW autoclaves:

a) SCC/corrosion of F‐M, Ni‐base, ODS alloys between 300
‐600ºC

Schedule: 2007
Deliverables:
‐ Experimental evaluation results of corrosion behavior of F/M 
steels (T/P91, 92, 122), high Ni alloys (alloy 690, 625, 800H), and 
developed ODS alloys in supercritical water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300 and 600 degree C (end of 2008)
‐ Experimental evaluation results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behavior of F/M steels (T/P91, 92, 122), and developed ODS 
alloys in supercritical water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300 
and 600 degree C (end of 2008)

Task 3.1.1.2.3 Strength and Creep Resistance

To better understand the changes in yield strength, creep and fatigue associated 

with operation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and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candidate materials for in‐pile testing and eventual use in the prototype, studies 

will be required on un‐irradiated materials at temperatures between 280 and 625°C.  

Some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experiments at temperatures up to 850

°C to adequately cover temperature excursions associated with most design‐basis 

transients.

The testing shall include:

 The measurement of standard mechanical properties (e.g.,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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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elongation and reduction in area).

 The thermal creep of candidate materials. These data will be an 
indicator of irradiation‐creep rates, but will also provide 
performance assessments for materials to be used out‐pile. 
Experiments should include different methods for determining creep 
rates; e.g., uni‐axial specimens, bi‐axial creep capsules, and bend 
tests. A range of operating stresses should be investigated to 
ascertain potential changes in stress exponent. Experiments need to 
be of sufficient duration to determine if the onset of tertiary creep 
and subsequent failure will be a consideration over the operating 
life of the material.

 Fatigue testing at a high mean stress, particularly to determine the 
viability of load following in an SCWR.  Data are required on 
fatigue 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rates and the potential 
effects of creep relaxation on fatigue.

For the candidate alloys where such data is unknown, fracture toughnes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nder quasi‐static and dynamic strain rates.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Examine the effects of alloy type, temperature, density, water 
chemistry and exposure time between 350‐650ºC (weight 
change, surface analysis).  Compare results from static and flow 
systems.

 Determine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UTS, creep) of 
unirradiated candidate cladding and liner materials, coated and 
uncoated, for the fuel channel design

 Perform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unirradiated materials
 Perform weldability assessment of advanced F‐M steels (tensile 

properties of weld regions)
Schedule: 2007‐ 2011
Deliverables:
‐set up an dilatometer testing system for tests up of 1100 C. 
(2007)
‐establish a long‐term creep test facility with automated data 
acquisition systems (2008)
‐Mechanical property data for first group of candidate alloys (2008)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s of initial and degraded materials, 



70

before and after high‐temp. loading, for base and weld metals. 
(2010)
‐modeling of thermal creep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for SCWR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2011)

Euratom:
Description:

Combined creep and oxidation studies
Collec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from literature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 Combined creep and oxidation results (09/2010)
‐ Mechanical properties (09/2010)

Japan:

Description:
Perform the following tests on unirradiated candidate materials: 

a. thermal aging and microstructure change
b. thermal creep
c. high temperature strength evaluations

Korea:
Description:
Perform the following tests on candidate materials:

a. Mechanical testing (tensile, creep) of unirradiated 
ODS alloy samples from room temperature to 700ºC.
b. Characterization of microstructure and, in 
particular, grain‐boundary structure and chemistry before 
and after high‐temperature exposure.
c. Determine the long‐term stability of oxides added 
as strengthening agents in the candidate alloys.

Schedule: 2007‐2008
Deliverables:
‐ Experimental tensile evaluation results of developed ODS alloy at 
600 & 700 degree C (end of 2008)
‐ Experimental toughness evaluation results of developed ODS alloy 
at 600 & 700 degree C (end of 2009)

Task 3.1.1.3 Coatings and Surface Modification

Currently, no single alloy has been identified that can meet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SCWR.  The state of the art knowledge suggests that F/M 
steels commonly used in fossil plants (T91, T92) have better SCC and cr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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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than austenitic steels under SCWR conditions, whereas materials with 
much higher alloying content (Alloy 690, ODS‐MA956, MA957) resist general 
corrosion more effectively but are susceptible to SCC. The high concentration of 
Cr and Cr oxides in the surface layer of corrosion‐resistant alloys suggests that 
alloying with high Cr or other elements can be an effective surface‐engineering 
approach. 

Surface alloying, combined with surface microstructural modification using 
techniques such as the Surface Mechanical Attrition Technique (SMAT), can 
provide a high alloy barrier layer with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on top of 
bulk F/M and ferritic ODS steels. A number of surface modification/alloys 
techniques are emerging that offer potential significant improvements on corrosion 
and SCC properties, including cold‐spraying, laser or electron beam surface 
alloying and chromizing.

Advanced ceramic coatings in combination with an alloy bond coat may provide 
the required corrosion resistance and/or thermal insulating properties required for 
key components that could not be otherwise achieved.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Identify promising coating materials, develop appropriate surface‐

alloying routes, and evaluate their stability in SCW
2. Identify methods to apply optimized coating materials, and 

characterize the resulting coatings (surface analysis, corrosion 
testing) 

3. Adapt and develop surface alloying methods to produce highly 
corrosion‐resistant alloy layers on in‐core and out‐ore components 
made of high‐performing bulk materials having resistance to SCC, 
creep and irradiation‐induced damage.

4. Develop cost‐effective technique for modifying the surface 
microstructure of Gen IV candidate material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inherent resistance of the alloys to SCC. 

5. Perform corrosion, SCC, strength, creep, and joining tests on 
candidate F‐M steels and ODS materials. 

Schedule: 2008‐2011
Deliverables:

‐ Preliminary coating materials developed on a  using on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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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otential coating techniques (2008)
‐ Preliminary coated samples tested in SCW condition (2008‐
2009)
‐ Effect of coating material and process on electro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studied (2010)
‐ Refined method of coating and process for surface 
modification developed (2010)
‐ Comprehensive evaluation of welded parts of candidate 
materials after coating in terms of corrosion, pitting and SCC. 
(2011)

Task 3.1.2: Irradiated Materials

Task 3.1.2.1: Development of Materials Databases in SCW

While the amount of data available for the properties of irradiated candidate 
alloys in SCW is still small, som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approximately) five years as past of various SCWR initiatives.  Much of these 
data are available in the open literature.  There is a need to compile these data 
into a database to enable easy assessment of the results, and to identify 
significant gaps where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he timing of this database 
will established later in the project

Contributions:

Task 3.1.2.2 Materials Tes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many of these areas, there is significant overlap of activities, creating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of experiment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haring heats of materials to create a more homogeneous database.  

Task 3.1.2.2.1 Corrosion and SCC studies 

Irradiated Materials―Out of Pile

To complement the tests on un‐irradiated materials listed above, companion out‐pile 

tests are required on irradiated specimens for candidate in‐core materials. These 

tests can be initiated quickly, and will yield greater insight on the performance of 

candidate materials that should eventually be tested in the in‐pile loop, since 

irradiated materials will have a microstructure more representative of that that 

evolves in‐flux. The test specimens can be produced by irradiations in a high‐flux 

test reactor or accelerator; where available, ex‐service components from current 

reactors should also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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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Materials―In Pile

Performance tests of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alloys are required in an in‐pile 

loop (or loops) operating under SCW conditions. These tests will ne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neutron flux on corrosion rates and SCC (or related failure mode), 

which is a key element to validating material performance for use in the prototype 

and subsequent SCWRs. 

Corrosion and SCC tests will be necessary over the complete temperature range of 

280–625°C to measure and model the corrosion behavior over the range of 

radiolytic yields, ionic solubility, and chemical properties. 

If the entire temperature range of the SCWR core is not achievable with a single 

loop, one set of studies will need to concentrate on a temperature range that 

passes through the pseudo‐critical point. The variation in solubility alone may lead 

to deposits on fuel cladding that may not have been observed in loops operating 

only above (or below)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The corrosion and SCC research activities should focus on obtain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 Corrosion rates in SCW at temperatures between 280 and 620°C (the 
corrosion should be measured under a wide range of oxygen and hydrogen 
contents to reflect the extremes in dissolved gasses)
•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corrosion film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dissolved gasses
• The effects of irradiation on corrosion as a function of dose, temperature, 
and water chemistry
• SCC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dissolved gasses, and water chemistry
• The effects of irradiation on SCC as a function of dose, temperature, and 
water chemistry.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Determine corros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ressure tube 
material and liner material for the fuel channel design
Schedule: 2008 ‐ 2010
Deliverables:

‐ Irradiate a high‐strength, low‐creep rate zirconium allo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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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2008)
‐ Assess delayed hydride cracking property of the PT material 
(2009)
‐ Assessment of service life of Excel alloy containing hydride 
(2010)

Japan:
Description:
Irradiated materials (up to 10 dpa at 450‐600C) at JMTR and 
JOYO:  Carry out neutron irradiation of candidate materials and 
perform post‐irradiation examination (tensile,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corrosion, SSRT, and irradiation creep.
Unirradiated materials: Perform the following tests on unirradiated candidate 
materials: ion irradiation, thermal aging, TEM, thermal creep, corrosion, SSRT in 
SCW, and SSRT in Ar.

Task 3.1.2.2.2 Strength and Creep Resistance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strength, creep and embrittlement of candidate in‐core 

alloys needs to be determined. This will require that candidate materials be 

irradiated in a high flux facility to accumulate irradiation damage representative of 

that expected in an SCWR in a timeframe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 of a 

prototype. The loop required for the corrosion experiments may be of some use in 

this regard, but the irradiations will also need to be performed at temperatures 

covering the complete range from 280–625°C. Over the duration of the R&D 

program,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emperatures representative of 

design‐basis transients, which may require a separate facility.

Initially, the irradiations will need to be of sufficient duration to achieve steady‐
state behavior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 given material. For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doses representative of the operating lifetime of the reactor 

(10–30 dpa) will be required.

For irradiated materials where data doesn’t exist, the following measurements will 

be required:

Mechanical properties (e.g., YS, UTS) over the range of temperatures, not 
just the irradiation temperature. These results will demonstrate the 
integrity of the material over all reactor states from cold shutdown 
to full power. Similar test should be completed at temperatures 
representative of design‐basis transients.

Creep behavior of the irradiated materials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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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states to develop useful creep models that can be used for design 
purposes. The program will need to determine for each material the rates 
of primary creep, secondary creep and growth; and, creep rupture and 
associated mechanisms. High temperature plasticity will also need to be 
characterized.

Fatigue, creep‐fatigue interactions and the effects radiation induced 
segregation (RIS) and cyclic loading frequency will need to be 
determined.

Fracture toughness, DBTT, and He embrittlement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fluence.

An examination of the microstructural changes associated with flux and stres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RIS, void formation, He embrittlement etc in each of 
the classes of materials.

Development of the HEC is vital to the design of the CANDU‐SCWR. The 
reference material for the pressure tube is Excel, a high strength, low 
deformation rate zirconium alloy.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Measure fracture toughness of neutron irradiated Excel at 80, 100 
and 120°C (irradiated at 300 ◦C, up to 3 dpa).
Schedule: 2008‐2011
Deliverables: 
‐Toughness data at the three temperatures (2009)

Korea:
Description:

Measurement of nanohardness change in irradiated zone of ion irradiated samples using 
100 MeV energy source at 450 and 550ºC up to 10 dpa.

Schedule: 2007‐2009
Deliverables:
‐ Experimental hardening evaluation of ion irradiated F/M steels and developed ODS 

alloy (end of 2009)

Task 3.1.2.2.3 Dimensional and Microstructural Stability

The behavior of irradiated structural materials in the 280 to 350°C range is 
reasonable well known, but not always well understood.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350 and 625°C, little is understood about the complex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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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ill occur between microstructural features such as dislocations, 
voids/bubbles, radiation induced segregates, and precipitates when each is a very 
sensitive function of temperature.  The interplay between these features and their 
relative sensitivities to temperature will be important to understand to ensure that 
the integrity of the candidate materials is not compromised over the life of the 
reactor.  This type of data is also required for design of the prototype (and 
subsequent SCWRs) to make allowances for dimensional changes during 
operation.

Since experimental irradiations will be ongoing as part of the corrosion/SCC and 
strength/creep aspects of the materials program, a separate irradiation phase may 
not be necessary. The same loops or high flux facilities can be utilized for these 
test specimens, which should include growth samples, pressurized capsules.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the corrosion or creep specimens can also be 
investigated; however, separate capsule irradiations will need to be considered in 
cases where long‐term corrosion or creep experiments cannot be compromised, 
and specific data are necessary for design of the prototype.  Separate specimens 
will also be needed to determine the stability of welds and joints, particularly at 
heat‐affected zones.

The irradiated material to be examined should have received a minimum dose of 
30 dpa.  Where data on candidate materials doesn’t exist,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The growth rate as a function of void nucleation and He production over the temperature 
range 280 to 625°C. These data will be necessary for design work to accommodate 
dimensional changes of structural components, as well as identify potential embrittlement 
mechanisms.
Development of dislocation and precipitation microstructures as a function 
of fluence and temperature.
The development and/or refinement of models that describe irradiation‐
induced deformation as a function of dose and temperature.
Irradiation‐induced stress relaxation as a function of stress, fluence and 
temperature for highly stressed components such as bolts and fasteners.
Irradiation‐induced changes in microstructure, dimension and stress occurring 
at welds/joints of candidate materials.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Explore modeling approaches to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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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007‐2011
Deliverables:
‐ Methodology for modeling of dislocation creep mechanisms 

established (2008)
‐ Mesoscale modeling of creep involving irradiation (2011)
‐Properties of Gen IV in‐core materials containing point and 

linear defects modeled (2012)

Japan Description: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neutron‐irradiated samples using 

TEM

Korea Description: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ion‐irradiated samples using 

TEM
Schedule: 2007‐2009
Deliverable: 
‐ Experimental estimation results of ion irradiation results of F/M 

steel, high Ni alloy, and developed ODS alloy (end of 2009)

Task 3.1.2.3 Coatings and Surface Modification

Currently, no single alloy has been identified that can meet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SCWR.  The state of the art knowledge suggests that ferritic
‐martensitic (F/M) steels commonly used in fossil plants (T91, T92) have better 
SCC and creep resistance than austenitic steels under SCWR conditions, whereas 
materials with much higher alloying content (Alloy 690, ODS‐MA956) resist 
general corrosion more effectively but are susceptible to SCC.  Therefore some 
type of coating or surface modification may be required for materials to be used 
for key components in an SCWR.  

Advanced ceramic coatings in combination with an alloy bond coat may provide 
the required corrosion resistance and/or thermal insulating properties required for 
key components that could not be other wise achieved.  Surface alloying, 
combined with surface microstructural modification, can provide a high alloy 
barrier layer with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on top of bulk F/M and ferritic 
ODS steels.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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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promising coating materials, develop appropriate synthesis 
routes, and evaluate their stability in SCW
Identify methods to apply optimized coating materials, and 
characterize the resulting coatings (surface analysis, corrosion 
testing) 
Adapt and develop surface alloying methods to produce highly 
corrosion‐resistant alloy layers on in‐core and out‐ore components 
made of high‐performing bulk materials having resistance to SCC, 
creep and irradiation‐induced damage.
Develop cost‐effective technique for modifying the surface 
microstructure of Gen IV candidate materials with an aim of 
increasing the inherent resistance of the alloys to SCC 
Schedules: 2008‐2011
Deliverables: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e and welded parts of candidate 
materials with coatings, after in‐pile corrosion test at a GIF 
partner’s site. (2011)

WP 3.2: Radiolysis and Water Chemistry

Task 3.2.1: Radiolysis of SCW

Controlling the water chemistry of an SCWR will requir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mitigate the effects of water radiolysis.  The formation of 
oxidizing products, such as .OH, H2O2, O2, and HO2./O2

‐. by water radiolysis can 
lead to corrosion and degradation of components in the reactor circuit, as well 
as affecting corrosion product transport and deposition.  In current reactor 
designs, one commonly used remedial measure to limit the formation of 
oxidizing species is to add excess hydrogen in sufficient concentrations (~10‐3 M) 
to chemically reduce the net production of primary oxidizing species by 
radiolysis. It is unclear, however, whether this strategy would be effective under 
SCWR coolant conditions.

Task 3.2.1.1: Experimental Studies

Two stages of studies are planned.  The first stage uses beam ports, accelerators 
and irradiators to irradiate SCW to obtain the data need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kinetics of recombination processes of various radicals, H2 
and O2. Both kinetics and steady‐state experiments are required.  The 
experiments will be conducted over the temperature range 280 to 625°C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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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radiolysis mode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density can be 
developed. 

Once an in‐pile SCW loop is operational, studies to determine the best methods of 

controlling the water chemistry, including radiolysis, will be performed.  To obtain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rate‐defining processes, the in‐pile studies will 

need to measure the radiolytic yield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ype (neutron, 

gamma) and flux.  At the earliest stage possible, studies to determine if the 

addition of hydrogen can be used to suppress the net radiolytic production of 

oxidizing species should be carried out.  If the existence of a critical hydrogen 

concentration (CHC) that suppresses radiolysis is identified, the exact condition 

required should be determined.  If it is not possible to use hydrogen for this 

purpose, other additives will need to be identified; if the formation of oxidizing 

species cannot be controlled, models to predict the concentrations of the oxidizing 

species and their lifetime in the piping downstream of the reactor core will be 

required.  To control corrosion rates and SCC, the chemical potential for each of 

the reactive species will need to be determined over the complete temperature and 

density range.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Upgrade existing facilities, and develop new out‐of‐pile facilities 
for steady state and pulse radiolysis measurement in SCW.  

2. Develop an experimental test matrix to obtain the key 
parameters required for the Monte Carlo model

3. Perform steady state and pulse radiolysis measurement in SCW 
to determine the key parameters identify in the test matrix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 Test Matrix for SCW Radiolysis Experiments (09/2008) 
‐ Summary Report of Experimental Data on Water Radiolysis in an 
SCWR (12/2010)

Euratom:
Description:

1. Design of an in‐pile SCW‐loop
2. Planning of an experimental program for the loop to study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radiolysis. 
3. Out‐of‐Pile testing of the loop (in‐pile tests will take pla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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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 SCWL specification and test program (09/2007)
‐ Evaluation of out‐of‐pile operation; Testing of the loop, 
qualification for in‐pile operation (09/2010)

France:
Description:

Perform radiolysis measurements with g source during several 
weeks in a cell. An open loop will be used. The H2 content will 
be controlled at the inlet and measured at the outlet. A corrosion 
sample will be added.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Installation and tests characteristics’ description (end 2008)
‐ Fabrication of the device (end of 2009)

‐ Experimental results (end of 2010)
Japan:

Description:
1. Studies of the radiolysis and kinetics of SCW – already 

completed
2. Influence of irradiation on corrosion

Task 3.2.1.2: Modeling

Currently, there is little experimental data on SCW radiolysis. As experiments at 
very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and especially beyond the critical point of 
water (H2O: 374 °C, 22.1 MPa), are difficult, simulation will be a particularly 
important route of investigation.  However,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e.g., 
diffusion coefficients, yields, reaction rate constants of radiation‐induced species), 
both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will be needed in order to create such models, 
and progress will depend on the succes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imental programs. The model predictions will need to be tested against 
experimental data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Develop a benchmark SCW reactor radiolysis model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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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molecular dynamics and Monte‐Carlo simulations.  
2. Calculate radiolytic yields of radiation‐induced species in the 

SCW regime under various conditions of density and 
temperature

Schedule: 2007‐2010
Deliverables:
‐ Preliminary version of SCW Monte Carlo radiolysis model 

(12/2008).
‐ Refined version of SCW Monte Carlo radiolysis model, incorporating 

molecular dynamics results (09/2010).

France:
Description:

1. Coupled Quantum Mechanics/Molecular Mechanics 
(QM/MM) modeling of chemical reaction during the 
radiolysis of SCW. Studies of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effect.

2. Radiolytic yield of H2 production as a function of P and T 
for low LET radiation. 

Schedule: 2008
Deliverable:
‐ Progress report (end of 2008)

Task 3.2.2: Corrosion Product Transport and Deposition

The release and transport of corrosion products from the surfaces of system 
components has been a serious concern for all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he consequences of high levels of corrosion product transport are: a) increased 
corrosion product deposition on fuel cladding surfaces, leading to reduced heat 
transfer and the possibility of fuel failures, and b) increased production of 
radioactive species by neutron capture, resulting in increased out‐of‐core radiation 
fields and worker dose.  Very little is known about how potential corrosion 
products may behave in an SCWR, but examination of data from fossil‐fired 
SCW power plants suggests a significant risk of deposition on fuel cladding 
surfaces, even using materials with low general corrosion rates.

Species that could be present in the SCWR coolant at low concentrations include 
transition metal corrosion products, chemistry control agents, various anions 
introduced via make‐up water or from ion‐exchange resins (e.g., CO3

2‐, SO4
2‐, 

NO3
‐, Cl‐) that can cause material degradation, and radionuclides such as 59Fe, 

58Co, 51Cr, and 59Co. These may be transported as dissolved species, colloids, or 
as larger particles.  The formation of neutral complexes increases with 



82

temperature, and can become important under near‐critical and supercritical 
conditions; the most important region is from 300 ‐ 450°C where the properties 
of water change dramatically, and solvent compressibility effects exert a huge 
influence on solvation.  The limited data on oxide solubility and deposit data 
from SCW fossil‐fired power plants suggests that the risk of in‐core deposition 
in an SCWR as the coolant passes through the critical point may be significant. 
.

Association constants for various metal ions with a variety of aqueous ligands 
are needed to quantitatively model high temperature processes involving aqueous 
solutions.  Properties of reactions that change the number of ions in solution can 
be measured using apparatus for accurately measuring conductance, coupled with 
equations for calculating the conductance of an electrolyte mixture given the 
concentrations of ions at equilibrium in that mixture. In addition, conductance 
data for electrolyte solutions are the principal source for the diffusion coefficients 
used in reactive transport modeling in hydrothermal systems. The importance of 
conductance data increases at high temperature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direct measurement of diffusion at high temperatures.  Spectroscopic methods, 
while technically difficult), may provide complementary data on the speciation at 
high temperatures.  Solubility and corrosion product deposition measurements in 
autoclaves or loops can be used to validate model predictions. 

The ionization constants K of many aqueous species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pressures act as linear functions of density of water Dw *, when log K is plotted 
against log Dw * over a very wide range. Based on this observation, Marshall and 
Franck developed the “density” model to represent the ionization constant K of 
water at temperatures up to 1000°C and at pressures up to 1000 MPa. The 
"density" model has been used to represent equilibrium constants of generalized 
ionization and association reactions at temperatures up to 1000°C and at 
pressures up to 1000 MPa. In recent years, several "equations of state" have 
been developed to predict the standard state properties of electrolytes and non‐
electrolytes over a range of temperatures that includes supercritical conditions.  
These methods should be assessed and used to develop generalized expressions 
to predict the required data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Carry out a literature survey of relevant metal oxide solubilities 
in 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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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liminary measurement of elemental release rates in static 
autoclave tests

3. Identify those alloying elements that show a high possibility of 
transport in SCW (measurements of solubility, metal release and 
deposition).

4. Use conductance and spectroscopic methods to determine 
ionization and association constants for relevant systems under 
near‐critical and super‐critical conditions (300 to 400°C, and 30 
MPa). 

5. Perform corrosion product release and deposition loop 
experiments in SCW   

6. Develop models of corrosion product transport and deposition in 
an SCWR and identify potential issues (deposition on fuel, high 
radiation fields)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Summary of key corrosion product and radioactivity transport issues in 
an SCWR (12/2008).
‐ Report identifying those alloying elements with a high risk of 
release and transport in SCW (06/2009).
‐ Release and deposition rate measurements for selected corrosion 
products (12/2010).

France:
Description:
Characterizations and comprehension of the oxide growth 

mechanisms.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Results of oxide layers’ analysis ‐ version 2008 (end of 2008)

Results of oxide layers’ analysis ‐ version 2009 (end of 2009)
Results of oxide layers’ analysis ‐ version 2010 (end of 2010)

Japan:
Description:
1. Corrosion product behavior measurement and modeling using 

the results from surface analysis of corrosion specimens
2. Measurement method development of corrosion product behavior

Korea:  
Description:
Corrosion product deposition data
Schedule: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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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able:
‐ Experimental estimation of Mo atoms transport from test vessel 
through SCW (end of 2008)

Task 3.2.3: Specify Water Chemistry for Detailed Testing

Currently, SCWR materials testing is being carried out using a limited range of 
water chemistries (typically neutral water with low concentrations of dissolved 
oxygen), based on fossil‐fired plant experience. The dependencies of the 
corrosion behavior on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and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are being established for these materials. Once a final suite of 
candidate alloys is identified in the Materials Tasks for all key materials (in‐ and 
out‐of‐core), more detailed, longer term testing will be needed for these alloys 
under water chemistry regimes expected to be used in the SCWR.  Therefore, a 
key output of the Water Chemistry Task will be to identify these candidate 
water chemistry regimes and provide expected ranges for the key parameters 
(pH, dissolved oxygen and hydrogen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of any other 
additives, concentrations of impurities, etc.) to the materials groups for testing. In 
addition, these candidate chemistries will need to be assessed in in‐pile loop tests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radiolysis and corrosion product transport.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Specify candidate water chemistries, including expected ranges of 
concentrations of additives and impurities.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Report recommending candidate water chemistries for a pressure 
tube SCWR (12/2009)

Euratom:
Description:
First specification of water chemistry for testing of candidate 
materials Schedule: 2007
Deliverables: 
‐ First water chemistry specification for materials testing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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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3.2.4: Identify Methods for Chemistry Monitoring and Control

Work is needed to identify and develop the required chemistry monitoring for 
chemistry control in an SCWR,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n‐line sensors and 
probes.  To achieve the design life of reactor components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trol relevant chemistry parameters, such as electrical conductivity, 
pH, corrosion potential, concentrations of dissolved species ions, concentrations of 
redox species (e.g., hydrogen, oxygen) and particulate content.  Existing methods 
of chemistry monitoring are exclusively ex‐situ (cooled and de‐pressurized) and 
predominantly off‐line (batch laboratory analysis of grab samples).  The adequacy 
of this strategy varies with the sampling location, and the identity and value of 
the chemical parameter being monitored.  For example, redox species are known 
to be consumed by reactions on the surfaces of sampling lines/systems.  These 
issues will become even more serious for chemistry monitoring in an SCWR, as 
a result of the large changes in water chemistry around the critical point.  In 
addition, grab sampling of nuclear systems can be labour and dose intensive. It 
is likely that, for key chemical parameters, reliable monitoring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situ/on‐line probes. 

In addition to their ultimate use in an SCWR, these monitoring techniques will 
be needed in the short term for use in any in‐pile test facility. 

Contributions:

Canada:
Description:

1. Identification of candidate technologies for chemistry 
monitoring in SCW

2.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icroelectrodes and conductivity 
microcells as in‐situ monitors of SCWR coolant chemistry

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Report recommending strategies for chemistry monitoring and 
control in a pressure tube SCWR (12/2008).
‐ Performance data on candidate chemistry probes for an SCWR 
(12/2010).

Euratom:
Description:
Reference electrode development for 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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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008‐2010
Deliverables:
‐ Reference electrode design and measurement results (09/2010)

Korea:
Description:
Chemistry control development
Schedule: 2007‐2009
Deliverable: 

‐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reference electrode cell 
configuration to ensure long term durability in SCW (end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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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9.1 27.35 27.05 25.45 18.65 0 107.6
 Investment [k USD] 265 389.5 327.5 354.5 130 0 1466.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565.15 1685.35 1891.85 1845.05 460 0 6447.4

WP 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6.4 19.45 17.4 15.5 11.7 0 70.45
 Investment [k USD] 215 252.5 222.5 212.5 130 0 1032.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321 1118.2 927.7 727.9 0 0 3094.8

Task 1.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5.5 15.25 13.1 12.5 9 0 55.35

Tentative breakdown of total expenditure and of contributions to Materials & Chemistry project plan

Estimated Cost of/Resources Required for the Scope of the Work

Table 1: Estimated Cost of/Resources required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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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k USD] 215 172.5 142.5 132.5 50 0 712.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271 893.2 747.2 727.9 0 0 2639.3

Task 1.1.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 2.2 0.95 0.85 0 0 5
 Investment [k USD] 200 30 0 0 0 0 23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40 40 20 0 0 100

Task 1.1.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3.2 10.55 9.65 9.15 6.5 0 39.05
 Investment [k USD] 5 122.5 122.5 112.5 30 0 392.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271 853.2 707.2 707.9 0 0 2539.3

Task 1.1.2.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1 0.5 0.5 0 0 0 1.1
 Investment [k USD] 0 10 10 0 0 0 20
 BPI [k USD]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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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Task 1.1.2.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6 6.15 6.15 6.15 4 0 24.05
 Investment [k USD] 5 92.5 92.5 92.5 10 0 292.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00 564.2 564.2 564.2 0 0 1792.6

Task 1.1.2.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5 3.9 3 3 2.5 0 13.9
 Investment [k USD] 0 20 20 20 20 0 8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71 289 143 143.7 0 0 746.7

Task 1.1.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3 2.5 2.5 2.5 2.5 0 11.3
 Investment [k USD] 10 20 20 20 20 0 9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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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9 4.2 4.3 3 2.7 0 15.1
 Investment [k USD] 0 80 80 80 80 0 32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50 225 180.5 0 0 0 455.5

Task 1.2.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1 0.25 0.25 0.25 0.25 0 1.1
 Investment [k USD] 0 30 30 30 3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Task 1.2.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8 3.45 3.55 2.25 1.95 0 12
 Investment [k USD] 0 30 30 30 3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50 225 180.5 0 0 0 455.5

Task 1.2.2.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 0.25 0.25 0.25 0.2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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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Task 1.2.2.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 0.9 1 0.5 0.2 0 2.6
 Investment [k USD] 0 30 30 30 3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75 75 0 0 0 150

Task 1.2.2.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8 2.3 2.3 1.5 1.5 0 8.4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50 150 105.5 0 0 0 305.5

Task 1.2.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 0.5 0.5 0.5 0.5 0 2
 Investment [k USD] 0 20 20 20 20 0 80
 BPI [k USD]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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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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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2.7 7.9 9.65 9.95 6.95 0 37.15
 Investment [k USD] 50 137 105 142 0 0 434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244.15 567.15 964.15 1117.15 460 0 3352.6

Task 2.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7 3.9 5.75 5.75 4 0 21.1
 Investment [k USD] 50 107 75 112 0 0 344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44.15 353.65 770.65 810.65 460 0 2539.1

Task 2.1.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2 2.2 3.5 3.5 2.5 0 12.9
 Investment [k USD] 50 88 0 112 0 0 25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44.15 192.15 489.15 604.15 345 0 1774.6

Task 2.1.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Table 2: Estimated Cost of/Resources required for implementing WP1 and its sub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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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07)
 Labor [person.year] 0.5 1.7 2.25 2.25 1.5 0 8.2
 Investment [k USD] 0 19 75 0 0 0 94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161.5 281.5 206.5 115 0 764.5

Task 2.2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1 2.95 2.75 2.75 2 0 11.45
 Investment [k USD] 0 30 30 30 0 0 9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00 193.5 163.5 163.5 0 0 620.5

Task 2.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 0.2 0.2 0.2 0.2 0 0.8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Task 2.4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Labor [person.year] 0 0.85 0.95 1.25 0.75 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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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20 30 143 0 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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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Canada

Labor [person.year] 5.7 19.45 18.2 17.7 16.65 0 77.7
Investment [k USD] 265 220 140 130 130 0 88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Euratom

Labor [person.year] 1 2.7 2.7 3.1 0 0 9.5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144.15 613.85 613.85 737.55 0 0 2109.4

France

Labor [person.year] 0 2.8 4.65 4.65 2 0 14.1
Investment [k USD] 0 169.5 187.5 224.5 0 0 581.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650.5 1067.5 1107.5 460 0 3285.5

Japan

Labor [person.year] 0 0 0 0 0 0 0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0

Republic of Korea Labor [person.year] 2.4 2.4 1.5 0 0 0 6.3

Table 3: Estimated Cost of/Resources required for implementing WP2 and its subtasks

Contributions from the Sign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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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k USD] 0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421 421 210.5 0 0 0 1052.5

Total

Labor [person.year] 9.1 27.35 27.05 25.45 18.65 0 107.6
Investment [k USD] 265 389.5 327.5 354.5 130 0 1466.5

BPI [k USD] 0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565.15 1685.35 1891.85 1845.05 460 0 6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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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WP1

Labor [person.year] 54.7 15.25 13.1 12.5 11.8 107.35
Investment [k USD] 455 172.5 142.5 132.5 50 952.5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271 893.2 867.2 727.9 455.5 3214.8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1

Labor [person.year] 44.4 15.25 13.1 12.5 9 55.35
Investment [k USD] 215 172.5 142.5 132.5 50 712.5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271 893.2 747.2 727.9 0 2639.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1.1

Labor [person.year] 4.5 0.5 0 0 0 5
Investment [k USD] 230 0 0 0 0 23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100 0 0 0 10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Total

Table 4: Total contribution from the sign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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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07) Korea

Task 
1.1.2

Labor [person.year] 28.6 4.5 3.45 0 2.5 39.05

Investment [k USD] 145 0 247.5 0 0 392.5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1289.8 832.5 0 417 2539.3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1.2.1

Labor [person.year] 1.1 0 0 0 0 1.1
Investment [k USD] 20 0 0 0 0 2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1.2.2

Labor [person.year] 17 3 3.45 0 0.6 24.05
Investment [k USD] 45 0 247.5 0 0 292.5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860.1 832.5 0 100 1792.6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Labor [person.year] 10.5 1.5 0 0 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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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Investment [k USD] 80 0 0 0 0 8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429.7 0 0 317 746.7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1.3

Labor [person.year] 11.3 0 0 0 0 11.3

Investment [k USD] 90 0 0 0 0 9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

Labor [person.year] 10.3 0 0 0 2.8 13.1
Investment [k USD] 240 0 0 0 0 24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120 0 455.5 575.5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1

Labor [person.year] 1.1 0 0 0 0 1.1
Investment [k USD] 120 0 0 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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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2

Labor [person.year] 9.2 0 0 0 2.8 12
Investment [k USD] 120 0 0 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120 0 455.5 575.5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2.1

Labor [person.year] 1 0 0 0 0 1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2.2

Labor [person.year] 1.7 0 0 0 0.9 2.6
Investment [k USD] 120 0 0 0 0 12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120 0 15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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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2.3

Labor [person.year] 6.5 0 0 0 1.9 8.4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305.5 305.5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1.2.3

Labor [person.year] 2 0 0 0 0 2
Investment [k USD] 80 0 0 0 0 8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WP 2

Labor [person.year] 21 4.5 10.65 0 1 37.15
Investment [k USD] 100 0 334 0 0 434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719.6 2453 0 180 3352.6

Table 5: Contribution from the signatories to W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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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2.1

Labor [person.year] 8.7 4 8.4 0 0 21.1

Investment [k USD] 100 0 244 0 0 344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576.6 1962.5 0 0 2539.1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2.1.1

Labor [person.year] 4.2 4 4.7 0 0 12.9
Investment [k USD] 100 0 150 0 0 25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576.6 1198 0 0 1774.6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2.1.2

Labor [person.year] 4.5 0 3.7 0 0 8.2
Investment [k USD] 0 0 94 0 0 94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764.5 0 0 764.5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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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2.2

Labor [person.year] 8.5 0 2.25 0 0.7 11.45
Investment [k USD] 0 0 90 0 0 9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490.5 0 130 620.5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2.3

Labor [person.year] 0.8 0 0 0 0 0.8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0 0 0 0 0

 
Estimated Value Breakdown in USD 

(December 2007)
Canada Euratom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Total

Task 2.4

Labor [person.year] 3 0.5 0 0 0.3 3.8
Investment [k USD] 0 0 0 0 0 0

BPI [k USD] 0 0 0 0 0 0
Total estimated contribution [k USD] 0 143 0 0 5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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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 개발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

○ SCWR은 대용량 전력생산 원자로로서 향후 발전용원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

음.

○ SCWR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개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경수

로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SCWR 개발이 가능함.

○ 최근 대형 해외 사업의 성사로 국내 기술개발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어, 당분간

은 본격 기술개발 추진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공

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KAERI가 설계한 초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의 부수로(수력직경은 6.5

mm)에서 일어나는 초임계압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구경 튜브(4.4, 4.57,

6.32, 9.0 mm)와 환형유로 (8 x 10, concentric; 9.5 x 12.5, eccentric)에서 이산화탄소

를 사용하여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음.

- 초임계압수냉각로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F/M강 가운데 T92, 고 Ni 합금 가운데 인콜

로이 800H, ODS 합금 가운데 MA956합금에 대해 이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팽

윤 및 조사기공의 크기분포 등의 관점에서 ODS 합금의 우월성을 확인하였음.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노심개념개발, 부수로해

석, 안전해석, 초임계압 열전달, 이온 및 중성자 조사, 초임계압

수 방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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