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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진행파 원자로 기술 타당성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진행파 원자로 (TWR: Traveling Wave Reactor)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컨퍼런스에서 소개하여 국내

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빌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벤처회사 테라파워의

주도로 개발 중이다. TWR은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에는 연료의 재순환, 중간저장, 연

료의 외부 공급이 필요 없고 농축 과정의 폐기물인 열화우라늄을 장전 연소시킴으로

써 자원 이용효율과 핵확산저항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아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사용후연료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정부가 향후 사용후연료 재활용노선을 적극적으로 택하

지 않고 핵분열 에너지 자원의 확충을 추구하는 경우, 미국에서 TWR 연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4년부터 새로이 발효될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

하여 사용후연료 재순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에

너지 자원 확충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TWR과 같은 Modified Open Cycle을 추구하는

원자로 개념에 대한 개발 타당성이 증대되는 만큼, Back-up option으로서 SFR 관련

연구의 개발동향 파악 및 신개념 원자로 개발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테라파워가 추진 중인 진행파 원자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듐냉각 고속

로와 시스템 측면에서는 동일하며, 노심 측면에서도 공통분모가 다수이므로 진행파

원자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듐냉각 고속로와 서로 보완되어 Synergy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기술 요소 발굴 및 연구 개발 계획 수립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진행파 원자로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의 설계

개념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내 상세 연구의 필요성 또는 향후 연구개발

을 위한 기술적 한계 및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진행파 원자로 개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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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 작성

○ 진행파 원자로 개념 타당성 평가

- 설계 개념 분석

- 기술 현안 검토

∙이동 노심의 제어 방법

∙효과적 열제거 방법

∙내 중성자 조사성 재료 개발 등

- 지속성: 자원이용효율 평가 (기존 원자로 대비 정량 평가)

- 기술성: 핵심 기술 현안 극복 방안 (상용화 기준 기술 수준)

- 안정성: 기존 고속로 대비 새로이 발생될 문제 중심

- 핵확산 저항성: 장수명 방식에 따른 장/단점 정량적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진행파/정립파 원자로의 개발 동향, 특허 등록 현황, 주요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TerraPower사가 주도하고 있는 진행파 원자로는 Edward Teller가 제안

한 초기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초창기 CANDLE연소 전략을 채택한 진행파 원자로

개발을 장기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정립파 원자로 개

념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TerraPower는 국제특허 12건과 미국특허 9건을

등록 완료한 상태이다.

진행파 원자로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최초 점화기 장전으로 약 60년의 원자로 운

전수명 동안 재장전 없이 운전 가능하다는 점과 점화기 이외에는 농축후 폐기물로 분

류되는 열화우라늄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특

징에서 파생되는 여러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자

원 이용 효율, 안전성 및 건전성, 핵확산 저항성 항목에 대한 개념 평가를 수행하였다.

자원 이용 효율 측면에서는 핵연료 재순환을 전제로 한 SFR보다는 현저히 낮으

나 기존의 PWR보다는 1.6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주기 초 소듐밀

도 계수 등에서는 전형적 소듐냉각고속로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초우란

원소가 생성되어 누적된 수명 말기의 안전성 지수는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핵연료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핵연료의 첨두 방출연소도와 피복관 첨두 고속중성

자 조사량이 각각 기존 제한치의 1.5배, 3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는 운전수명 동안 장전된 열화우라늄의 접근 차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블랭킷 영역에서 생산된 고순도의 플루토늄으로 인해 핵확산 위험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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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있다.

진행파 원자로에 대한 개념 검토와 분석을 병행하여 TerraPower에서 제시한 정

립파 원자로의 설계 사양을 기초로 몇 가지 설계 또는 운전 방식의 변경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제 설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립파 원자로 핵

연료 설계에 대하여 기존의 금속연료 및 피복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진행파 또는 정립파 원자로의 연구개발시 선행되어야 할 기술적 현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핵확산 저항성을 향상하기 위해 Shuffling 또는 가동 중 검사 시에 블랭킷 연료

가 원자로 밖으로 인출될 수 없도록 근원적 조치 필요.

∙주기 중 큰 출력 변동에 대응하도록 운전 정지 기간 중 집합체 유량 분포를 조

절할 수 있는 설계 개념 및 기구의 개발이 필요함.

∙고연소도 초장주기 운전에 수반되는 3배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피복관 개발이 필요하며 30% 이상의 고연소도 핵연료심의 성능

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필요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미국이 Modified Open Cycle을 향후 장기간에 걸쳐 추구하고 아국에도 권고하는

경우, 진행파 원자로 개념은 실용화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동향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진행파 원자로는

핵분열 에너지 지속성 측면에서 연료순환형 고속로의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연료 순환형 고속로의 개발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워질 경우, 진행파 원자로 개

발은 고속로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진행파 원자로를

중장기 과제로 구성할 경우 개념 검토에 관한 기초 자료로 제공가능하다.

당해 년도는 정책과제로 본 과제가 수행되었으나, 개정될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2013년도 말까지는 정책 및 예비 개념 개발로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용후 핵연료 재순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어렵게 되

는 경우, 진행파 원자로를 포함하여 Modified Open Cycle을 원자로 개념 연구 개발은

중점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초장주기 SMR 개발이 각광받고 있는 최근 경향

을 고려하면, 초장주기 및 SMR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

는 원자로의 신시장 개척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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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nalysis o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ravelling wave reactor concep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WR (Traveling Wave Reactor)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ublic widely

and with a great sensation during the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conference by Bill Gates, the founder of the MicroSoft company. TerraPower

which is intellectual venture founded by Bill Gates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a

TWR. A TWR does not need spent fuel recycling during its core lifetime, its

intermediate storage or an external supply of fuel, and utilizes the depleted

uranium mainly produced as a by-product of enrichment process. By these design

features, a TWR was convinced to have high potential for enhancing the resource

utilization efficienc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Korea is now promoting a revision of the pact between Korea and US on

atomic energy. If the U.S. government pursues nuclear energy expansion without a

policy of nuclear fuel recycling, the research on the TWR technology development

will be accelerated. In the case that the policy of spent fuel recycling is not

reflected within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the research demand of

reactor concept pursuing modified open cycle such as a TWR will be increased.

For this reason, the status, research direction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TWR

need to be clarified.

The system design feature of the TWR led by TerraPower is almost same as

that of the SFR which is now under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technology

associated with reactor core can be shared by each other. Accordingly,

complementary technologies between TWR and SFR should be characterized and

should be reflected to the plan of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 need of further detailed

research, technical issues and provide a guidance of the research on TWR if

needed,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TWR development and by ass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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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sibility of its design concept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TWR development

- Periodic reporting the status and trend

○ Assessment of technical feasibility of TWR reactor concept

- Analysis of design concept

- Investigation of technical issues

∙Control method of traveling wave

∙Method of effective heat removal

∙Development of new structure material resistant against neutron

irradiation

-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resource utilization

- Maturity of technology: Technical solution of main issues.

- Safety: Safety concern compared with SFR design features.

- Proliferation resistance: Quantification and assessment

Ⅳ. Result of Project

The status and trend of TWRs, patent status and its major techn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TWR of which design

development is led by TerraPower, is a core concept which was first suggested by

Edward Teller. The TWR adopted the CANDLE burnup strategy in the early

phase of the development and now go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a standing

wave reactor (SWR) for earlier commercialization. In this context, TerraPower

completed registrations of twelve international PCT patents and nine US patents.

Main technical features of traveling wave reactor can be characterized as a

reactor operation without refueling up to the reactor life time more than 60 years

and the TWR utilizes depleted uranium which is produced from the enrichment

process as a byproduct. Enriched fuel is only loaded to an igniter which is required

for initiation of burning wave.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alysis of TWR arising

from the technical features was carried out in terms of resource utiliz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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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gri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The resource utilization of the TWR was found to be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PWRs but turned out to be still very low, compared with that

of SFRs with fuel recycling. Regarding the safety aspect, the TWR showed the

better performance than typical SFRs in terms of reactivity coefficient at the

beginning of cycle. However, it was expected to get worsened at the end of cycle

at which the transuranics isotopes are accumulated in the core. As for an integrity

of fuel rod, the peak discharge burnup and peak fast neutron fluence exceeded the

current limit more than 1.5 times and 3 times, respectively. It is also found that the

TWR has a possibility of prolifereation risk because of high purity plutonium

production in the blanket region if the blanket fuel is not physically protected from

the access.

In parallel with the concept review of TerraPower SWR design concepts,

independent analysis of SWR designs by altering design specifications and

operation strategies done in this study. The fuel rod design of the SWR was also

investigated based on the current database of fuel irradiation and performance.

The technical issues of the TWR or SWR which should be prior to detailed

research and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trong physical protection is required during the shuffling or in-service

inspection period to improv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New flow control logic or device is required for distributing the

assembly-wise flow to be corresponded with power swing of fuel assembly.

∙High integrity cladding material need to be developed for covering the high

fast neutron fluence more than three times of current limit which result from

the high burnup and long fuel cycle. The metal fuel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should be validated through the irradiation tes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continuous follow up of its trend is necessary because th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effort of TWR/SWR will be accelerated in case that US pursues

a modified open cycle as their policy and recommend same policy to Kore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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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R can be a short- or mid-term alternative of a SFR development with fuel

recycling from the view point of sustainable use of nuclear energy.

The TWR will be a valuable means of a SFR development if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spent fuel recycling is not improve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sight when a research work on TWR is organized as a mid-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 in Korea.

Although this project was first organized as reviewing a policy aspect, the

project needs to be expanded in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the

pre-conceptual design by 2013 when the content of a new Korea and US atomic

energy pact will be well figured. In the case that the circumstance of the research

of fuel recycling gets worse, the conceptual research on modified open cycles

including the TWR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as a major project i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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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KAERI는 2008년 12월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소듐냉각 고속 실증로

(SFR)를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하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파이로 기술

을 사용후연료에 직접 적용하는 실제적인 연구는 수행할 수 없다. 현 한미원자력협정

은 2014년 개정될 예정이며, 아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사용후연료의 처리를 가

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파 원자로 (TWR: Traveling Wave Reactor)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10년 2월 20일 개최된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컨퍼

런스에서 소개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빌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벤처회사 테라파워의 주도로 개발 중이다. TWR은 기존 소듐 냉각 대용량 고속로와

동일하며, 단지 원자로 수명기간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초기 노심에 장전한다는 점에

서만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에는 연료의 재순환, 중간저장, 연

료의 외부 공급을 회피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향후 사용후연료 재활용노선을 적극적으로 택하지 않고 핵분열 에너

지 자원의 확충을 추구하는 경우, 미국에서 TWR 연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4년부터 새로이 발효될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하여 사용후연료 재순

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에너지 자원 확충 측면

에서 국내에서도 TWR과 같은 Modified Open Cycle을 추구하는 원자로 개념에 대한

개발 타당성이 증대되는 만큼, 관련 개발동향 파악 및 개념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테라파워가 추진 중인 진행파 원자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듐냉각 고속

로와 시스템 측면에서는 동일하며, 노심 측면에서도 공통분모가 다수이므로 진행파

원자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듐냉각 고속로와 서로 보완되는 기술 요소 발굴 및 연

구 개발 계획 수립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진행파 원자로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의 설계

개념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내 상세 연구의 필요성 또는 향후 연구개발

을 위한 기술적 한계 및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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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존 KALIMER 노심의 내외부에 블랭킷을 설치하여 소위

전통적인 장수명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

나 장수명 소듐냉각 고속로가 개념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 연

구를 수행한 경험은 적다. 그러나, 장수명 소듐냉각 고속로의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기존 고속로 기술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거

나 개발된 고속로 설계 전산코드는 장수명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에도 대부분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일반 고속로관련 기술수준은 핵연료 부분을 제외하고 선진국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안전특성, 핵확산저항성을 보유한 핵연료주기, 고준위 방

사성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등에 대한 기술적 입증 및 실증이 향후 예상되고, 앞으로

20여 년간 신기술 및 혁신설계개념의 도입으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중될 것

이다.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과 에너지 다소비국인 중국, 인도

등은 소듐냉각 고속로 및 핵연료주기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2030년대까지 완료하는 것

을 목표로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안전성과 친환경 측면이 대폭적으로 강

조된 개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erraPower라는 민간회사가 10년 안에 기존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

에 기초한 TWR 원형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의욕적인 개발을 시작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정부도 장수명 원자로 개념의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비를 지원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SFR 기술을 활용할 경우 최대 20년 정도의 원자로 수명을 가진 초기 장수명

소듐냉각 고속로의 조기 구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장수명

원자로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초장수명 재료 및 고성능 핵연료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대중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현재보다 크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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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결과

미국

TerraPower

(Intellectual

Venture의

자회사)

- 초기 활성노심 주위에

블랭킷을 장착한 고속로

개념을 소위 진행파원자로

(Traveling Wave Reactor)라

칭하고 2006년부터 다양한

TWR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임. 주된 연구내용은

우라늄 농축 부산물인

열화우라늄을 블랭킷으로

사용하는 장수명 고속로

(60년 원자로 수명 목표)

개념에 대한 것이며, 초기

노심 개념으로서 금속연료가

장전된 소듐 냉각 고속로

개념을 개발 중임.

- 테라파워(TerraPower)사에 의한

TWR에 대한 연구는 상업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연구결과나 현황이 알려져

있지는 않음. 그러나, 핵연료 및

재료적인 문제와 안전성 때문에

60년 주기길이와 같은 장수명

고속로 개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020년대 소위

제1세대 TWR 실증로를 위해서

다양한 개념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상황임.

- 1세대 TWR은 재료와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수명과 낮은 성능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음.

일본 TIT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 2000년 Sekimoto 교수에

의해서 CANDLE (Constant

Axial Shape of Neutron

Flux, Nuclide Densities and

Power Shape During Life

of Energy Production)

개념이 연구됨. CANDLE

개념은 활성영역이 시간에

따라서 축방향으로 진행하는

개념으로서 이후 유사한

연구가 고온가스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원자로

형식에 대하여 수행되었음.

- 전통적인 고속증식로의

반경방향 블랭킷을 대신 축방향

블랭킷 개념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기존 장수명 고속로

개념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고 미국 테라파워사가

TWR 연구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동기를 부여.

- CANDLE 개념을 이용한 장주기

고온가스로 개념도

연구되었으나 실용화 되지는

못함.

- 고연소도 핵연료, 장수명 재료

등의 문제로 개념적인

연구수준에 머무름.

일본,

도시바(Toshib

a)와 CRIEPI

(Central

- 1980년대 말부터 도시바와

CRIPEPI는 4S (Super-Safe

Small and Safe)라는 소형

UCFR 을 공동으로 연구개발

- 매우 작은 노심을 이용하여

소듐 냉각재의

기포반응도계수를 음수화

하였으며, 활성노심을 감싸는

표 2-1 국외 초장주기 노심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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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결과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중임. 4S는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U-Pu-Zr

금속연료을 사용하면 10

MWe (열출력 30 MW)

노심의 경우 약 30년의

수명을 가진다. 4S는

블랭킷을 이용한 TWR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반사체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는

개념을 도입함.

-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시바는 4S

시스템을 미국 알라스카의

외딴도시 Galena시에 건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이를

위해서 미국 NRC의 DC

(Design Certificate)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4S 원자로 시스템은 미국

로렌스리버모아국립연구소(LLN

L)의 소형 원자로 SSTAR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줌.

-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납합금

냉각 4S 개념도 개발됨.

미국,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ANL

(Los Alamos

National Lab.)

ANL

(Argonne

National Lab.)

- LLNL은 LANL, ANL,

버클리 대학, 일본 CRIEPI

등과의 협력으로 SSTAR

(Small, Sealed,

Transportable, Autonomous

Reactor)를 소형 UCFR

시스템의 개념을 개발함.

SSTAR는 Pb-Bi 합금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전기출력

10~100MW 정도임. SSTAR

원자로는 약 30년 동안

연료의 재장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배나 대형 트럭 혹은 기차를

이용한 수송을 고려함.

- SSTAR에 대한 연구는 미국

DOE의 지원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설치하고 원자로 수명이 끝나면

회수하는 개념으로 개발됨.

그러나, 아직 개념

개발단계이며, 실용화까지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노심에서 생성된 플루토늄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부정조작방지개념

(tamper-resistant)을 개발함.

- 4S에서와 유사하게 노심

반사체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반응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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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진행파 원자로와 관련한 개발 현황을 문헌 조사, 특허 조사, 인적 네트워크 활용

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개발 동향에 관한 내용은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최초의 진행파 원자로는 1958년 Feinberg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당시는

Breed-and-Burn개념의 원자로로 제안되었다. 이는 다시 1979년 MIT의 Driscoll에 의

해서 학계에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TerraPower사에서 개발 중인 진행파 원자로는 수

소 폭탄의 창시자인 Edward Teller가 1996년 당시 제안한 진행파 원자로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Edward Teller가 제안한 최초의 진행파 원자로 개념도를 그림 3-1에 도시

하였다. 최초 진행파 원자로 개념은 지하에 토륨 핵연료를 직렬로 배치하여 우라늄 증

식을 중심영역에서 외곽으로 전개하고 각 연료 모듈과 터빈 모듈을 독립적인 헬륨 냉

각재 모듈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 연료의 증식에 의해 출력이 많이 발생하는 모듈

을 터빈 모듈과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장기간 운전이 가능하게 한 원자로 개념이다

[3-1～3-6]

최초의 진행파 원자로 모듈은 그 운전 방식과 냉각재, 연료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

에만 그쳤을 뿐 실제 설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이는 TerraPower사에서 설립

초창기에 등록한 특허의 내용이기도 하다.

테라파워사가 초창기에 제안한 진행파 원자로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동경공업대

세키모토 교수의 CANDLE 연소 방식을 채용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3-2에 도시하였다. 초창기 진행파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점화기로 장전하고 나머

지 영역에는 농축 폐기물로 분류되는 열화우라늄을 장전하여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

이 열화우라늄 영역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증식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노심의 활성영역이 이동하는 노심이다.

진행파 원자로는 점화기로 이용되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 이외에 농축 폐기물로

누적된 열화우라늄만이 장전하여 60년에 달하는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핵연료 교체없

이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어 별도의 재처리시설과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없다. 따

라서 연료의 자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장주기 운전으로 원자로 이용률을 획기적으

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원자로 운전 기간 동안 핵물질의 접근 또는 반출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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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핵확산 저항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진행파 원자로 개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TED 컨퍼런스

에서 최초로 소개하였으며 빌게이츠가 원자력 벤처로 창업한 테라파워사

(TerraPower)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테라파워사의 진행파 원자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적 현안의 극

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 노심의 제어방법: 진행파 원자로에서는 그림 3-2와 같이 노심의 활성 영역

이 이동하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측, 장기간 중성

자 효율을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공간 출력 분포와 반응도를 적절히 제어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효과적 열 제거 방안: 활성 노심영역의 이동에 따른 효과적인 노심 냉각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통상 소듐냉각고속로에서는 집합체의 냉각재 입구 노즐 부근

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출력 대 유량비를 전 노심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여

노심 출구 온도를 향상시키면서 피복관 등의 구조재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냉각한다. 그러나 만일 활성 노심이 이동하는 경우 고정식 오리피스로는 출력

대 유량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냉각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내 중성자 조사성 재료 개발: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 피복관 등의 구조적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중성자의 조사량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HT9 피복

관의 경우 4×1023 n/cm2의 고속중성자 플루엔스 제한치를 사용하고 있다. 진행

파 원자로는 약 60년의 원자로 운전 수명기간동안 연료 교체 및 재장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장전된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피복관 재질보다 내 중성자 조사성이 훨씬 뛰어난 재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테라파워에서는 진행파 원자로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초기 개념으로 정립파

원자로 (SWR: Standing Wave Reactor)를 개발하고 있다. 정립파 원자로는 장주기로

운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전 블랭킷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소듐냉각 고속로와 유사

하다. 그림 3-3은 테라파워사에서 제안한 정립파 원자로 (TPRP: Terra Power

Reactor Plant)의 반경방향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심의 중앙영역에는 약 10～12

wt.%의 저농축 우라늄이 원자로 점화기로 장전되어 있으며 열화우라늄으로 구성된

블랭킷이 이를 두껍게 둘러싸고 있다. 또한 반응도 제어를 위해 1차/2차 제어봉과 고

정 흡수체가 장전되어 있다.

표 3-1은 정립파 원자로 TPRP의 주요 설계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TPRP는 전기

출력 1150 MWe급의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로서 노심의 직경이 6.4 m, 노심의 유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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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로 기존의 1 m이하의 노심 유효장을 갖는 소듐냉각 고속로 보다 축방향으로 긴

핵연료 집합체 설계를 보인다. 또한 핵분열 생성 기체를 위한 가스 플레넘이 약 2 m

로서 기존의 소듐냉각 고속로보다 작은 가스 플레넘 길이를 갖는다.

진행파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TerraPower사는 지식 벤처형 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 설계업무를 주도하기 위해 설계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

상 진행파 원자로 관련 핵심 개념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주

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TerraPower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원자로

건설,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설계 측면에서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 목표로 보인다. 빌 게이츠는 중국에 최초의 진행파 원자로 건설을 희망하여 중국과

접촉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고 보고되었다(2010년 7월 5일

보고자료 참조: 첨부).

현재 진행파 및 정립파 원자로 설계와 관련하여 1996년 진행파원자로의 제안자

중 한명인 Lowell Wood 및 MIT의 연구교수였던 Hejzlar, 버클리의 Greenspan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체 연구 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며, 아울러

미국의 ANL 및 FFTF SFR 참여 연구원들이 TWR 설계 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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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행파 원자로 개념 검토

1. 진행파 원자로 개념의 정성적 검토

진행파 원자로의 초기 개념으로 설계된 정립파 원자로의 기술적 특징과 장․단점,

기술적 현안을 검토하였다. 표 3-2는 TPRP 원자로의 주요 기술적 특징과 이에 따른

기술적 현안을 정리한 것이다. TPRP 원자로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긴 유효 노심장

및 저출력 밀도 설계, 열화 우라늄 사용, 초장주기 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2.5 m의 긴 유효 노심장을 채택함으로써 출력용량에 비해 노심의 직경을 줄일 수

있어 건설비의 줄이고 저출력 밀도 노심 설계로 열적 여유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긴 유효 노심장으로 발생하는 축방향 출력 첨두를 제어하기 위하여

축방향 농축도 분리를 할 경우 핵연료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며, 유효

노심 길이에 의해 파생되는 핵연료 원소 (가스 플레넘, 하부 반사체 길이)의 길이도

동반하여 길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냉각재의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의 가스 플레넘으로 인해 핵분열 생성물 누적에 의한 핵연료봉

내압의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소듐냉각 고속로가 1 m 내외의 짧은 길이의 유효 노심장을 채택하는 배경

에는 소듐기화반응도와 같은 안전성 인자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TPRP의 긴 유효

노심장은 소듐 기화 시 축방향 중성자 누설량을 감소시켜 소듐기화 반응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력 밀도 설계로 인해 열적 여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

면에 노심의 체적이 증가하여 출력 용량 대비 원자로 용기의 크기 등은 기존의 소듐

냉각 고속로에 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파 원자로에서는 점화기로 장전되는 저농축우라늄 이외에 열화우라늄만을 장

전하여 기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이에 따라 자원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운전기간 중 핵연료의 교체가 없기 때문에 재장전 연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에 장전되는

열화우라늄은 일정기간 조사되면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블랭킷으로

장전되는 연료의 엄밀한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

진행파/정립파 원자로는 연료의 재장전이 없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원자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재장전에 필요한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에의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핵확산

위험을 저감할 수 있으며 고연소도 (약 200 MWd/kg) 달성이 가능하여 자원 이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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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가동 중 검사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인허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고속중성자 조사량 및 출력분포

의 평탄화를 위하여 가동 중 핵연료 Shuffling을 고려할 경우 재장전 설비는 필요하

다. 장주기 고연소도의 원자로 특성에 따라 수명 기간 중 피복관 및 집합체 덕트의 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강도 재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명 중 집합체 출력 변

동에 의한 냉각재 유량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듐냉각 고

속로 피복관 후보 중 하나인 HT9강의 경우 첨두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4×1023 n/cm2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핵연료 연소 특성에 따라 금속연료 첨두 방출 연소도도 200

MWd/k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진행파 원자로의 주요 설계 개념 평가

학회, 뉴스 기사 등 테라파워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립파 원자로

TPRP에 대한 지속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가. 지속성 및 자원 이용효율

자원 이용효율은 우라늄 농축에 소요되는 우라늄 원광량과 노심에서 실제 연소되

는 우라늄의 양으로 정의 되며 그림 3-4와 같이 농축도와 방출연소도의 함수로 정의

된다. 즉, 노심에 장전되는 연료의 농축도가 낮으면 낮을 수록, 노심에서 방출되는 평

균 방출연소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자원 이용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가압경수로와 연료 재순환을 가정한 소듐냉각고속로와 비교하면 표 3-3과

같이 가압경수로 대비 1.6배 내외의 효율을 갖지만 핵연료 재순환 정책을 채용한 소듐

냉각고속로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의 주된 원인은 블랭킷으로 장전된 열화우라늄

량은 자원 이용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 원자로 임계를 위하여 점화기로 장

전되는 10～12 wt.%의 농축우라늄 장전에 많은 우라늄 원광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 안전성 및 건전성

표 3-4는 테라파워사의 발표자료에서 인용한 원자로 주기 초의 반응도 계수를 나

타낸다. 소듐냉각고속로와 반응도 계수 비교 시 TPRP는 냉각재 온도 계수에서 향상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결과는 노내에 초우란원소(TRU)가 없는 주기 초 상태에서

비교한 값으로 통상 우라늄 노심은 중성자스펙트럼 경화에 의한 핵분열 변화가 TRU

보다 적어 냉각재 밀도 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이지만 연소가 진행되면서 증

식에 의해 TRU원소가 축적되었을 경우는 이러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TPRP는

전형적인 SFR보다 노심 높이가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수명 말기 TRU 원소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냉각재 온도 계수는 IFR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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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노심 길이의 영향으로 반경방향 중성자 누출영향이 지배

적인 축방향 팽창계수는 큰 부(-)의 값을 보이며 이와 반대로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작은 부(-)의 값을 보인다.

정립파 원자로는 집합체의 노내 잔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전 중 집합체의 출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다. 평가 결과 집합체의 출력 변동은 최초 10년간 약 30%로서

이를 출구온도로 환산할 경우 약 45 °C정도이다. 따라서 최소 10년 주기로 Shuffling

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오리피스와 같이 고정된 유량조절 기구를 통하여 이를 제어하

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운전기간 중 유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설

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립파 원자로 핵연료 설계는 핵연료 체적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용

량의 가스플레넘 (연료심대비 플레넘 부피 1.07, KALIMER-600의 경우 2.5)을 채용하

고 있으며 핵연료 피복관의 두께도 국내 개발 SFR에 비하여 얇다(피복관 두께 대비

내경 TPRP 15.6, KALIMER-600 10.5). 따라서 주기 운전 중 피복관이 받는 응력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정립파 원자로는 첨두 방출연소도를 대략 30%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연료조사 데이터베이스 (20%연소도)를 1.5배 상회하는 값이다. 또한 현 설계 조건에

서 정립파 원자로의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20%정도로 첨두 방출연소도를 30%제한

으로 운전하기에는 총 출력 첨두인자를 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TPRP와 같이

대용량 노심에서 이를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립파 원자로의 활성노심영역의 고속중성자속은 단순한 환산으로 계산하면

9.1×1014 n/cm2-sec로 이에 의한 연간 고속중성자 플루엔스는 약 2.9×1022 n/cm2-yr이

다. 이를 통하여 HT9 피복관의 고속중성자 플루엔스 제한치 4×10
23

n/cm
2
을 이용하

여 최대 운전가능 년수는 전체 노심에서 출력밀도가 이상적으로 평탄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약 14년 정도이다. 출력첨두 인자를 1.5로 고려하면 약 9.3년으로 운전가능

기간이 줄어들며, 노심 외곽에 장전된 블랭킷 영역이 활성노심 영역으로 이동하여 운

전 기간이 2배 증가 한다 하여도 약 20년 운전 가능하다. 따라서 60년 운전 수명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고건전성 핵연료심재와 최소 3～10배 정도 높은 고속중성자 플루엔

스 조건에서 고온 강도가 높은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 핵확산 저항성

정립파 원자로는 운전주기가 60년으로 운전기간 동안 핵물질에 대한 접근성이 떨

어져 TerraPower에서는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화우라늄을 블

랭킷으로 장전함에 따라 운전 중 고순도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그림 3-5는 최초 10년

간 블랭킷에서 발생되는 초우란원소의 총 양과 초우란원소 중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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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운전 기간 동안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비율이 99%로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따라서 가동 중 검사, 노심 핵연료집합체의 Shuffling 등의 가동

정지 기간 동안에 엄격한 핵통제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3. 진행파 원자로 관련 특허 조사

현재 진행파 원자로에 관련한 특허는 미국 특허 9건,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특허 12건이 검색되었다. 한국은 PCT 가입국으로 특허 제약

을 받는다. 진행파 원자로 관련 특허 중 대부분은 최초 진행파 원자로 개념과 초기 진

행파 원자로 개념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립파 원자로 설계 연구에 대한 특

허는 1건이다.

표 3-5는 진행파 원자로 관련 특허 목록을 나타낸다. 표에서 번호 1～3까지는

Edward Teller가 제안한 최초 진행파 원자로 개념에 관한 특허로서 이와 관련한 개념

도는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본 특허는 그림 3-1에 나타낸 최초의 진행파 원자로 개

념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서 원자로 모듈을 각각의 독립 모듈로 배치한 최초 모델

에서 원자로 모듈을 통합하고 냉각계통을 분리한 모델이다.

표에서 4번째 특허는 연료영역에 인위적으로 Void 영역을 구성하여 열팽창에 따

른 구조재의 응력 증가를 방지하는 설계이다. 진행파 원자로의 연료는 충분한 증식특

성을 갖기 위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농축도가 10 wt.% 내외이어야 하며 핵연료 체적

비가 0.5에 가까운 큰 값을 가져야한다. 또한 블록형의 연료가 조밀하게 배치되었을

때 장기간 운전에 따른 열팽창 또는 팽윤에 의한 구조재의 응력 증가를 방지하는 설

계가 필요하다.

표에서 5～8번까지의 특허는 테라파워사가 제안한 초창기 진행파 원자로 개념이

며 이와 관련한 개념도를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이 개념은 직렬로 배치된 원자로 모

듈과 달리 원자로 모듈을 도넛형으로 배치하고 그 중앙에 점화기를 배치하는 형식이

다. 즉, 노심 활성영역은 도넛형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며 각 핵연료 모듈

은 도우넛형의 방위각 방향으로 모듈형으로 배치된다. 해당 특허는 전체 시스템의 배

치, 방위각 방향으로 배치되는 핵연료 모듈의 설계 개념, 각 핵연료 모듈의 냉각 방식

등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특허는 정립파 원자로의 Shuffling 개념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서, 특허 등록 내에서는 특별히 진행파 또는 정립파 원자로에 대한 적용 개념을 명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 원자로 개념의 Shuffling 개념을 Annealing 이라는 별도

의 용어로 제시하여 등록된 특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통상적은 LWR 등에서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되어왔던 원자로 운전 전략으로 해당 특허 개념이 독점적 소유



14

권을 갖는 특허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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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진행파 원자로 기술 타당성 검증

1. TerraPower Reactor Plant 검토

미국 TerraPower (Interllectural Venture의 자회사)는 초기 활성 노심 주위에 블

랭킷을 장착한 고속로 개념을 소위 진행파 원자로 (TWR : Travleing-Wave Reactor)

라 칭하고 2006년부터 다양한 TWR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60

년을 설계 운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초장주기 소듐 냉각 고속로(SFR)인 TWR

개발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투자의지를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

슈가 되고 있다. TerraPower의 주된 연구 내용은 우라늄 농축 부산물인 열화 우라늄

을 블랭킷으로 사용하는 장수명 고속로 개념에 대한 것이며, 초기 노심 개념으로서 금

속 연료가 장전된 소듐 냉각 고속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자로에 대한 정보는 그

림 3-8 ～ 그림 3-11과 같다.

테라파워(TerraPower)사에 의한 TWR에 대한 연구는 상업적인 목적이 크기 때

문에 상세한 연구결과나 현황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핵연료 및 재료적인 문제와

같은 안전성 때문에 60년 주기길이와 같은 장수명 고속로 개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2020년대 소위 제1세대 TWR 실증로를 위해서 다양한 개념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상황이며 제 1세대 TWR은 재료와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수명

과 낮은 성능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2. TPRP 모델링 및 분석

초장주기 소듐 냉각 고속로의 기술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TPRP의 노심 설계 제

원들을 검토하였다. 노심에 대한 핵연료 집합체 제원은 알려 있으나 비핵연료 집합체

인 제어봉의 보론 농축도, 중성자 흡수체, 핵연료로 사용된 U-Zr 금속 핵연료에 대한

U의 농축도가 10 ～ 12 wt.%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비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제원이 불충분하여 현재 본 원 고속로기술개발부에서 개념설계 중인 SFR의 제원을

적용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을 적용, 비례식을 이용하여 제원을 설정하였다. 주제

어봉와 보조제어봉의 보론 농축도를 각각 20, 90 wt.%로 하여 주제어봉을 삽입하면서

반응도제어 연소 계산을 실시하였으나 주제어봉의 제어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을 발견

하여 50 wt.%로 농축도를 변경하여 모델링하였다.

핵연료 구조물 즉, 피복재는 현재 본 원 고속로기술개발부에서 소듐 냉각 고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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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에서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HT9을 적용하고 있다. HT9의 고속 중성자 조사량

의 제한치는 4×1023n/㎠ 이하로 설정되어있다. 또한, 원자로 안전성 측면에서 연소 결

손 반응도은 4,500pcm 이하로 설정하였다. 고속로를 설계함에 있어 노심 안전성 측면

에서 위와 같은 제한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핵연료의 재장전 없이 설계 운전기간을 만

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피복재의 조사량에 관련되어있다. TPRP의 모델

링 제원은 그림 3-12, 표 3-6 ～ 표 3-11에 나타내었다.

가. 제어봉 미 삽입 조건

1) 단일 농축도 노심

본 계산을 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원을 기본으로 모델링을 하였으며

TerraPower사에서 제시하는 핵연료 Shuffling에 앞서 초기 핵연료 장전으로 최대 가

능 운전 기간을 판단한 결과 25년이라는 시점에 유효증배계수인 keff 값이 1.002 이하

로 떨어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즉, 제어봉을 삽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기간

동안 유효증배계수 keff 값이 1.002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핵연료 집합체

Shuffling을 실시하였다. Shuffling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검토하여 실시하였다.

① keff ≦ 1.002 시점에서 운전 정지

② 각 핵연료 집합체 연소도 조사

③ 각 핵연료 집합체 핵분열성 물질량 조사

④ 고연소 집합체는 가능한 최외각으로 배치

⑤ 핵분열성 물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합체로 대체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임계도만을 고려하여 핵연료 Shuffling이 이루어질 경우,

연소 결손 반응도가 4,500pcm을 초과하며, 초기노심 운전 4년 만에 핵연료 피복재

HT9의 고속 중성자 조사 제한치(≦4×10
23

n/㎠)를 넘는다. 또한 노심 전체의 평균 증

식률(BR)은 1.0 미만으로 노심 전체에서 블랭킷 영역에서 핵연료 증식이 저조한 것으

로 판단된다(참조 표 3-12).

TerraPower사에서 제시한 초기 개념설계 10년 운전 목표는 핵연료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며 셔플링을 도입할 경우 32년까지 운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핵연료 피복재로 사용되는 HT9의 최대 고속 중성자 조사량 제한치 4×10
23

n/㎠를

그림 3-13에서 볼 수 있듯이 4년 만에 초과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참조 그림 3-13,

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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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도 분리 노심

단일 농축도 노심에서는 TerraPower에서 제시한 정립파 원자로의 설계 제원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반경방향 출력분포 제어가 없을 경우

4년 만에 HT9의 고속 중성자 조사량에 대한 최대 허용치인 4×1023n/㎠을 초과한다는

것과 블랭킷 영역에서의 증식비가 낮아 원자로 수명이 33년으로 초기 목표치 60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 노심 영역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출력 편차가 0 ～ 250

W/㎤의 출력 편차를 보여 반경 방향으로의 출력 분배 성능이 저조하여 유량 분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 wt.%의 단일 농축도 노심을 2영역으로 나

누어 9.3 wt.%, 11.3 wt.%의 농축도로 분리하여 모델링 하였다. 또한 핵연료의 증식비

가 낮다는 판단하에 증식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 설계 제원은 유지하면서 핵연료

직경을 참조 노심인 TPRP 노심의 핵연료 직경 8.0mm에서 10.00mm로 늘려 핵연료

체적비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그림 3-15, 표 3-13, 표 3-14에 나타내

었다.

단일 농축도 노심과 비교하여 2 영역으로 Zoning을 하여 활동영역 노심의 핵연료

농축도를 10 wt.%로 맞추고 운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핵연료 측면에서는 19년이

증가한 52년 동안의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반경방향 출력 밀도의 경

우 20%를 감소시켜 0 ～ 200 W/㎤의 출력 밀도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참조 그림 3-16, 그림 3-17).

농축도 분리 노심의 경우 초기 Shuffling 시점은 38년 동안 운전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지며 초기 Shuffling 시점에서 첨두 고속 중성자 플루엔스는 1.9444×1024n/㎠으

로 계산되었다. 이는 단일 농축도 노심의 최대 운전 가능 기간 동안 조사받은 양에 비

하여 약 1×10
23

n/㎠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52년 동안의 최대 운전 가능 기간 동안의 고

속중성자 조사량은 2.2849×1024n/㎠으로 HT9 피복관 제한치의 약 5.71배에 달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참조 표 3-15).

나. 제어봉 삽입 조건

1) 단일 농축도 노심

반경 방향 출력 평탄화, 피복재 고속 중성자 조사량 최소화, 연소 결손 반응도

(Burnup Swing) 제어, Fresh Fuel 재장전 없이 최대 설계 운전 기간 도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어봉 삽입 운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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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봉의 B-10 농축도를 50 wt.%로 설계하여 유효 증배 계수 keff 값을 제어하

고 임계도를 유지하였다.

첨두 고속 중성자 조사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핵연료 Shuffling 전략을 찾기 위

하여 최초 Shuffling 시점을 10년, 15년, 20년을 설정하여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계 유지 및 운전기간을 비교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본 계산에서 고려된 설계 제한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각 주기별 (10년, 15년, 20년) 연소 결손 반응도 ≦ 4,500pcm로 제어 (주

제어봉 삽입)

② keff 값 ≧ 1.002으로 제어 (주제어봉 이용)

③ 신연료 장전 없음.

④ 노심 전체 평균 증식비(Breeding Ratio : BR) 최대화

또한 핵연료 Shuffling시 고려한 사항과 전략은 아래와 같다.

① 각 핵연료 집합체별 최대 고속 중성자 조사량 분석

② 각 핵연료 집합체별 연소도 분석

③ 각 핵연료 집합체별 핵분열성 물질량 분석

④ 고연소도, 고속 중성자 조사량이 많은 연료를 최외각 블랭킷 영역 이동

배치 (핵연료 피복재 조사화 최소화를 위함.)

⑤ 핵분열성 물질이 많은 핵연료 집합체, 저연소도 집합체를 선별하여 유효

노심 영역에 배치 (임계질량 유지 및 핵연료 피복재 조사화 최소화를 위

함.)

⑥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고속중성자 조사량 만족되지 않더라도

Fresh Fuel 재장전 없이 최대 설계 운전 기간 도출하기 위해 임계 질량

을 맞춰 중성자 조사량이 최소화 되도록 핵연료 집합체 Shuffling

그림 3-18, 그림 3-19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제어봉 삽입 조건을 통하여 시뮬레이

션 한 결과 Shuffling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9년 동안 운전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그

에 따른 첨두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49년 동안 운전 가능한 Type 15의 경우

3.16×1024n/㎠로 HT9의 제한치인 7.9배에 달하는 고속중성자에 의한 방사화로 재료적

인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시 된다.

축방향 출력 분포의 경우 활성 노심영역의 반경 방향 출력 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심 중심부로부터 노심 외곽 즉, 1 layer에서 13 layer로 갈수록 그에 대한 편차(0 ～

270 W/㎤)가 크므로 냉각재 유량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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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도 분리 노심

농축도 분리 노심의 연소결손 반응도 제어와 최대 운전 가능 기간을 증가시키고

반경 방향으로의 출력 밀도 분포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주제어봉을 삽입하여

모델링 계산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를 위에서 전술한 단일 농축도 노심과 비교

하여 표 3-16에 나타내었다.

그림 3-20, 그림 3-2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축도 분리 노심의 경우 최대 운

전 가능 기간은 55년으로 단일 농축도 노심의 제어봉 삽입 운전 결과에 비해 최대 17

년에서 최소 6년의 운전 기간 여유도를 갖을 수 있다. 또한 반경 방향 출력 밀도 결과

를 살펴보면 0 ～ 190 W/㎤의 범위로써 반경 방향으로의 출력 평탄화를 다른 노심에

비해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HT9의 Peak Fast Fluence는 2.45 × 1024n/㎠로써 단일 농축도 노심에 비해 첨두

고속중성자 조사량의 여유도가 Type 10 : Type 15 : Type 20 = 111% : 129% : 122%

의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최대 운전 가능 기간을 고려한다면 더 높

은 여유도를 갖는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HT9의 제한치보다 약 6.1배의 조사량을 받

으므로 재료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 핵확산 저항성 정량적인 평가

차세대 혁신 원자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시에 핵확산 저항성에 대

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AEA에서는 이와 관련된 User Manual을 발간하여 핵확산 저항성 평가를 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3-7].

현재까지는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으나 핵물질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하도

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핵확산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22의 결과는 TPRP의 첫 번째 Shuffling 주기 즉, 10년, 15년, 20년을 주기

로 Shuffling하는 첫 Shuffling 시점에 물질량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가 움직이는 시점이므로 사보타지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점으로 가장 적절

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첫 번째 Shuffling시점을 선택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다소 보수

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핵물질에 대한 매력지수가 높은 시점이며 블랭킷 영

역의 핵연료 집합체 내에 고순도 Pu이 존재하므로 이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원자력 중장기 사업으로 수행한 600MWe급 TRU 연소로의 핵확산 저항성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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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심 물질인 239Pu는 개발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인 600MWe급 TRU　연소

로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물질량을 포함하고 있어 핵확산 저항성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발중성자 생성 동위원소인 240Pu, 242Pu의 물질량 Pu의 25%이상 내포

되어 있으면 관심 물질로써의 질적인 면에서 그 매력지수(The 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가 떨어진다. 600MWe급 소듐 냉각 고속 TRU 연소로의 경우 47.21

wt.%로 다량의 자발중성자 생성 동위원소가 내포되어있어 이에 대한 핵물질로써의

매력지수가 현저히 낮아진다. 반면, TPRP의 경우는 7.23 wt.%, 9.37 wt.%, 11.05

wt.%로 600MWe급 소듐 냉각 고속 TRU 연소로에 비해 다소 낮게 내포되어 있어 핵

물질로써의 매력지수가 소듐 냉각 고속 TRU 연소로보다 높게 평가된다. 종합해보면,

핵물질로써의 매력지수가 단지, 핵물질량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고순도 239Pu이 다량

생성되었으며, 반면, 자발중성자 생성 동위원소인 240Pu, 242Pu이 저량 생성되어 이에

대한 핵확산 저항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4. 핵연료 설계 기술 타당성 검토

진행파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타당성 및 기술적 현안을 기존 공개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표 3-17은 현재 TerraPower사가 설계중인 TPRP원자로의 핵연료 설

계 특성을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 및 소형 장주기 소듐냉각고속로(4S), 미국의

SFR 실험로와 비교한 것이다. TPRP의 상세 설계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가 없

어서 첨두 선출력 밀도와 첨두 선출력 밀도의 정확한 수치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값을

참고하였다.

먼저 핵연료의 설계 특성을 검토한 결과 TPRP의 핵연료 최대 연소도를 약 30%

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한 KALIMER-600연소로의 최대 연소도 (약

22%)의 약 1.5배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핵연료심의 연소성능과 피복관 조사

손상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검증된 핵연료심의 연소성능

은 그림 3-23에 보인바와 같이 최대 약 20%로서, 30%의 최대 연소도 성능 달성을 위

해서는 핵연료 연소 성능 시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체 평가 결

과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현재의 제한치 4×10
23

n/cm
2
의 최소 3배 이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내 조사 성능이 현재의 HT9재료보다 최소 3배 이상 뛰어난 재료의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연료 설계 제원을 분석한 결과 TPRP 핵연료봉은 피복관 내경 대비 두께가 기

존의 SFR설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피복관 내경/피복관 두께 비율이

TRRP는 15.6으로 국내 개발 KALIMER-600 연소로 설계치 10.5보다 약 50%정도 크

다. 이는 동일한 피복관 내부 압력에서 TPRP연료봉의 피복관에 인가되는 응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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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4는 피복관 내경/피복관 두께 비율의 설계 경

험을 나타낸 것으로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5이하로 설계되어 있어 피복관의

고강도 재료 개발이 요구된다.

TPRP 핵연료봉은 기존의 통상적인 SFR 연료봉에 비하여 작은 체적의 가스 플레

넘을 채택하고 있다. 핵연료심 대비 가스 플레넘 체적비를 비교하면 TPRP는 약 1.07

로 국내 개발 KALIMER-600 연소로의 설계치 (2.5)에 비하여 50%이하의 플레넘 체

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동일한 피복관 내부 압력에 대하여 TPRP연로봉의 피복관에

인가되는 압력이 약 2배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5은 기존 SFR설계에서

사용된 핵연료봉의 가스 플레넘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TPRP핵연료봉 설계 특성을 검토한 결과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장주기 고연소에 따른 핵분열 기체 방출량 증가 (기존 SFR 설계 대비 2배 이

상)

∙피복관 고속중성자 조사량 증가 (HT9 조사량 한계치의 3배 이상)

∙긴 노내 장전기간으로 FCCI 반응시간 증가 및 고연소도로 인한 희토류 원소량

증가

∙고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누적 및 금속연료심 부피 증가

∙연료봉의 길이 현 SFR 설계 최대길이의 약 3배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기술적 현안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심의 고연소도 조사 성능 시험 (약 30% 연소도까지)

∙핵분열 기체 방출과 연료팽윤에 따라 피복관에 인가되는 응력이 기존 SFR설계

의 2배 이상으로 고온 구조 강도가 2배 이상인 피복관 재료 개발이 필수적임.

∙기존 HT9 중성자 조사량의 최소 3배 이상의 조사량에서 검증된 내조사성 피복

관 개발



22

제 4 절 종합 검토 및 결론

각 설계개념에 대한 검토와 정립파 원자로에 대한 실질적 분석 결과 TerraPower

사에서 개발 중인 정립파 원자로는 노물리 관점에서는 최초 저농축우라늄과 열화우라

늄 장전으로 약 50년 이상동안 임계를 유지하며 운전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노심의 주기말 안전성 확보, 고 중성자 조사환경 하의 고강도 피복관 재료 개발,

주기 중 출력 편차에 따른 유량 배분 방법, 핵확산 저항성 확보 방법 등 향후 해결되

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나타났다.

자원이용효율에서 TerraPower에서 제시한 정립파 원자로는 기존 PWR의 1.6배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재순환을 전제로 한 SFR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따라서

자원의 지속적 이용 측면에서 진행파/정립파 원자로의 개발이 최종 목표가 되기는 어

려우며 재순환 정책에 기반한 소듐냉각고속로의 중단기적 또는 과도기적 목표로 상정

할 수 있다.

저출력 밀도 설계 방향에 따라 노심의 출력에 비해 체적이 크고 상대적인 외부 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라늄만 장전된 노심에서는 노심의 안전성 인자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으나, 초우란원소들이 누적된 수명 말기에서는 소듐기화 시 중성자 누출의 감

소 등으로 반응도 계수의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TWR의 설계 방향은 저출력

밀도 설계를 추구하는 한 대용량 노심보다는 중소용량의 노심설계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파 원자로는 소듐냉각고속로의 하나의 설계개념으로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

는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과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진행파 또는 정립파 원자로를 현시

점에서 중점적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사용후연료 재순환을 정

책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의 경수로에서 재순환 SFR로 전환하는

중간 과도기적 연구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행파 또는 정립파 원자로의 연구개발시 선행되어야 할 기술적 현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핵확산 저항성을 향상하기 위해 Shuffling 또는 가동 중 검사 시에 블랭킷 연료

가 원자로 밖으로 인출될 수 없도록 근원적 조치 필요.

- 주기 중 큰 출력 변동에 대응하도록 운전 정지 기간 중 집합체 유량 분포를 조

절할 수 있는 설계 개념 및 기구의 개발이 필요함.

- 고연소도 초장주기 운전에 수반되는 3배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피복관 개발이 필요하며 30% 이상의 고연소도 핵연료심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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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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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TPRP 정립파 원자로의 주요 설계 사양

노심 출력 [MWe/MWt] 1150/3000

입구/출구 온도 [°C] 360/510

핵연료
10~12% U-Zr (활성) 0.2%

U-Zr (블랭킷)

냉각재/1차 냉각시스템 Na/Pool Type

노심 직경 [m] 6.4

노심 유효장 [m] 2.5

연료 외경 [mm] 8.8

가스플레넘 길이 [m] 2

피복관 및 구조재 HT9

원자로 수명 [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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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TPRP의 주요 기술적 특징 및 기술적 현안

기술적

특징
장점 단점 또는 현안

긴 유효

노심장

및

저출력

밀도

설계

∙2.5m의 긴 유효 노심 길이를

채택하고 있어 출력용량 대비

노심 직경을 줄일 수 있어

건설비 저감

∙저출력 밀도 설계에 따른 열적

여유도 향상

∙긴 유효 노심 길이로 인해

축방향 농축도 분리 설계 등을

위해 핵연료 제조 공정이

복잡해짐

∙유효 노심 길이에 따라

가스플레넘, 하부 반사체의

길이가 동반 증가하여 냉각재

압력 손실 증가

∙가스형 핵분열생성물 누적으로

핵연료봉 내압 증가

∙소듐 기화시 축방향 중성자

누설량 감소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 증가

∙저출력 밀도에 따른 노심 체적

증가

열화우라

늄 사용

∙열화우라늄을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 하여 자원 이용률 증대

∙재장전 연료 비용 절감

∙열화우라늄의 증식으로

발생되는 고순도 플루토늄 접근

차단 필요

장주기

운전

∙연료 재장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원자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향상

∙재장전 시설비 절감

∙장주기 운전에 따라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의 접근 가능성이

차단되어 핵확산 위험 저감

∙장주기 운전을 통해

고연소도(약 200 MWd/kg)

달성이 가능하여 자원 이용효율

향상

∙가동중 검사 등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 발생

∙정립파 원자로의 경우 노심

영역과 블랭킷 영역의

Shuffling을 위하여 재장전 설비

필요

∙수명 기간 중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및 높은 중성자

조사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료 개발 필요 (현 설계 기준:

첨두 방출연소도 200 MWd/kg,

첨두고속중성자플루엔스 4×1023

n/cm2)

∙수명 중 집합체 출력 변동이 커

냉각재 유량 조절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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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정립파 원자로의 자원 이용효율 비교

원자로 종류 자원이용효율

정립파 원자로 1.1~2.2 %

가압경수로 0.67 %

소듐냉각고속로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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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TPRP 원자로 주기 초 반응도 계수 비교

Doppler[￠/°C]
축방향

팽창[￠/°C]

반경방향

팽창[￠/°C]

냉각재

온도[￠/°C]

TPRP -0.10 -0.27 -0.10 +0.055

IFR (SFR) -0.12 -0.09 -0.22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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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진행파 원자로 관련 특허 목록

번

호
특허명 국가 특허번호 비고

1

Controllable Long

Term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미국

US 2008/0123795 A1

WO 2008/105856 A2

WO 2008/105856 A3

최초 E. Teller의

설계개념에 관한

특허

2
Nuclear Fission

Igniter

미국

미국

미국

PCT

PCT

US 2008/0240333 A1

US 2009/0080587 A1

US 2009/0080588 A1

WO 2009/136971 A2

WO 2009/136971 A3

최초 E. Teller의

설계개념에 관한

특허

3

Automated Nuclear

Power Reactor for

Long-Term

Operation

미국 US 2009/0252273 A1

최초 E. Teller의

설계개념에 관한

특허

4

Nuclear Fission

Reactor Fuel

Assembly Adapted to

Permit Expansion of

the Nuclear Fuel

Contained Therein

미국

PCT

US 2009/0252283 A1

WO 2009/126270 A2

연료영역에 Void를

임의로 구성하여

많은 열팽창을

허용하는 핵연료

구조

5
Modular Nuclear

Fission Reactor

미국

PCT

PCT

US 2008/0232535 A1

WO 2009/136972 A2

WO 2009/136972 A3

초창기 진행파

원자로의 도우넛

형태의 원자로 설계

6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A

Modular Nuclear

Fission Deflagation

Wave Reactor

미국

미국

PCT

PCT

US 2009/0225920 A1

US 2009/0232268 A1

WO 2009/136973 A2

WO 2009/136973 A3

도우넛 형태의

원자로 설계의 운전

방법

7
Heat Pipe Fission

Fuel Element
PCT WO 2009/139899 A1

진행파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8

Heat Pipe Nuclear

Fission Deflagation

Wave Reactor

Cooling

PCT WO 2010/019199 A1
진행파 원자로의

냉각 방법

9

System and Method

for Annealing

Nuclear Fission

Reactor Materials

PCT WO 2010/033206 A1



29

표 3-6 모델링 노심의 영역별 노심 집합체 제원

영역 및 집합체 종류 집합체 개수

Active control Zone

FAs up to 13th ring 474

Primary control assemblies 19

Secondry control assemblies 6

Absorber assemblies 6

FAs at corner side 36

Total FAs 540

Active + Fixed control Zone

FAs up to 20th ring 1,128

Primary control assemblies 19

Secondry control assemblies 6

Absorber assemblies 60

FAs at corner side 90

Total FAs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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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초장주기 SFR의 운전 조건하의 출력 파라메타

Parameter TPRP

원자로 열출력 (MWt) 3,000

Gross/Net Electrical Output (MWe) 1,249/1,151

Gross/Net Efficiency (%) 41.6/38.4

Reactor Inlet Temperature (℃) 36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510

Steam Temperature (℃) 483

Steam Pressure (MPa) 16.7 (Superheated)

Water Intake/Discharge (㎥/min) 55.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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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TPRP 노심 설계 제원

설계 파라미터

(축방향 노심 구성)

유효 노심 높이 (㎝, cold) 250.0

하부 차폐체 높이 (㎝, cold) 180.0

노심 최대 직경 (㎝, hot) 640.0

집합체 덕트 피치 (㎜, cold) 148.842

집합체 덕트 사이 간격 (㎜, cold) 3.00

집합체 덕트 벽 두께 (㎜, cold) 1.00

구동 핵연료 집합체 당 연료봉 수 217

구동 핵연료봉 외경 (㎜, cold) 8.80

핵연료봉 P/D (구동연료) 1.0909

가스 플레넘 높이 (/Na Filled) (㎝, cold) 200.00 / 62.50

노심 구조 재료 H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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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TPRP 노심 운전 조건

운전 조건

노심 열출력 (MWt) 3000.0

노심 전기출력 (MWe) 1150.0

원자로 열효율 (%) 38.3

노심 입구 온도 (℃) 360.0

노심 출구 온도 (℃) 510.0

냉각제 온도 변화 (℃) 150.0

원자로 이용율 (%) (Type 10, 15, 20) 91.89/93.48/97.22

노심 구성 형태 Homogeneous

핵연료 집합체 종류 농축, 열화 우라늄

핵연료 농축도 (%)

유효 노심 영역 핵연료(U-7.5Zr 금속) 10~12%

블랭킷 노심 (U-7.5Zr 금속) Depleted

핵연료 집합체 갯수

유효 노심 474

블랭킷 노심 654

유효 노심 흡수 집합체 90

제어봉

주제어봉(B4C - 10B : 50 wt.%) 19

보조제어봉(B4C - 10B : 90 wt.%) 6

고정 흡수체 (B4C) 60

원자로 최외각 흡수체 (B4C) 90

전체 집합체 갯수 1345

집합체 위치 교환 소요 기간(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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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TPRP 노심 핵연료 제원

구동핵연료

집합체 데이터

Cold condition

집합체당 핵연료봉 갯수 217

Fuel Smeared Density(%) 75.0

핵연료 밀도 (g/cc) 16.7

집합체 덕트 재료 HT9

집합체 덕트 벽 두께(mm) 1.00

Duct Outer Flat to Flat(mm) 148.42

Duct Inner Flat to Flat(mm) 146.42

유효 노심 길이(cm) 250.0

덕트 사이 간격(mm) 3.00

가스 플레넘 길이 (/Na Filled)(cm) 200.0/62.5

하부 차폐체 길이 (cm) 180.00

부피비(%)

핵연료 40.76

냉각재(본드 포함) 41.21

구조재 18.03

연료봉 제원

연료 형태 U-7.5wt.%Zr

Fuel Fabrication Density (%TD) 100.0

피복재 재료 HT9

봉 외경 (mm) 8.80

봉 내경 (mm, AC/OC) 7.80/7.80

피복재 두께 (mm, AC/OC) 0.5/0.5

핵연료심 외경 (mm, AC/OC) 6.75/6.75

핵연료 피복재 간격 (mm, AC/OC) 0.4/0.4

Pin Pitch (mm) 9.60

Pin P/D Ratio 1.0909

와이어랩 직경 (mm) 0.8

Wire Wrap Pitch (cm) 25.0

본드 재질 (Bon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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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TPRP 노심 비핵연료 집합체 제원

제어봉

집합체 제원

Cold condition

집합체 당 핀 갯수 61

집합체 덕트 재료 HT9

덕트 벽 두께(mm) 7.4

Duct Outer Flat to Flat (mm) 148.42

Duct Inner Flat to Flat (mm) 141.02

덕트 사이 간격 (mm) 4.00

Duct-Slider Dia. Gap(mm) 2.00

제어봉 제원

핀 재료 B4C

10B 농축도(wt.%) (주제어봉/보조제어봉) 50.0/90.0

Pellet Fabrication Density (%TD) 92.0

Pellet Smeared Density(%TD) 85.0

본드(Bond) 재료 Helium

피복재 재료 HT9

봉 외경 (mm) 14.43

봉 내경 (mm) 12.43

피복재 두께 (mm) 1.00

와이어랩 피치(mm) 25.00

와이어랩 직경(mm) 1.00

부피비(%)

핵연료 (Smeared) 27.57

냉각재 25.05

구조재 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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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TPRP 운전 기간 동안의 핵물질 변화 지수

운전

기간
영역

Conversion

Ratio

Breeding

Ratio

Fissile Atoms

formed (kg)

Fissile Atoms

Destroyed (kg)

0

≀

25

년

노심전체 0.9638 0.9638 433.1730 449.4390

활성 노심

영역
0.8908 0.8740 392.8260 440.9780

블랭킷 영역 4.7689 0.0898 40.3471 8.4605

26

≀

32

년

노심전체 1.0099 1.0099 452.1800 447.7530

활성 노심

영역
0.9599 0.9493 425.0570 442.8360

블랭킷 영역 5.5165 0.0606 27.1231 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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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및 집합체 종류 집합체 개수

Active control Zone

1영역 핵연료 집합체 (9.3 wt.%) 306

2영역 핵연료 집합체 (11.275 wt.%) 168

주제어봉 집합체 19

보조제어봉 집합체 6

고정 흡수체 집합체 6

활동 노심 영역 외각 집합체 36

활동 노심 영역 전체 집합체 540

Active + Fixed control Zone

20번째 layer까지의 집합체 1,128

주제어봉 집합체 19

보조제어봉 집합체 6

고정 흡수체 집합체 60

노심 최외각 흡수체 집합체 90

노심 전영역 집합체 1,303

표 3-13 농축도 분리 노심의 영역별 노심 집합체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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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농축도 분리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제원

구동 핵연료

집합체 데이터

Cold condition

집합체당 핵연료봉 갯수 217

Fuel Smeared Density(%) 75.0

핵연료 밀도 (g/cc) 16.7

핵연료 농축도 (wt.%, 1stC/2ndC/OC) 9.3/11.275/depleted

집합체 덕트 재료 HT9

집합체 덕트 벽 두께(mm) 1.00

Duct Outer Flat to Flat(mm) 166.25

Duct Inner Flat to Flat(mm) 164.25

유효 노심 길이(cm) 250.0

덕트 사이 간격(mm) 3.00

가스 플레넘 길이 (/Na Filled)(cm) 200.0/62.5

하부 차폐체 길이 (cm) 180.00

부피비(%)

핵연료 43.26

냉각재(본드 포함) 40.41

구조재 16.33

연료봉 제원

연료 형태 U-7.5wt.%Zr

Fuel Fabrication Density (%TD) 100.0

피복재 재료 HT9

봉 외경 (mm) 10.00

봉 내경 (㎜, 1stC/2ndC/OC) 9.00/9.00/9.00

피복재 두께 (㎜, 1stC/2ndC/OC) 0.5/0.5/0.5

핵연료심 외경 (㎜, 1stC/2ndC/OC) 7.79/7.79/7.79

핵연료 피복재 간격 (㎜, 1stC/2ndC/OC) 0.4/0.4/0.4

Pin Pitch (㎜) 10.8

Pin P/D Ratio 1.08

Wire Wrap Diameter (mm) 0.8

Wire Wrap Pitch (㎝) 26.0

본드 재질 (Bon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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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단일 농축도 노심과 농축도 분리 노심 성능 비교

단일 농축도 노심 농축도 분리 노심

최대 운전 가능 기간(년) 33 52

Shuffling 기간(월) 12 12

Shuffling 횟수 1 2

초기 Shuffling 시점(년) 25 38

첨두 방출 연소도 (MWD/kg) 426.876 496.317

전노심 평균 연소도 (MWD/kg) 418.17 445.53

활성 노심 평균 연소도 (MWD/kg) 1020.70 1087.90

Peak Discharge Fast Fluence (1023n/㎠) 20.4423 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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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농축도 분리 노심과 단일 농축도 노심의 성능 비교

농축도 분리

노심

단일 농축도 노심

주)Type 10 Type 15 Type 20

최대 운전 가능 기간(년) 55 40 49 38

Shuffling 기간(월) 12 12 12 12

Shuffling 횟수 3 3 3 1

1st Shuffling 시점(년) 10 10 15 20

첨두 방출 연소도 (MWD/kg) 612.299 657.071 704.528 639.845

전노심 평균 연소도

(MWD/kg)
233.67 192.23 257.08 321.12

활성 노심 평균 연소도

(MWD/kg)
577.77 483.78 628.53 813.00

Peak Discharge Fast

Fluence(1023 n/㎠)
24.4503 27.2265 31.5633 29.7964

주) Type # : Initial Shuffling #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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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TerraPower 정립파 원자로의 핵연료 특성 비교

Key Parameter EBR-II/FFTF KAERI SFR 4S TPRP*

Reactor power, MWe 20/– 600 10 1,150

Active core size, m Φ0.7´H0.3 Φ3´H0.89 Φ0.95´H2.5 Φ6.41´H2.5

Core outlet temperature, °C 473 510 510 510

Fuel U-Zr, U-Pu-Zr
U-29TRU-15

Zr
U(17%, 19%
U235)-Zr

U(depleted)-Zr
with

U(10~12%
U-235)-Zr

igniter at BOL

Cladding
316SS, D9,

HT9
HT9 HT9 HT9

Peak Burnup, at% 5.0 – 20 22 < 5.5 30

Max.linear power, W/cm 330 – 500 309 80 ?

Max. cladding fast fluence,
n/cm2 4 x 1023 5.2 x 1023 2 x 1023 ?

Max. cladding damage, dpa 200 250 100 350~500

Cladding outer diameter, mm 4.4-6.9 7 14 8.8

Cladding thickness, mm 0.38 – 0.56 0.56 1.1 0.5

Fuel slug diameter, mm 3.33 – 4.98 4.55 – 4.9 10.4 6.75

Fuel active length,m
0.3 (0.9 in

FFTF)
0.89 2.5 2.5

Fuel residence time, years 1 - 3 4.5 30 60

Smeared density, % 75 75 7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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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최초 진행파 원자로 개념도 (Edward Teller제안)



42

그림 3-2 테라파워 초창기 진행파 원자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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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립파 원자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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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정립파 원자로 운전연수에 따른 핵분열성 플루토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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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최초 진행파 원자로 특허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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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테라파워사의 초기 진행파 원자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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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격납건물 내 테라파워 원자로 구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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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원자로 계통 개념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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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ontrol Zone
FAs up to 13th ring 474
Primary control assemblies 18
Secondry control assemblies 6
Absorber assemblies 6
FAs at corner side 36

Total FAs 540
Active + Fixed control Zone

FAs up to 20th ring 1141
Primary control assemblies 18
Secondry control assemblies 6
Absorber assemblies 60
FAs at corner side 90

Total FAs 1315

그림 3-10 TPRP 노심 모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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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Design Parameter
Smeared Density (%) 75
Slug diameter (㎜) 6.75
Fuel density (g/cc) 16.7
Zr content (wt.%) 7.5
Cladding ID/thickness 15.6
Fuel volume (cc) 89.5
HM per Fuel pin (kgU/pin) 1.38
HM per FA (kgU/FA) 300
HM in Acvtive zone (MTU) 142

그림 3-11 핵연료봉과 집합체 설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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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초장주기 소듐 냉각 고속로 노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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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10 wt.% 단일 농축도 TPRP 노심 제어봉 미 삽입 조건 운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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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TPRP 노심 제어봉 미삽입 조건 반경방향 출력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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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초장주기 소듐 냉각 고속로 농축도 분리 노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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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농축도 분리 노심 주 제어봉 미 삽입 조건 운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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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농축도 분리 노심 주 제어봉 미 삽입 조건 반경 방향 출력 밀도



5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B.S
=

219.9

B.R
=

0.94626

B.S
=

353.9

B.R
=

0.99643

B.S
=

562.7

B.R
=

1.07680

1)B.S
=

1014.3

2)B.R
=

0.96289

F
u
e
l

S
h
u
f
f
l
i
n
g

F
u
e
l

S
h
u
f
f
l
i
n
g

F
u
e
l

S
h
u
f
f
l
i
n
g

 Type 10
keff

Operation time (year)

  Initial Core

 1st Shuffled Core
 2nd Shuffled Core
 3rd Shuffled Core

1) B.S : Burnup reactivity Swing
2) B.R : Breeding Ratio

(a) 10 wt.% 단일 농축도 TPRP 노심 제어봉 삽입 조건 운전 결과 (초기 셔플링 시점

10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00

1.02

1.04

1.06

1.08

1.10

1.12

B.S
=

642.6

B.R
=

0.96361

B.S
=

740.3

B.R
=

1.02946

B.S
=

916.91

B.R
=

1.06400

B.S
=

1014.3

B.R
=

0.96560

F
u
e
l

S
h
u
f
f
l
i
n
g

F
u
e
l

S
h
u
f
f
l
i
n
g

F
u
e
l

S
h
u
f
f
l
i
n
g

 Type 15

k eff

Operation time (year)

 Initial Core
 1st Shuffled Core
 2nd Shuffled Core
 3rd Shuffled Core

(b) 10 wt.% 단일 농축도 TPRP 노심 제어봉 삽입 조건 운전 결과 (초기 셔플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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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10 wt.% 단일 농축도 TPRP 노심 운전 모델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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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어봉 삽입 조건 반경방향 출력 밀도 (초기 셔플링 시점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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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10 wt.% 단일 농축도 노심 반경방향 출력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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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농축도 분리 노심 제어봉 삽입 조건 운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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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농축도 분리 노심 제어봉 삽입 조건 반경 방향 출력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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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VW : 매우약함, W : 약함, M : 중간, S : 강함, VS : 매우강함

그림 3-22 Shuffling 주기별 단일 농축도 노심(참조노심) 핵확산 저항성(UR2 : 핵물질 매력지수) 정량적 평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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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핵연료심 연소성능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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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핵연료봉 설계 사양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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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핵연료봉 가스 플레넘 설계 사양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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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진행파 원자로의 개발현황 및

개념에 대한 기술 성립성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평가

- 진행파 원자로의 개발 현황 분석

완료

- 기술 성립성 및 타당성 분석

완료

- 기술적 현안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도출 완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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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진행파 원자로 개념 성립 타당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핵확산 저항성, 핵연

료 냉각, 신 피복관 개발 등의 현안이 부각되었다. 결국, 설계와 재료에 관한 문제이

며, 재료 개발이 전제될 시에는 실현에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 뒤따라야 하므로, 설계

에 의한 재료 문제의 회피 기술 개발이 진행파 원자로의 조기 구현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이다.

미국이 Modified Open Cycle을 향후 장기간에 걸쳐 추구하고 아국에도 권고하는

경우, 진행파 원자로 개념은 실용화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동향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진행파 원자로는

핵분열 에너지 지속성 측면에서 연료순환형 고속로의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연료 순환형 고속로의 개발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워질 경우, 진행파 원자로 개

발은 고속로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진행파 원자로를

중장기 과제로 구성할 경우 개념 검토에 관한 기초 자료로 제공가능하다.

당해년도는 정책과제로 본 과제가 수행되었으나, 개정될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2013년도 말까지는 정책 및 예비 개념 개발로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용후 핵연료 재순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어렵게 되

는 경우, 진행파 원자로를 포함하여 Modified Open Cycle을 원자로 개념 연구 개발은

중점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TWR 형식의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관은 초장수명 연료 및 재료 관점에서

기술적인 난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이들 기술적 현안

의 해결을 위한 선제적 기능을 다한다면, 기술 선점으로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관련기술의 해외수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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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진행파 원자로 기술 동향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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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연구 동향 보고

<‘10. 3. 22,  고속로기술개발부>

□ 진행파 원자로 개념 개발사 및 동기

○ 진행파 원자로 개발사

- 수소폭탄 창시자인 Dr. Edard Teller가 1996년 제안

․미국 MIT 발행 테크놀러지 리뷰 (2009. 1월호) : 10대 유망기술로 선정

․일본 동경공업대학의 세키모토 교수가 2000년대 초반에 제안한

CANDLE 원자로와 개념상 동일

○ 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기

- 농축우라늄을 만들때 폐기물로 나오는 다량의 열화우라늄을 모두 연료

로 활용하며 핵연료 교체없이 모든 우라늄이 소진될 때까지 수십년간

가동 가능 (처음부터 별도 재처리시설과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필요 無)

- 열화우라늄을 태우는 과정을 이론적으로는 최장 200년, 실제 운행시는

60년 동안 진행되게 조절할 수 있음 -> 핵분열이 서서히 진행되어 갑자

기 과열되거나 폭발하는 최악의 원전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

○ 빌게이츠 테드(TED)1) 컨퍼런스 강연 (2.12,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소개

- 열화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원전기술 소개

: 열화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원자로기술2)(TWR:Travelling Wave

Reactor, 진행파 원자로)

1) 테드(TED) 컨퍼런스 :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로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지식인들이 1984년부터

매년 모여 창조적, 지적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교감하는 컨퍼런스

2) 진행파 원자로 기술은 본인 소유 테라파워(TerraPower) 벤처기업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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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파 원자로 개요

SFR 진행파 원자로

연료 fissile & fertile fissile(초기, 소량) & fertile

냉각재 Na Na

노심출구온도 (℃) 510~545 550

재순환시설 有 無, 有(수명 종료후)

처분시설 처음부터 필요 최종 필요

농축 有 有(초기), 無

< SFR vs. 진행파 원자로 >

○ 작동 메커니즘

- 소량의 농축우라늄으로 핵반응

- 핵반응 결과 발생된 고에너지 중성자는 열화우라늄의 핵분열에

사용 (fission wave)

- 핵반응 결과 발생된 중성자는 열화우라늄을 Pu239로 변환 (breeding wave)

- 활성 영역의 이동

- 모든 열화우라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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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활성 노심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함

(1년에 1cm씩 이동시킬 수 있도록 노심설계 가능)

- 활성 노심의 이동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은 기존 원자로와 유사한 개념

- 최종처분폐기물 : 미연소열화우라늄, 핵분열생성물, TRU (Np, Pu, Am, Cm) 등

○ 기술현안

- 이동 노심의 제어 방법

- 효과적 열제거

- 초장주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 (특히 피복관) 개발 등

○ 기술현안이 극복 가능할 경우 매우 유용한 원자로로 전망

A : 냉각재 펌프

B : 핵분열기체 플레넘

C : 열화우라늄 육각형 집합체 (검정: 연소된 연료, 녹색: 연소전 연료)

D : 핵분열 반응 진행파

E : 증식 진행파

F : 액체소듐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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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TWR) 연구 동향 보고

- ‘10.04.19(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세미나 개요

○ 일자․장소 : ‘10.04.14, 한국과학기술원

○ 발표자 : 장윤일박사님

○ 발표제목 : Design Principles and Challenges for Long-Life and Traveling Wave

Reactors (TWR)

□ 주요 발표내용

① TWR 설계 방향

○ 핵연료 체적비 증가를 통한 중성자 경제성 향상

○ 저출력밀도 운전으로 장수명 노심 성립

② 기술 극복 현안

○ 장기간에 걸친 고속중성자 조사를 견디는 재료 개발

○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피복관 온도 제한치 만족 방안

○ 노심 잉여 반응도 조절 방법

③ E. Teller의 TWR 개념 (1996년)

○ 열중성자로에서 Th을 사용하여 연료 증식. 냉각재는 He을 사용

- 성립 불가능한 개념

- 논문에 제시된 진행파는 실제 계산이 아닌 추상적 그림

④ TerraPower 사의 최신 TWR 개념

○ 2006년~2009년

- 진행파 원자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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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현재

- 금속연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원자로 내부에 핵분열성 물질 배치

․원자로 외부에 핵원료성 물질 배치

․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연료를 수명 기간중 상호 교환

․피복관의 수명기간 중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성능 입증된 피복관

재료의 조사량 한계의 3~4배에 달함

- 원자로 출력을 1000 MWe으로부터 300MWe로 줄임

․인허가성 용이

⑤ 기술 현안 극복을 위한 제안 사항

○ 2010년 3월 둘째 주 TerraPower사 방문

○ 제안 사항

- 핵연료 직경 증가, Pu 연료 사용

- 정립파 원자로 개념

- 노심 수명기간을 20년으로 제한

- 파이로 공정 도입을 통한 연료 재순환

□ 발표 결론

○ TWR의 우라늄 자원 이용율은 경수로의 2~3배에 불과

- 통상적인 고속로는 100배 이상 가능

○ TWR이 장수명 소형 배터리형 원자로로 개발되는 경우

- 작은 용량으로 경제성 확보 어려움

- 개발 도상국은 입증된 원자로 도입을 원하므로 수출 불가

○ 분산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 작은 용량으로 경제성 확보 어렵고, 시장 형성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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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사항 

○ TerraPower 연구진과 빌게이츠는 3, 4개월에 한 번 회합

- They went too much with the TWR concept, and thus can not

back off

○ 빌게이츠는 사재를 투입하여 TWR을 건설할 것인가?

- 건설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함

- Intellectual Venture의 특성상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 선점을 통한

특허료 수입을 기대

○ 도시바와 기술협력 전망 (도시바 측에 문의 결과)

- TerraPower 임원진의 중국 방문길에 일본 도시바를 방문

- 도시바에 TWR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으나 도시바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임

- 도시바는 “TWR 연구 개발 협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disclosure agreement를 TerraPower사와 맺음. 언론에 보도된

non-disclosure agreement의 존재는 잘못 알려진 것임



82

진행파 원자로 (TWR) 연구 동향 보고

- ‘10.05.03(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국내 현황

○ 발전기술연구원

- 이주상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상준(기술정보팀) 팀장을 중심으로

진행파 원자로 관련 소규모 연구 모임 활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김용희 교수가 제안한 “초장주기고속로 기반핵심기술개발” 과제

가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BAERI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정됨

- 기간 : ‘10~’16 까지 6년간 수행

- 예산 : 3억/년

- TWR에 대한 예비 계산 결과에 의하면, 재료의 대폭적인 개선이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김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연소도 증대 방안”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

- 일시 : ‘10년 4월 20일 16:00-18:00

□ 해외 정보

○ H. Sekimoto 교수 근황

- 동경공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 TerraPower 기술 자문으로 활동

- 진행파 원자로와 유사한 개념인 CANDLE 원자로 개념은 일본내

특허 등록 완료

○ TerraPower사 특허 등록 현황

- 미국내 특허 13건 이상, 국내 특허 3건 이상 특허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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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TWR) 연구 현황 조사

- ‘10.05.17(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국내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핵연료 자료 검토 결과 세미나 개최

(‘10년 5월 10일, 9:00-10:00, 본관 소회의실)

- 진행파 원자로 핵연료 성능상 예상 문제점 분석 결과

▪핵분열 기체 방출 증가

☞현재 기체 방출량의 2배 이상

▪피복관 조사량

☞현재 조사량 DB의 2배 이상

▪Fuel Clad Chemical Interaction

☞장기간의 노내 장전으로 반응시간 증가

☞고연소도로 인한 희토류 양 증가

▪Fuel Clad Mechanical Interaction

☞고연소도로 인한 고체 핵분열 생성물 누적 및 금속연료심 부

피 증가

▪핵연료 길이

☞현재 길이의 3배 (일본 4S와 동일)

- 결론

▪기존 금속연료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는 노심 설계안 개발 필요

▪핵연료 개발 및 성능 검증 필요

□ 해외 정보

○ H. Sekimoto 교수 근황

- 동경공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 TerraPower 기술 자문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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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TWR) 동향 보고

- ‘10.05.31(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개요

○진행파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TerraPower사의 CEO인 John

Gilleland는 2009년 9월 진행파 원자로와 관련하여 ANS의 The

Nuclear New와 인터뷰를 하였음.

○관련출처: ANS The Nuclear News 2009년 9월호

○ John Gilleland 약력

- Archimedes Technology Group (CEO): 핵무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관련 연구 (방사성 핵종 분리를 위한 Archimedes 필터 개

발)

- Bechtel 근무

- ITER 근무 (Managing Director)

□ 인터뷰 내용 요약

○ 진행파 원자로의 구동 원리

- U-238의 중성자 흡수에 따른 Pu-239로의 증식원리 이용

- 수 미터의 실린더 형의 열화우라늄 장전 및 10 wt.%의 농축우라

늄을 점화장치로 이용

- 약 40 cm 영역에 걸쳐 Breed/Burn Wave가 형성되어 약 50~60년

기간 동안 운전

○ 진행파 원자로의 장점

- 최초 장전으로 수십년 ~ 100년까지 운전 가능

- 최초 원자로 점화시 이외에 농축우라늄 불필요 (신규 농축 시설

불필요)

- 농축과정 부산물인 열화 우라늄을 재사용

○ 설계의 주요 관건 및 계획

- 주요 설계 관건: 고출력밀도 노심 구현 및 구조재의 건전성

- 가장 유망한 노형: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 (고출력밀도 노심에 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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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초기 20 % 연소도 (약 200

MWd/kgHM 상당)로 설계 후 혁신 재료 개발 또는 피복재 교체

를 통해 30 ~ 50 % 연소도 실현

- 2020년 까지 첫 번째 원자로 개발이 주요 목표, 이러한 목표 달성

을 위하여 핵연료 봉, 재료 등은 현재까지 입증된 설계를 사용하

고 노심 구성만을 변경

○ 진행파 원자로 관련 정부와의 관계

- 원자로 설계 및 건설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재의

계획은 없음

- 효과적인 연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인회사로 출발, 정부 예산 확

보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용이

○ 연구개발 현황

- 기 개발된 몬테칼로 코드를 개선하여 3차원 계산 능력 확보

- 3차원 계산 능력 및 2,500 딸핵종을 포함하는 연소계산 능력 확보

- ANL의 REBUS3 연소 계산 코드 등의 결과와 비교

- 관련 계산 도구 확보를 위해 Lawrence Berkeley연구소와 ANL과

협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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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보고

- ‘10.05.31(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동향 보고 기간

○ 2010년 3월 16일 ~ 2010년 5월 31일

□ 초기 진행파 원자로 개념

① TWR 설계 방향

○ 핵연료 체적비 증가를 통한 중성자 경제성 향상

○ 저출력밀도 운전으로 장수명 노심 성립

② E. Teller의 TWR 개념 (1996년)

○ 열중성자로에서 Th을 사용하여 연료 증식. 냉각재는 He을 사용

- 성립 불가능한 개념

- 논문에 제시된 진행파는 실제 계산이 아닌 추상적 그림

○ 2006년 이후 초기 TWR 개념에 대한 특허 등록

- 미국 13건, 한국 3건 등록 확인

※ TerraPower는 Intellectual Venture (IV)의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

사로서 IV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주도해 2000년에 세운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 전문업체임. 이 회사는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는 관심이 없으며,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타 회사 제품에 의한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특허료를 요구

함.

□ 최근 진행파 원자로 개념

○ 2006년~2009년

- 진행파 원자로 개념

- 일본 동경공업대학의 세키모토 교수가 제안한 CANDLE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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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2009년~2010년 3월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원자로 내부에 핵분열성 물질 배치

․원자로 외부에 핵원료성 물질 배치

․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연료를 수명 기간 중 상호 교환

․피복관의 수명기간 중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성능 입증된 피복관

재료의 조사량 한계의 2~3배에 달함

- 원자로 출력은 1150 MWe

․인허가성 용이

○ 2010년 5월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원자로 출력은 1150 MWe

․예비 안전성 (IFR과 동급) 및 순수 건설비 (AP1000과 유사) 분석

․노심 크기를 제외한 원자로 및 시스템 특성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한 1200 MWe급 제4세대 소듐 냉각고속로와 거의 일치

함

○ 향후 계획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원자로 출력 500 MWe급의 TP-1 개념 설계

․TP-1에 의한 최초 전기 생산을 2020년으로 예상

․소형 모듈러 원자로로서 진행파원자로 노심 개념 개발

□ 진행파 원자로 실현을 위한 기술 현안

○ 장기간에 걸친 고속중성자 조사를 견디는 재료 개발

○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피복관 온도 제한치 만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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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향

○ 발전기술연구원

- 이주상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상준(기술정보팀) 팀장을 중심으로

진행파 원자로 관련 소규모 연구 모임 활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김용희 교수가 제안한 “초장주기고속로 기반핵심기술개발” 과제

가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BAERI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정됨

- 기간 : ‘10~’16 까지 6년간 수행

- 예산 : 3억/년

○ 한국원자력연구원

- TerraPower사의 정립파 원자로 개념 자체 분석

▪핵분열 기체 방출 증가

☞현재 기체 방출량의 2배 이상

▪피복관 조사량

☞현재 조사량 DB의 2배 이상

▪Fuel Clad Chemical Interaction

☞장기간의 노내 장전으로 반응시간 증가

☞고연소도로 인한 희토류 양 증가

▪Fuel Clad Mechanical Interaction

☞고연소도로 인한 고체 핵분열 생성물 누적 및 금속연료심 부

피 증가

▪핵연료 길이

☞현재 길이의 3배 (일본 4S와 동일)

- 결론

▪기존 금속연료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는 노심 설계안 개발 필요

▪핵연료 개발 및 성능 검증 필요

□ 기타 사항 

○ 미국 정부의 Modified Open Cycle 지원은 오바마 정부하에서 DOE

가 Nuclear R&D 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

○ TerraPower 연구진과 빌게이츠는 3, 4개월에 한 번 회합

○ 빌게이츠는 사재를 투입하여 TWR을 건설할 것인가?

- 건설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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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ectual Venture의 특성상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 선점을 통한

특허료 수입을 기대

○ 도시바와 기술협력 전망 (도시바 측에 문의 결과)

- TerraPower 임원진의 중국 방문길에 일본 도시바를 방문

- 도시바에 TWR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으나 도시바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임

- 도시바는 “TWR 연구 개발 협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disclosure agreement를 TerraPower사와 맺음. 언론에 보도된

non-disclosure agreement의 존재는 잘못 알려진 것임

○ TerraPower사가 DOE-NE 과제로 진행파 원자로 관련 연구 예산 지원

을 신청할 것인가?

-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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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 ‘10.06.14(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PHYSOR 2010 학회 발표 논문 검토

① TWR관련 연구 저변 확대

○ 과거에는 일본 (동경공업대) 및 미국 (Terra Power사)로 한정

○ 본 학회에서는 일본(동경공업대), 미국(ANL, MIT, UCB) 및 우크라이

나의 TWR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됨

② ANL의 TWR 개념 (DOE/NE Funding)

○ TerraPower사의 정립파 개념 TWR과 달리, 외부 노심에 핵연료성 물

질을 외부노심에 배열하고, 핵원료성 물질을 내부 노심에 배치하여

Breed-Burn Wave가 노심 외곽으로부터 중앙으로 이동

- 반경 방향 진행파 개념

- 3,000 MWt급, 44년 주기

- 첨두 중성자속은 현재 허용된 제한치의 5배에 이름

○ 향후계획

- 상세 안전해석, 열유동 성능 평가, 냉각 개선 설계, 경제성 분석

③ 동경공업대의 CANDLE 원자로 개념

○ 내부노심에 Th을 장전하여 반경 방향 출력을 평탄화

③ UCB의 Breed-Burn 개념 (Terra Power Funding)

○ CANDLE, TWR은 Breed-Burn 개념의 하나임

○ Actinide Separation이 없는 Multi-recycling 고려

④ UCB의 Breed-Burn 연구 (Terra Power Funding)

○ Breed-Burn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핵연료로서 U-2Zr이 가장 낮은 고

속중성자 플루언스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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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 ‘10.06.28(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진행파 원자로 개념

① 초기 진행파 원자로 (1996년)

○ E. Teller가 제안한 개념으로 연료 모듈을 직렬로 배치하여 원자로의

중앙에서 외곽으로 토륨에 의한 증식을 추구하는 열중성자로. 냉각재

로 He을 사용

② TerraPower 진행파 원자로 개념 (2006년-2009년)

○ 마치 초가 타 들어가듯이 핵연료를 연소시키는 개념

- 원자로의 한 쪽 끝 부분에만 농축 우라늄을 장전하고, 나머지 부분

에는 열화 우라늄을 장전하여 플루토늄의 증식을 이용

○ 기대 효과

- 원자로 수명 기간 중 연료의 재장전이 없음

- 원자로 수명 기간 중 사용후 연료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연료 재장전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자본비 절감

- 연료 재장전이 없으므로 핵연료 비용 절감

- 연료 재장전을 위한 원자로 정지가 없으므로 발전소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수명 기간 중 핵연료로의 접근이 필요 없으므로, 핵확산 저항성이

높음

○ 문제점

- 피복관의 수명기간 중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성능 입증된 피복관

재료의 조사량 한계의 4~5배에 달함

- 핵분열기체 방출량이 기존 검증된 연료의 2~3배에 달함

③ TerraPower 진행파 원자로 개념 (2010년)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추구

- 노심의 내부에 핵연료성 물질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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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의 외부에는 열화 우라늄을 장전하여 플루토늄을 증식

- 일정기간 연소후 노심의 외부에서 다량으로 새로이 생성된 플루토

륨을 함유한 열화 우라늄 집합체를 노심 내부의 고연소 연료 집합

체와 교환

- 내부 노심과 외부 노심에 있는 연료의 교환 전략의 최적화를 통하

여 노심 임계도를 유지

- 원자로 출력은 1150 MWe

․예비 안전성 (IFR과 동급) 및 순수 건설비 (AP1000과 유사) 분석

․노심 크기를 제외한 원자로 및 시스템 특성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한 1200 MWe급 제4세대 소듐 냉각고속로와 거의 일치

함내부 노심과 외부 노심에 있는 연료의 교환 전략의 최적화를

통하여 노심 임계도를 유지

○ 향후 계획

- 정립파 원자로 개념

․원자로 출력 500 MWe급의 TP-1 개념 설계

․TP-1에 의한 최초 전기 생산을 2020년으로 예상

․소형 모듈러 원자로로서 진행파원자로 노심 개념 개발

○ 문제점

- 동일 집합체의 수명 기간 중 출력 변동이 과도하므로 집합체 출력

과 분배된 유량 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움

□ 검토 의견

○ TerraPower는 미국이 자국내 핵연료 재순환 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상용화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임

- 미국 13건, 한국 3건의 특허 등록 확인

○ 진행파 또는 정립파 원자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 기존 금속연료 설계제한치를 만족하는 노심설계안 개발 필요

- 핵연료 개발 및 성능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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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 ‘10.07.05(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ANS/ICAPP2010 학회 발표 논문 검토

① 테라파워의 TWR관련 연구

○ 정립파 원자로 개념 (Standing Wave Reactor)을 추구함

○ 축방향으로 증식파/연소파가 진행하는 정립파에 비해 단순한 축방향

진행파 원자로 개념을 포기한 이유가 불분명함

○ 정립파 원자로 개념에서 발생하는 유량 대비 출력 불균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원자로 수명기간 중에 유량 재분배가 가능한 설계안 도

출 예정

○ 정립파 원자로 개념의 큰 연소결손반응도는 제어봉을 통해서 조절.

특히, 가연성흡수체를 이용해서 반응도 변화를 감소시키고자 함. 그

러나, 이는 냉각재 기포반응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Hejzlar 박사팀은 3개월마다 빌 게이츠에게 연구개발 결과를 직접 보

고함

○ 테라파워는 자체적인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테라파워는

여전히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Intellectual

Ventures 및 빌게이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② ANL의 TWR 관련 연구 동향

○ ANL은 테라파워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TWR 관련 연구

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테라파워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을

‘특허화’하는 것을 우려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연구결과를 신속히 발

표하여 테라파워의 특허장벽 전략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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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경공업대의 CANDLE 원자로 개념

○ 내부노심에 토륨을 장전하여 반경 방향 출력을 평탄화하는 연구결과

를 PHYSOR 2010에 이어 다시 발표함

○ 테라파워사의 자문역인 세키모토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테라

파워사는 당 사의 500 MWe급 정립파 원자로를 2020년 경에 중국에

건설하는 것으로 중국과 협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함. 실제,

테라파워사는 중국과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세키모토 교수는 전함.

○ 세키모토 교수는 테라파워 사의 자문역이기는 하지만, 정립파 원자로

설계와 관련하여 접촉은 없었다고 함 (세키모토 교수는 진행파 원자

로 개념의 일종인 CANDLE 원자로 개념 개발자임)

④ 중국의 TWR에의 관심

○ Plenary Session에서 중국 SNERDI (Shanghai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의 Mingguang Zheng 소장은 TWR에

매우 관심이 많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 “TWR은 핵환산저항성, 우라늄자원 활용성, 경제성 등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라는 발표를 함

○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에서도 TWR 개념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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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파 원자로 개발 동향

- ‘10.07.19(월) 고속로기술개발부 -

□ Hiroshi Sekimoto 교수 세미나

①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7월 9일 10:30~13:1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발표자: Hiroshi Sekimoto 동경공업대학교 교수

○ 세미나 주제: Candle Burning

② 주요 내용

○ 진행파 원자로는 Candle Burning 개념이 구현된 원자로이며, Candle

Buring은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로에서 발생가능

○ Candle Buring 개념을 개발한 가장 큰 목적은 원자로 운전 과정에

운전원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운전원의 개입을

줄임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

음

○ Candle Burning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Recladding하는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E. Teller가 1996년에 제안한 초기 진행파 원자로는 반응도 제어의 복

잡성으로 인해 구현이 어려운 개념이며, 반응도 제어 기구에 대한 E.

Teller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아는 이도 없음

○ Candle Burning은 가스냉각로, 납합금 냉각 고속로, 소듐 냉각 고속

로에서 공히 가능함. 납합금 냉각 고속로에서 평탄한 출력을 얻기가

쉽고, 재료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것임

○ 빌게이츠는 진행파원자로를 중국에 최초로 건설하기 위해 중국 State

Nuclear Power Technology Corp (SNPTC) 사에 공을 들이고 있음

(위 사진 참조)

○ 세키모토 교수는 울산과기대가 WCU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선정되

는 경우(8월 중 선정평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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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ultiplier Module(EM2) 개발 동향

- ‘10.07.22(목) 고속로기술개발부 -

□ General Atomics 가 개발 중

○ 2010년 2월 최초 발표

○ 원자로: 출력 500 MWt, 240 MWe, He 냉각 고속로, 운전 온도 850

°C

○ 초기노심 연료: 농축 우라늄, 12 w/o U-235

○ 초장주기 노심: 초기 노심에 장전되는 경수로 사용후 연료 또는 감손

우라늄을 증식하여 30년 운전 (진행파 원자로와 동일 개념)

○ 30년 운전 후에 노심 연료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감손 우

라늄으로 대체하여 후속 주기 운전

○ 진행파원자로와 같이 1세대 이후 농축 우라늄 필요 없으며, 전 주기

에 걸쳐 통상적인 재처리 필요 없음

○ 개발 기간: 12년 예상 (Gen IV 로 개발 중인 80 MWt급 실험로가 성

공한다는 가정하에)

○ 주 압력용기는 트럭으로 운반 가능한 Modular Reactor

□ 전망

○ GA에서 개발 중인 GT-MHR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시너지 효과

○ 피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double vessel로 해야 할 것이며, 가스

누설이 항상 문제 될 것임

○ 대용량으로 격상시킨 후의 피동적 안전성 확보는 더욱 어려움

○ 가스냉각 고속로용 핵연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DOE가 장려하는 Modified open cycle을 완벽하게 수용하므로써

DOE funding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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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비스무스
냉각재

우라늄 질화물
연료 (24개 집합체)

2차 반응도 제어계통
(보론 볼 투입)

보조
냉각계통

방호 돔
(지하에 설치)

원자로 용기

1차 반응도 제어봉

< Hyperion 원자로모듈 구조 >

Hyperion 원자로 개발 동향

(KAERI 고속로기술개발부, '10.11.08)

• Hyperion 원자로는 미국의 Hyperion Power Generation (HPG) 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70 MWth급 (25 MWe) 소형 모듈형 원자로

□ 목 적

○ 소규모 지역에 열 및 전력 공급 및 해수 담수화를 위한 다목적 원자로

□ 주요 특징1), 2)

○ 출력용량 70MWth (25MWe)의 배터

리형 소형 원자로

○ U2N3 질화물 연료(20% 농축우라늄)

및 납-비스무스 합금 냉각재를 이용한

자연 순환 냉각 (출구온도 500 °C)

○ 원자로모듈(~20 톤) 공장 제작

※ 약 7~10년 운전 후 모듈 교체

○ 축방향으로 움직이는 제어봉으로

출력 및 반응도 제어

□ 추진 현황

○ 2012년 설계 인가 신청 계획임을 미국 NRC에 통보 (2010. 3)3)

○ 인허가를 위하여 납-비스무스 냉각재 및 질화물 연료 검증을 계획1)하고

있으며, 질화물 연료 개발이 지연될 경우 산화물 연료로 대체할

예정3)

○ Savannah River 부지에 기술 검증용 Pilot 원자로 건설 가능성 타진

중. SRNS (Savannah River Nuclear Solution)와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0. 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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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및 평가

○ HPG는 Hyperion의 2012년 설계인가 신청을 목표

- HPG는 NRC에 2012년 설계인가 신청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일본 4S의 경우는 설계인가 제출 계획을 적시한 Letter of

Intention 제출을 NRC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 현재 4S, NuScale, mPower 등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도 2012년 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함. 이들보다 먼저 설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미국 NRC의 설계검토 인력 부족으로 Hyperion 검토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임

- 4S, NuScale, mPower 등과 달리 Hyperion은 미국내 운영 경험이

전무한 냉각재를 사용하므로 설계 인가에 더 많은 기간 (최소 5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요구되는 기초 자료의 양 및 자료 범위

또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설계 인가 신청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Savannah River 부지에 기술 검증용 Pilot 원자로 건설 가능성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민수용 원전은 DOE Site (SRS)내에 위치하더라도 미국 NRC의 설계

인증을 득하여야 함

- SRS에 설령 Hyperion이 건설되더라도, 이는 NRC 인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 시설로 간주될 것이며, 건설후 운영을 통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된 뒤에 NRC 인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SRS에 건설하고자하는 원자로는 전액 사적 투자자에 의존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 건설에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울 전망

- Hyperion의 상품화는 NRC의 인허가를 득한 후에 가능함. 적절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용화에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Hyperion은 직원 100명 이하의 작은 회사로 가능한 한 조기에

상품화하고자 하나, 납-비스무스 냉각재 및 질화물 연료를

선택함으로써 NRC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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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조기 상용화를 위해 TWR이 소듐을 냉각재로 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출처:

1. “Hyperion launches U2N3-fuelled, Pb-Bi-cooled fast reactor”,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 November 2009.

2. “Hyperion Power Module”, http://bermudaisanotherworld.org/forum/index.php?topic=643.195

3.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World Nuclear Association, Updated 12 October 2010.

4. "Hyperion demo for Savannah River", World Nuclear News, 10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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