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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현황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술분류

과제명(과제번호)
AOA(Axial Offset Anomaly)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2010161010003B)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1.3.1

주소 (305-35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대표자
(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www.kaeri.re.kr Fax 042-868-2196

기술개발

현황

총괄책임자 맹완영 연락처 042-868-2295

실무담당자 김경모
연락처
(e-mail)

wymaeng@kaeri.re.kr

참여기관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469,556 2,469,556

총개발
기간

2007 . 04 . 01 ～ 2010 . 06 . 30

2. 기술개발개요

-축방향출력편차 (AOA, Axial Offset Anomaly)는 원전 고연소/장주기 운전 및 출력증

강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나 정확한 매커니즘은 아직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원전 핵연료 표면을 실증적으로 모사하는 고온고압 실증장치를 제작하여 크러드 생성

을 모사하고 수화학적 변수와 크러드 생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원전

수화학 제어 조건을 도출.

-핵연료 피복관에 침착되는 크러드를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AOA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

전계통의 pH 제어 및 고 pH 운전기술, H2 주입을 통한 ECP제어 기술, 농축붕소 적용기

술 등 수화학적 제어방법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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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정상출력편차(AOA), 수화학(Water Chemistry), 크러드(Crud),

침착(Deposition)

핵심기술
원전 연료 피복관 상단부에 누적되는 붕소의 열중성자 흡수로 인한

출력 불균일을 해소하기 위한 수화학적 제어 기술

최종목표
∙크러드 및 붕소 침착억제 최적조건 도출

∙AOA 억제 수화학 제어 기술 확립

개발내용 및 결과

∙크러드 및 붕소 침착에 의한 비정상 출력편차(AOA) 원인규명

- 원전 AOA 현황 조사 및 원인 분석

- 크러드 및 붕소 침착물 생성 메커니즘 규명

- 붕소 침착 모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실증 시험평가

-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및 붕소 침적 평가 시험

- 모사 실증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설치/성능시험

- 비등에 의한 침착 특성 평가 (무비등/ 미포화 비등)

- 크러드 및 붕소침착 억제 pH 및 용존수소 영향 시험평가

∙ 원전 1차계통 방사성 크러드 및 핵종 거동 평가

- 방사성 크러드 대표시료 포집 장치설계/제작/성능평가

- 방사선 크러드 채취 및 분석법 확립

- 계통 방사성 크러드 거동 분석 모델 개발

∙ 국내 원전 AOA 방지 수화학 운전 지침 수립

- 수화학 운전 현황 및 AOA 영향 분석

- AOA 방지 수화학 지침서 자료 도출

- 농축붕산 및 수질 인자 계통 영향 평가

기술개발배경

1988년 PWR에 최초로 AOA가 발생한 이래 많은 국내외 연구가 수행

되고 있지만 이 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AOA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B의 잠복(Hide

Out) 형태로서 침착물 내에 누적되는 붕소 화합물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AOA가 심하게 유발된 원전의 핵연료 피복관에 형성

된 크러드를 채취하여 침착층의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한 조건을

가지는 원전의 경우에도 AOA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AOA를 유발하는 변수는 개별 원전의 가동이력, core 설

계, 구성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하여 AOA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원전 핵연료 표면을 실증적으로 모사하는 고온고압 실증 장치를 제작

하여 크러드 생성을 모사하고 수화학적 변수와 크러드 생성과의 관계

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원전 수화학 제어 조건을 도출함

3. 개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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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실증시험 고온 고압 장치 설계 및 제작

1) 저 유속 가속화 시험: Test Section A 설계

2) 원전 모사 실증시험: Test Section B 설계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인자 상관관계 도출

∙크러드 침착 원인 및 모델 분석

∙금속 이온 침착 시험: Heat Flux, 유량 영향 시험

∙Ni-Fe 산화물 제조 시험 (pH 9.4-11.7)

∙합성 산화물 특성평가 (XRD, SEM)

∙침착 화학 모델 분석/평가

∙국내외 실증 시험 장치 비교 분석

: CRIEPI, Studsvik, GE, Georgia Tech, Halden 장치 분석

∙상부 노심 전산 해석: Fluent 미포화 비등 해석

∙국내외 원전 AOA 및 대처 현황 분석 및 대처 방안

∙원전 노심 크러드 거동 이해 증가: 원전 수화학 변수(pH, 용존산

소, ECP, 미량원소)에 따른 부식생성물(니켈 페라이트)의 침착 거동

에 대한 이해 증가 → 피복관 크러드/붕소 침착현상 정량적 평가 기

술의 향상 기대됨 →고온 고압 크러드 침착 모델링 기술 → 모델 개

선→ AOA 예측/진단/대처 기술 향상

∙미량 화합물의 수화학 거동에 대한 물리화학/열역학적/운동역학적

이해 → 계통 모델링 기술 향상이 기대되고, 잠복(Hide Out) 및 잠복

방출(Hide Out Return)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 → 2차 계통 틈새

제어 기술에도 활용 → 부식 억제 기술 향상

경제적 성과

∙원전의 출력 저감 방지: 비상 정지 10일 감소 효과(80억/10일)

→ 직접적인 경제 효과

∙원전의 방사선량 저감 및 부식 억제

∙원전 수출의 요소기술 확립을 통한 수출 증대

적용분야

∙원전 수화학 운전은 수화학 지침서를 따른다. 미국의 경우 NEI

03-07 규제에 의거 개별 원전은 고유 수화학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지침). 본 연구의 결과는 AOA 억제 수화학 지침서 반영하여 개

별 원전의 고유 수화학 전략 및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장주기/고연소 원전 운전의 주요기술인 고 pH 운전을 향후 국내 원

전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

∙ 비정상 출력 편차(Axial Offset Anomaly) 방지에 의한 원전 출력

향상

∙ 방사성 크러드 억제에 의한 원전 선량 저감



- 6 -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원전 출력 성능 향상/방사선량 저감 효과/계통 부식 열화 억제

∙핵연료 파손 확률 저감 및 원자력 신뢰성 제고

∙수화학 지침 기반 기술 및 원전 수출의 핵심 기술 체계 확립

기대효과

∙고 pH 운전 근거 자료 제공 및 방사선 저감에 기여

∙물의 정화 기술 확보

물의 정화기술은 신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는

기술분야이다. 원전 수화학 제어 기술을 통해 물 속에 부유하는 미세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KNF에서 초음파 세정 기술 개발하고 KAERI에서 크러드 생성 실

증 기술 개발하여 AOA 억제 수화학 지침을 개발 중임.

해외시장

∙AOA 원인규명: Robust Fuel Program(EPRI), Crud Scrape

Campaign

∙AOA 예측진단: AOA 모델링(BOB/Westinghouse)

∙AOA 대처기술: 노심 재장전 기술, 초음파세정기술, ICEDED(WH-

스웨덴)

∙AOA 예방기술: 수화학지침서(EPRI), EBA

7. 제품 사진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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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제명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1. 3. 1.

주소 (305-35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대표자(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2295

총괄책임자 맹완영 FAX 042-868-8696

총개발기간 2007. 04. 01. ～ 2010. 06. 30.

총사업비(백만원) 2,469 정부출연금 2,469 민간부담금

참여기관(책임자)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5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3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4 건

등록 2 건

국외
출원 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8 건

국외 15 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명

개발 후 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국산화율 %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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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게재
Environment Induced Cracking of a

Turbine Disc Steel
맹완영

Key engineering

materials

2007-

08-15
국외 S

1 차

년도

2 게재

The Effect of Acetic Acid on the

SCC of 3.5NiCrMoV Turbine Steels

in High Temperature Water

맹완영 Corrosion Science
2008-

06-06
국외 S

1 차

년도

3 게재

Effect of Acetic Acids on Corrosion

crack growth of 3.5NiCrMoV steel in

high temperature water

: 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stress corrosion and corrosion fatigue

맹완영
International

Journal of Fracture

2008-

08-15
국외 S

1 차

년도

4 발표
Stability of aqueous hematite

suspensions with poly (acrylic acid)
이은희

2007 세라믹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2007-

11-08
국외

1 차

년도

5 발표

Corrosion Degradation of 3.5CrNiMoV

Steel by the Acidified Early

Condensates in High temperature

turbine environment

맹완영

2007 Asian Water

Chemistry

Symposium

2007-

09-28
국외

1 차

년도

6 발표
Influence of pH on the aqueous

Fe3O4 suspension
이은희

14th Int. Sym. Ion

Intercalation

Compounds

2007-

06-12
국외

1 차

년도

7 발표

Environment Induced Cracking of a

Turbine Disc Steel: Effect of Organic

Acids on the Corrosion Fatigue of

3.5NiCrMoV Steels in High

Temperature Water

맹완영

2007 Int. Conf. on

Mechanical

Behaviors of

materials 10

2007-

05-30
국외

1 차

년도

8 발표
Dispersion of metal oxide in an

aqueous media with PAA
이은희 2008 춘계 화학회

2008-

04-18
국내

2 차

년도

9 발표
Ni(II0-Fe(III) 공침물을 이용한

니켈페라이트 제조 및 열물성 거동
이은희

제 8회

한국열물성학회

2008-

04-24
국외

2 차

년도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등록번호 발생차수

1 발명특허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모사시험장치

및 방법
2008-02-27 2009-12-08 한국 932246 1 차년도

2 발명특허
벨로우즈 구조체를 이용한 하중-변

형 측정 제어방법
2007-11-23 2009-08-29 한국 915789 1 차년도

3 발명특허

모사크러드 형성용 핵연료 피복관,

보사크러드 형성용 피복관의 제조방

법 및 모사

2009-02-03 한국 2 차년도

4 발명특허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타늄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억제

2009-02-18 한국 2 차년도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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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표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ickel ferrite powders by

coprecipitatipn

이은희

2008

한국세라믹학회

춘계연구발표회

2008-

04-26
국내

2 차

년도

11 발표

Application of nan0-sized TiO2 as an

inhibitor of SCC in a steam

generator tube

김경모

The 9th Int. Sy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8-

05-15
국외

2 차

년도

12 발표
AOA and simulated tests for nuclear

powder plants
김우철

제 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8-

05-23
국내

2 차

년도

13 발표

Electrochemical study on the PbSCC

of SG tube materials at a high

temperature

김경모

2008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05-29
국내

2 차

년도

14 발표

Effect of temperature on synthesis of

nickel-ferrite in binary Ni-Fe

hydroxides containing H3BO3 and

LiOH

이은희

The 1st Int. Sym.

on Hybrid and

Materials and

Processing

2008-

10-27
국외

2 차

년도

15 발표
Characteristics of nano-sized TiO2
for an inhibitor of SCC

김경모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05-22
국내

3 차

년도

16 발표 Axial Offset Anomaly 모사시험 장치 나정원
제 8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9-

05-28
국내

3 차

년도

17 발표

Development of Experimental Method

to Simulate the Corrosion products in

the Primary System of NPP

김상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05-29
국내

3 차

년도

18 발표
SCC of Ni-base Aloys in Aqueous

Solutions Containing Sulfur
이은희

The 12th Int. Conf.

on Pressure Vessel

Technology

2009-

09-21
국외

3 차

년도

19 발표

Effect of Water Chemistry Conditions

on Crud Deposition on the Surface of

fuel Cladding

김상현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

10-28
국외

3 차

년도

20 발표 Simulated Tests for AOA of NPP 김우철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

10-28
국외

3 차

년도

21 발표

Effect of Sulfur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Ni-base Alloys in High

temperature Water

이은희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

10-28
국외

3 차

년도

22 발표

Effect of corrosion products on crud

deposition on the surface of fuel

cladding by wire heating method

김문환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

10-29
국내

3 차

년도

23 발표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i-Fe-B Powders by a

co-precipitation

이은희

The 18th 2010 win

Global Annual

Conference

2010-

05-13
국외

3 차

년도

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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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1 포상 우수 논문상 2009년추계학술대회 한국 원자력학회 2 차년도

2 포상 교과부장관상 2010. 5. 1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3 차년도

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점유
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7. 기타 성과

8. 변경이력 (있을 경우 기재)

- 협약변경: 기간 연장(2010. 3. 31 종료→ 2010. 6. 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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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국내외 원전에서는 핵연료가 장주기화/고연소화 함에 따라 AOA (Axial Offset

Anomaly)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AOA는 핵연료 피복관 상단부 표면을 덮는

침착물(CRUD, 딱딱한 달라붙은 침전물: 이하 크러드라 칭함)에 기인한다. 이 크러드에 보

론(B)이 누적되어 국부적으로 중성자를 과도하게 흡수하면 이 부분 핵연료의 반응 속도가

떨어져서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핵연료의 축 방향으로 출력 분포가 불균일해

지는 AOA가 발생한다. AOA는 핵연료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작업자의 운전여유 저하, 원

전의 출력 저하 현상을 유발한다. AOA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지 여유

도(shutdown margin)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력감발 운전을 실시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따르고 원전의 건전성/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미국의 경우 Callaway 발전소

9주기 운전 중 최악의 AOA가 발생하여 발전소 출력을 80%로 감발 운전하고 연료를 조기

방출하는 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크러드는 핵연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피복관 표면에 침착된 크러드 하부 틈새로 부

식 용액이 농축되어 핵연료의 부식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노심에서 방사화된 크

러드는 정지 운전 시 핵연료 피복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계통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심에서 형성된 방사성크러드는 계통을 따라 증기발생기로 이동하여 방사선

량 증가 및 작업자 피폭의 원인이 된다. AOA 억제 기술은 원전 출력 향상, 방사선량 저감

및 원전 부품 부식 손상 억제에 모두 연계되어 있는 효율적인 원전 운전을 위한 필수 기술

이다.

AO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AOA의 원인인 1) 크러드 침

착 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2) AOA 예측/진단 기술(S/W 코드, 위험도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3) AOA 발생 시 대처기술(장전모형 설계 기술, 초음파 제거 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4) AOA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AOA 예방 기술(수화학 제어)도 요구된다.

수화학 제어 기술은 원전 계통을 흐르는 물에 의한 영향 인자(pH, H2, 미량원소, 첨가제)

를 제어하여 피복관 표면에 크러드 생성 및 붕소(B) 농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크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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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분은 Ni, Fe인데, 이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표면으로부터 용출(release)되는 금속 이온

(Ni+2, Fe+2)이 노심으로 이동하여 피복관의 고온부에서 침착하기 때문이다. 수화학적 제어

방법을 통해 원전 계통으로부터 용출되는 금속 이온의 양을 줄이고, 피복관 표면의 침착 현

상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크러드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수화학 제어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원전에 적용할 수 있고, AOA의 원인 물질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원전의 AOA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크러드를 억제하는 수화학적 제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원전 핵연료 표면 환

경을 실증적으로 모사하는 고온고압 실증 장치를 제작하여 크러드 침착 과정을 모사하고,

수화학적 변수(pH, H2)와 크러드 생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원전 수화

학 제어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경제․산업적측면

AOA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원전도 고연소도화/장주기화 및 출력 증강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가 예상된다. 16개 미국 PWR 및 프랑스, 한국 원전에서도 최소 8차례 발

생했다. 국내에서도 울진 1, 2호기에서 AOA 현상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각한 AOA를 겪지 않은 원전의 경우도 피복관에 침착되어 있는 크러드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원전 AOA가 적절히 제어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원전에서 일정한

한도 이상의 AOA 현상이 발생하면 정지여유도 확보를 위해 원전 출력을 감소시켜야 하고

심한 경우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 원전 하루 정지 시 10억/일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AOA가 계속되면 핵연료의 파손 위험이 증가한다. 심각한 AOA가 발생할 정도로 크러드가

두꺼워지면(100 ㎛) 핵연료 표면 온도 증가하고 크러드 하부에 국부적인 불순물이 과도하

게 농축되어 부식을 유발시켜서 핵연료의 파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의

안전 평가 문제(Fuel Surveilance)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EPRI 수화학 지침서에

의하면 AOA가 발생한 원전은 핵연료 감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AOA

연구의 비용 대비 이익(cost/benefit) 혹은 위험 대비 이익(risk/benefit)을 고려하면 AOA연

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AOA 대처 기술 연구는 장주기/고연소 원

전 운전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수화학 연구는 원전 수출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미국의 경우 NEI 03-07에 의해 원전 수

화학 운전을 위해서 개별 원전은 의무적으로 독자적인 수화학 지침서(Water Chemistry

Guideline)를 작성해야 한다. 한국도 원전의 판매자로서 독자적이 수화학 지침서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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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전 수입국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고유의 수화학 지침서 및 수화학 운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원자력 기술 자립 및 원전 수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본 연구를

통해 AOA 대처를 위한 고유의 수화학 지침서 및 운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을 제공

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AO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서 1) 크러드 침착 원인 및 기구 규명, 2) AOA 예측/

진단 기술, 3) AOA 발생 시 대처기술, 4) 수화학적 제어에 의한 AOA 예방 기술이 국내외

에서 개발되고 있다.

1. AOA의 원인 연구

AOA는 대부분 고연소도 원전 노심 피복관 표면의 고온화에 관련된다. 아래 그림과 보

인 바와 같이 세 가지 현상이 심화되면 AOA가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세가지 현상은

1) 미포화 비등(Sub-Cooled Boiling), 2) 크러드 침착, 3) 크러드 내부 붕소(B) 농축 현상이

다. 1988년 PWR에 최초로 AOA가 발생한 이래 많은 국내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도 이 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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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열수력 조건, 계통 재질 및 환경을 가지는 원전의 경우에도 AOA가 일어나는 경

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OA를 유발하는 변수는 개별 원전의 가동이력, 노심 설

계, 구성 재료 및 수화학에 따라 다양하여 발생한다. AOA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의 AOA 경험 자료는 제한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AOA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1) 미포화 비등, 2) 크러드 생성, 3) B 농축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현상들이 조합되어 AOA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규명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할덴 연구소의 Peter Bennett은 위 세 가지 현상이 조합되면 AOA가 발생하는 것

을 연구로를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세 가지 현상 각 각의 발생 기구

(mechanism)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복관 표면에서 미포화 비등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의 거동은 크러드 생성 및 B 농축 과

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포화 비등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포의 거동(크기, 분율 등)은 열

수력적 수치해석 모델링의 방법으로 연구 되고 있지만 고온 고압 환경 하 기체와 액체가 공

존하는 2 상 영역에 대한 거동에 대한 정밀한 계산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침착(deposition)은 크게 2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1) Ni2+, Fe2+

등 금속 이온의 침전(precipitation) 부착 및 2) 부식 생성물 입자 부착(particulate fouling)

에 의한다.

침전 부착은 열전달 표면에서 수중에 용해되어 있던 물질이 침전함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착을 의미한다. 피복관 크러드는 1차 계통 냉각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 물질(Ni2+,

Fe
2+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여 (inverse solubility) 침전 현상이 일어나

는 경우로 피복관 상부 과열된 표면에서 주로 생성된다. 고온에서 금속 이온의 침전 거동은

고온 용해도에 좌우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금속 이온의 고온 용해도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

고 신뢰도도 낮은 편이어서 크러드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기에는 미흡하다.

입자 부착은 유체에 미세하게 분산된 입자가 열전달 표면에 누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차 계통을 따라 부유하는 미세한 부식 생성물이 피복관 표면에 부착하여 크러드가 된다.

이 부식 생성물은 주로 원전 1차 냉각계통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기발생기 표면에서

생성된 산화물(Fe3O4, Fe2O3, NiFe2O4)등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부식 생성물의 부착

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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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크러드의 침착 영역에 붕소(B)가 농축되어야 한다. 크러드는

다공성으로 틈새 구조를 가진다. 틈새에서 물이 끓으면 물에 녹아 있던 용질이 농축되어 틈

새에 잠복(Hide Out)된다. AOA 현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크러드 내부에 B의 농축 거

동 및 누적되는 B 화합물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Callaway 원전 등 심각한

AOA가 발생한 원전의 핵연료 피복관에 형성된 크러드를 채취하여 침착층의 화학종을 규

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원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희귀하다.

국내외적으로 크러드의 근원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금속 이온의 고온

용해도 등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원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제한적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 변수에 복합되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크러드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2. AOA 진단 및 대처 기술

AOA 예측/진단을 위해서는 AOA 모델링 기술 및 AOA 위험도 분석 지수 등이 도입되

고 있다. AOA 발생 시 대처 기술로는 해석적 노심 재장전 모형 설계 기술이 있다. 한국핵

연료에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여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AOA

대처 기술로 초음파 제거 장치(Ultrasonic Fuel Cleaning)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크러

드를 제거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초음파 크러드 제거 기술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의 적

용은 원전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크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므

로 근원적인 대처 방안은 아니다.

3. AOA 예방 기술: 수화학 제어 기술

핵연료 피복관에 침착되는 크러드를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AOA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로

서 원전 계통의 수화학 제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수화학적인 제어 방법을 이용해서 크러

드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pH 제어 방법, ECP 제어 방법(H2) 및 농축 붕소(EBA,

Enriched Boron)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아연 주입을 통한 AOA 억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수화학적 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AOA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크러드 및 B 농축에 미치는

수화학 인자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국외 여러 연구 기관에서는 원전

계통 수화학을 모사하는 고온․고압 순환 장치를 이용하여 크러드 침착 실증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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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실증 연구를 통해 크러드 생성 과정, 크러드 생성에 미치는 주요 인자 (pH, 용존

수소, Li, B, 미량 원소, 열속(Heat Flux), 온도)의 효과 및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수

화학 인자를 최적 제어함으로써 AOA 현상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EPRI를 중심으로 Robust Fuel Program, Fuel Reliability Program 등의 연구 프

로그램을 통해 대규모로 수화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화학적 관점에서 고

pH 운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pH 운전의 잇점은 구조재료(증기발생기: Alloy

600, 계통: Stainless steel) 표면 부식 감소, 부식생성물 용출 속도(release rate) 저감, 부식

생성물 노심 침착 저감, 계통 선량 저감 및 방사선원(radionuclide) 저감 효과가 있어서 추후

고 pH 운전 전략이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 중이고 특히

IAEA CRP-FUWAC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도

FUWAC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국의 선행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 교류를 수행하였다. 일

본의 경우 CRIEPI 등에서 pH 제어 방법 뿐만 아니라 용존 수소 제어 방법에 의해서 AOA

억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본 과제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AOA억제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

하였고 산발적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KAERI에서 고온 미포화 비등조건에서 금속산화

물 미세입자의 피복관 부착연구가 수행되었고, KNFC에서는 AOA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

구로서 AOA(axial offset anomaly) 대응전략 관점에서 AOA 발생 시의 안전성 평가와 운

전지원 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KNFC에서는 원전 정비기간 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핵연료 크러드를 제거하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KAIST는 냉각재 중 미세입자

제거 기술로 마그네틱 필터 이용 장비를 개발한 바 있고 KEPRI에서는 모사 크러드 제조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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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내외 연구 현황

기술 분야 국외 국내 비고

AOA 원인

규명

l 핵연료 크러드 성분분석

-EPRI(미), AECL: Callaway Cycle 9

-Westinghouse(미): Seabrook Cycle 5

- EPRI: Robust Fuel Program->Crud

Scrape Campaign

- KNFC: 국내 원전

핵연료 크러드 분석

- 일부 국내 원전

크러드 분석

수행했으나 원인 규명

미흡

AOA

예측/진단

코드

l AOA 모델링 코드

- Transport/Deposition Model:

BNFL, AEA, EPRI

- 핵설계(ANC)/열수력

모델(TORC)/B침착모델(BOB,W/H)

l AOA 민감도지수

- EPRI: HDCI(High duty core index)

- KNFC:

BOB/BOA코드

활용 B 침착 예측

- KNFC: 개발 중

AOA 대처

기술

l 노심 재장전 모형 최적화

l Ultrasonic Fuel Cleaning: EPRI,

유럽(스페인)

l ICEDECTM(WH-스웨덴)

- KNFC: 해석적

노심 재장전 모형

설계

- KNFC: Ultrasonic

Fuel Cleaning

- KNFC: 해석적 예측

기술 개발 중

- KNFC:초음파 이용

크러드 제거 기술 개발

중

AOA 예방

기술

(수화학)

l 원전 수화학 지침 최적화

- 수화학 운전 지침 개선: EPRI(Water

Chemistry, AOA Guideline), 독, 일.

- 고 pH 운전 기술:

TXU-EPRI(CPSES), RWE(독)

- H2 최적화: 일 (Thuruga)

- EBA: EPRI, Halden

- Zn 주입기술: WOG(미), RWE(독)

l 실험실적 실증 모의 시험

- Loop: EPRI(Cirene)

- 크러드 생성 실증: UNB (Canada),

Halden, Studsvik (Sweden),

Framatome ANP, Toshiba(일)

- KAERI: 크러드

모사 시험(산소효과)

- KEPRI: 모사

크러드 제작(화학적

합성)

- KAIST:

부식생성물

마그네틱 필터링

- 국내에는 단편적인

크러드 특성 관련 연구

존재하나 원전 수화학

인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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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l 원전 출력 성능 향상

AOA에 의한 출력 감발을 방지하고 핵연료 피복관 표면의 크러드를 저감함으로 열전달

효율을 높임으로서 원전의 출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l 방사선량 저감 효과

핵연료 피복관에 침착되는 크러드의 량이 감소하면 피복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냉각 계

통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크러드 양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계통을 오염시키는 크러드에 의

한 방사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 계통 부식 열화 억제

계통 수화학을 최적화하면 부식 현상에 의해 계통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금속 이온

(Fe+2, Ni+2)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계통 부식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l 핵연료 파손 확률 저감

피복관 표면에 크러드가 존재하면 크러드 하부에 극단적으로 농축되는 불순 원소에 의해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 파손 CILC (Crud Induced Localized Corrosion) 위험이 증가한다. 크

러드 생성을 억제하면 CILC를 발생확률을 저감할 수 있다.

l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방사선량 저감, 원전의 건전성 향상을 통해 원자력의 신뢰성과 사회적 친화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l 원전 수출의 핵심 기술 체계 확립

수화학 지침서는 원전의 판매국으로서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 체계이다. 수

화학 기반 기술을 확립함으로서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l 물의 정화 기술 확보

물의 정화기술은 신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는 기술 분야이다. 원전

수화학 제어 기술을 통해 물속에 부유하는 미세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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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최종목표

∙ 크러드(Crud) 및 붕소 침착(Deposition) 억제 최적조건 도출

∙ AOA(Axial Offset Anomaly) 억제 수화학 제어 기술 확립

○ 평가방법

구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최종

평가

AOA 원인 규명 및 침착모델 10 % - AOA 원인/예측 기여도

침착 실증 장치 성능 20 % - 실증 장치 모사성능 및 활용도

수화학 영향 정량화 자료 30 % - pH/용존수소 정량화 기여도

방사성 크러드 거동 평가자료 20 % - 계통 크러드 거동 해석 기여도

AOA 억제 수화학 지침 도출 20 % - 원전 운전 수화학 지침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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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 1 단계 목표

∙ 침착 모사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크러드 및 붕소 침착억제 최적조건 도출 (pH 및 용존 수소)

○ 평가 방법

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

년도
2007

원전 크러드 및 AOA 현황 자료 20 % - AOA 대처 기술 원전 활용도

침착 물성 기초 시험 자료

니켈 페라이트 합성 자료 확보
20 % - 크러드 물성 규명 기여도

원전 모사 크러드 실증장치 설

계․제작
60 % - 실증 장치 성능 및 활용도

2차

년도
2008

크러드 침착 모사 실증 시험 60 %

- 실증 장치 성능 및 활용도

- 크러드 침착 수화학 모사 성능

- 침착 크러드 거동 평가 성능

크러드 침착 요소기술 및 모델

개발
20 %

- 침착 기구 규명 활용성

- 침착 모델 개선 활용성

- 농축붕산 사용시 수화학 영향 자료

원전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20 %

- 계통 크러드 포집/분석 기술

기여도

- 원전 크러드 특성 활용도

- 채취 방안 적합성/샘플러 성능

3차

년도
2009

실증시험자료: 수화학 인자 50 % - pH, 용존 수소 영향 해석 기여도

계통 방사성크러드 거동 평가자

료
25 %

- 계통 포집장치 활용도

- 방사성 크러드 거동 해석 기여도

요소기술 및 크러드 억제 수화

학 방안 자료
25 %

- 금속-B 산화물 합성 자료 활용도

- 농축붕산 사용시 크러드 및 방사

선량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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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

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

년도
2007

AOA 원인 및

현황 분석

- 원전 크러드 생성 원인 분석

- AOA 현황 파악

- AOA 대응 기술 분석

- 원전 현장 AOA 및 자체

대처 현황 분석

기초 시험평가

-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및 특성

평가 시험

- 금속 이온 침착 시험

- 니켈페라이트 합성 및 평가

- Heat Flux, 유량 영향시험

- 크러드 침착 모델 분석

원전 모사

크러드 실증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열수력 전산 simulation

- 원전 모사 실증 시험 방안 도출

-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국외 장치 비교 분석

- 고온고압 Loop 설계/제작

- 열원부 설계/제작

2차

년도 2008

크러드 실증

모사 기술

확립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시험장치 설치 및 성능 시험

- 미포화 비등 영향 시험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특성 평가

- Loop 및 열원부 성능시험

- Loop 유량 분석

- 열유속 침착 영향 평가

- 크러드 분석 평가

크러드 침착

요소 기술 및

모델 개발

- 침착 기초 물성 시험

-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및 특성

평가 시험

- 금속 이온 침착 시험

- 원전 크러드 생성 원인 및 메카

니즘

- 농축붕산 사용 타당성 분석

- Wire heating 침착 시험

- 부식생성물 합성/특성분석

- CFD 코드를 이용한 미포화

비등 해석

- 크러드 생성 기구 및 모델

- 농축붕산 사용에 따른

크러드 및 계통선량

영향평가

원전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기술

개발

- 실원전 크러드 분석/평가

- 방사성 크러드 채취 방안 수립

- Isokinetic sampler 설계/제작

- 방사성크러드 물성 조사

- 샘플러 설계/제작/성능평가

- 포집장치 Lab 설치 및 운전

- 농축 B 타당성 평가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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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년도
2009

크러드 실증

시험:

수화학 인자

영향 평가

- 수화학 영향 평가 시험

- 크러드 모사 실증 장치 개선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를

위한 pH 및 용존 수소 정량화

조건 도출

- Halden(노) 연구로 크러드

조사시험

- pH 영향

- 용존 수소영향

- 장치 성능 개선: 열원, 유량

성능 향상 기술

- 조사 환경하 크러드 실증

시험

크러드 억제

요소기술 및

모델 개발

- 금속-B 크러드 합성 시험 및

평가

- Wire Heating 침착 시험

- 크러드 침착 화학 모델 개발

- 크러드 및 붕소 침착물 생성

메커니즘 규명

- Ni-Fe-B 산화크러드 평가

- 크러드 해석 모델 개발 및

기구 분석

- 화학모델 수립 및 계산

원전 방사성

크러드 거동

규명 및

수화학 운전

방안 도출

- 원전 조사 피복관 크러드

분석/평가

- 방사성 크러드 샘플링/분석

- 농축붕산 사용 타당성평가

- 수화학 지침서 자료 도출

- 방사성크러드 물성 평가

- 농축붕산 수화학 최적조건

선정

- 원전 고유 변수 vs. 크러드

거동 평가

- 수화학 지침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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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 크러드 실증 시

험 및 수화학 영향 평가, 2) 크러드 억제 요소기술 및 침착 화학 모델 개발, 3)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및 수화학 운전 방안 도출 등 3개의 세부연구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각 세부연구 분야의 상세 연구 항목 및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분야 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영향 평가
　 　 　 　 　 　 　 　 　 　 　 　 　 　

국내 원전 수화학 운전 현황 분석 　 　 　 　 　 　 　 　 　 　 　 　 　 　
　AOA에 미치는 운전변수 영향 평가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평가 　 　 　 　 　 　 　 　 　 　 　 　 　 　

　금속이온 침착 장치 설계 　 　 　 　 　 　 　 　 　 　 　 　 　 　
　침착장치 제작/설치 및 성능 시험 　 　 　 　 　 　 　 　 　 　 　 　 　 　
　금속 이온 침착 시험 　 　 　 　 　 　 　 　 　 　 　 　 　 　

크러드 실증장치 설치/성능시험 　 　 　 　 　 　 　 　 　 　 　 　 　 　
　크러드 실증 시험 방법 도출 　 　 　 　 　 　 　 　 　 　 　 　 　 　
　크러드 실증 시험 장치 설계/제작 　 　 　 　 　 　 　 　 　 　 　 　 　 　

　누설/안전성 시험 및 센서 보정 　 　 　 　 　 　 　 　 　 　 　 　 　 　
　열원시험부 성능시험 　 　 　 　 　 　 　 　 　 　 　 　 　 　
수화학 인자 영향 시험 　 　 　 　 　 　 　 　 　 　 　 　 　 　

　유량 영향 평가 　 　 　 　 　 　 　 　 　 　 　 　 　 　
　열유속 영향 　 　 　 　 　 　 　 　 　 　 　 　 　 　
　미포화 비등 영향 　 　 　 　 　 　 　 　 　 　 　 　 　 　

　 pH 영향 평가 　 　 　 　 　 　 　 　 　 　 　 　 　 　
　용존 수소 영향 평가 　 　 　 　 　 　 　 　 　 　 　 　 　 　
크러드 침착 특성 평가 　 　 　 　 　 　 　 　 　 　 　 　 　 　

　크러드 분석/두께/조직 　 　 　 　 　 　 　 　 　 　 　 　 　 　
　크러드 성분 분석 　 　 　 　 　 　 　 　 　 　 　 　 　 　
실증장치 성능 개선 　 　 　 　 　 　 　 　 　 　 　 　 　 　

　 pH, 농도조절기술 　 　 　 　 　 　 　 　 　 　 　 　 　 　
　고유량 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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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크러드 억제 요소기술 및

침착 화학 모델 개발
　 　 　 　 　 　 　 　 　 　 　 　 　 　

침착 요소 기술 시험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방법 조사 　 　 　 　 　 　 　 　 　 　 　 　 　 　
　금속 산화물 합성/평가 　 　 　 　 　 　 　 　 　 　 　 　 　 　

　금속 이온영향 평가 　 　 　 　 　 　 　 　 　 　 　 　 　 　
　Wire Heating 침적 기초시험 　 　 　 　 　 　 　 　 　 　 　 　 　 　
　고온 wire heating 장치 설계/제작 　 　 　 　 　 　 　 　 　 　 　 　 　 　

크러드 화학 모델 개발 　 　 　 　 　 　 　 　 　 　 　 　 　 　
　크러드 침착 모델 분석 　 　 　 　 　 　 　 　 　 　 　 　 　 　
　크러드 생성 원인분석 　 　 　 　 　 　 　 　 　 　 　 　 　 　

　크러드 거동 모델 분석 　 　 　 　 　 　 　 　 　 　 　 　 　 　
　침착 화학모델 분석 　 　 　 　 　 　 　 　 　 　 　 　 　 　
　 2차원 모델 개선 　 　 　 　 　 　 　 　 　 　 　 　 　 　

　크러드 침착 계산/해석 　 　 　 　 　 　 　 　 　 　 　 　 　 　

세부연구분야 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및

수화학 운전 방안 도출
　 　 　 　 　 　 　 　 　 　 　 　 　 　

방사성크러드 기술 분석 　 　 　 　 　 　 　 　 　 　 　 　 　 　
　AOA현황 및 원인 분석 　 　 　 　 　 　 　 　 　 　 　 　 　 　
　피복관 크러드 성분 조사 　 　 　 　 　 　 　 　 　 　 　 　 　 　

　방사성크러드 물성 조사 　 　 　 　 　 　 　 　 　 　 　 　 　 　
　선량저감화 기술 분석 　 　 　 　 　 　 　 　 　 　 　 　 　 　
　수화학 영향 분석 　 　 　 　 　 　 　 　 　 　 　 　 　 　

크러드 포집장치 제작 　 　 　 　 　 　 　 　 　 　 　 　 　 　

포집장치 Lab 제작/설치 　 　 　 　

　시료포집장치인허가 준비 　 　 　 　 　 　 　 　 　 　 　 　 　 　
　분석방안 수립 　 　 　 　 　 　 　 　 　 　 　 　 　 　
원전 피복관 크러드 평가 　 　 　 　 　 　 　 　 　 　 　 　 　 　

　원전 크러드 분석 　 　 　 　 　 　 　 　 　 　 　 　 　 　
　피복관크러드 거동해석 　 　 　 　 　 　 　 　 　 　 　 　 　 　
원전 계통 크러드 평가 　 　 　 　 　 　 　 　 　 　 　 　 　 　

　샘플러 성능평가 　 　 　 　 　 　 　 　 　 　 　 　 　 　
　계통크러드 물성 분석 　 　 　 　 　 　 　 　 　 　 　 　 　 　
수화학 방안 도출 　 　 　 　 　 　 　 　 　 　 　 　 　 　

　수화학 지침자료 도출 　 　 　 　 　 　 　 　 　 　 　 　 　 　
　농축붕산 타당성 분석 　 　 　 　 　 　 　 　 　 　 　 　 　 　

자료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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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크러드 모사 요소기술 개발

1) 크러드 화학 모사 시험

가) 연구배경

핵연료 연료봉에 침적되는 크러드는 원자로내에서 비정상출력분포(AOA)의 원인이 되며

핵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에 조사되어 방사화 됨으로서 냉각계통을 오염시킨다. AOA는

외국의 여러 발전소뿐만 아니라 국내발전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AOA가 발생하는 원인 규명을 하기위해 크러드 형성기구 (mechanism)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Lithium metaborate와 보나코다이트 등이 AOA가 발생하는 원인 물질이라고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메카니즘은 확인되지 않았다[1-1, 2]. 본 시험

에서는 크러드 형성 메카니즘에 관한 기초시험자료를 확보하기위해 모사 크러드를 합성하

여 크러드의 주성분과 금속산화물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초시험자료들을 실제 크러드와 비

교분석 함으로써 크러드 생성 메카니즘에 관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크러드 생성

억제를 위한 수화학적 제어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나) Nickel-Iron-Lithium Boron 산화물 합성

① 시약 및 실험방법

사용된 공침제는 Nickel (II) nitrate hexahydrate (Ni(NO3)2ž6H2O)와 Iron (III) nitrate

nonahydrate (Fe(NO3)3ž9H2O) (SIGMA-ALDRICH, USA)이며 pH 조절제는 Lithium

hydroxide monohydrate (LiOHžH2O)와 Boric acid (H3BO3) (TOMIYAMA Pure Chemical,

JAPAN)를 사용하였다. 또한 크러드에 침적되는 붕소효과를 보기 위해 Lithium metaborate

(LiBO2)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고 공침물 세척제는 순수제조 장치를 통해

제조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공침법에 의한 Ni-Fe-B 산화물 합성장치는 Fig. 1-1과 같으며 산화물 제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류수를 사용하여 0.1 M 농도의 Ni(NO3)2ž6H2O 와 Fe(NO3)3ž9H2O 모액을 만

들었다. 각 각 500 ㎖ (Ni/Fe 몰비 1:1 인 경우)씩 취하여 실온에서 혼합하였다. 혼합액이 공

기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소를 1 시간가량 주입하면서 교반 (stirring)하였다. 드

로핑 깔때기 (dropping funnel)를 사용하여 2 M LiOH를 방울방울 주입하면 혼합용액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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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이 밝은 연두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공침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pH가 10 정도

될 때까지 공침물을 합성하고 3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숙성시켰다. 공침물을 증류수로 세척

한 후 0.45 ㎛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침전물을 다시 증류수로 세척 후 필터링

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고 pH 효과를 보기위해 시료 중 한 개는 증류수로 세척하지 않았

다. 붕산 첨가효과를 보기 위해 f5 시료는 3 번째 증류수 세척 후 1,800 ppm 붕산용액으로

다시 세척하였다. Table 1-1에 여러 가지 합성조건을 나타내었다. 여과된 공침물은 진공오

븐 (vacuum oven)을 사용하여 합성물질이 산화되지 않도록 70℃에서 24 시간 동안 진공상

태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생성물은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700℃에서 10 시간 동안

전기 가열로 내에서 공기 중 열처리하였다. 붕소 첨가효과를 보기위해 분말 붕산과 LiBO2

를 각 각 1:1로 혼합하여 막자사발을 사용하여 충분히 잘 섞은 후 열처리 하였다. 압력효과

를 보기위해 건조된 생성물을 분쇄한 후, 시료 0.2 g을 지름이 1 cm인 몰드에 넣고 3,000

psi로 압착하여 납작한 원기둥 모양 (펠렛)으로 만들어 열처리 하였다. Table 1-2에 분말붕

산과 분말 LiBO2를 혼합한 후 각 각 펠렛을 만든 표이다. Table 1-2에서 f2-B는 f2 시료에

분말붕산을 섞은 시료이며 f2-BP는 f2-B 시료에 압력을 가하여 펠렛을 만든 시료명이다.

f2-LB는 f2 시료에 분말 LiBO2를 섞은 시료이며 f2-LBP는 f2-LB 시료에 압력을 가하여

펠렛을 만든 시료명이다.

생성된 시료들은 합성시료의 무게변화와 산화물의 결정화 온도를 보기 위해서

Thermogravimetry analyzer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TG/DSC)를 사용하였고,

산화물의 구조 및 종류를 보기위해 X-ray diffraction (XRD)를 사용하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orscopy) (SEM/EDS)를 사용하여 산화물의

morphology와 구성원소를 측정하였고 Mӧssbaue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Fe3+를 확인하
였다.

② 실험결과 및 고찰

온도변화 및 시간에 따른 합성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하고 여러 가지 산화물의 결정화

온도를 알기 위해 열중량 분석기와 시차주사열량계 (TG/DSC)를 사용하였다. TG는 0-100

0℃까지 DSC는 500℃까지 10 ℃/min 속도로 질소 분위기에서 측정하였다. Fig. 1-2는 공침

물을 진공오븐에서 건조시킨 시료를 TG 측정한 결과이다. 무게는 f4 > f3 > f5 > f2 순으

로 감소하였다. 수분이 제거되는 100℃까지는 모든 시료들이 비슷한 무게감소를 보이다가

200℃ 이상온도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f4 시료의 무게감소가 큰 이유는 침전

물을 세척하지 않고 필터링 하였으므로 NO3
+
, Li

+
, OH- 이온들이 증류수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있다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휘발하여 무게가 많이 감소하였다. Fig. 1-3은 DSC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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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이다. Ni 과 Fe 몰비가 니켈페라이트와 같은 f2 시료는 400℃ 근처에서 한 개의 피크

만 보이고 있다. f3와 f4 시료에서는 2개의 흡열 피크가 관찰되었는데 공침물의 pH가 높을

수록 NiFe2O4, Fe2O3, NiO 등 산화물이 생성되는 온도가 약간 낮아졌다. f5 시료는 400℃ 근

처에서 넓고 얕은 흡열피크를 보인다. 따라서 공침물에 붕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결정화 온

도 등 그래프 거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붕소 산화물이 Fe 나 Ni과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에 열처리한 시료를 XRD 분석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산화물에 대한 화학식과

명명법을 나타내었다. Table 1-4는 f2-f5 시료를 TG (1,000℃) 측정한 후 그 시료를 채취하

여 XRD 분석한 결과이다. f-LB 시료는 TG 측정 후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분석하지 못하

였다. Ni 과 Fe의 몰비가 1:2인 f2 시료는 NiFe2O4 만 분석되었고 Ni 과 Fe의 몰비가 1:1인

f3와 f4 시료에서는 NiO가 관찰되었다. 붕산이 포함된 f5 시료는 여러 가지 산화물을 보이

고 있다. 특히 axial offset anomaly (AOA)의 원인 물질로 간주되고 있는 보나코다이트

(Ni2FeBO5)가 분석되었다. Fig. 1-3과 Table 1-4에 의하면 공침물 속에 붕산이 존재할 때는

많은 열을 흡수하지 않아도 결정화가 쉽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Table 1-5는 건조된 f2-f5 시료를 공기분위기하의 전기가열로에서 700℃에서 10시간 동

안 열처리한 시료를 XRD 분석한 결과이다. 건조된 합성분말을 그대로 열처리 하였을 때는

붕소산화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Ni:Fe 몰비가 1:1인 경우에는 NiFe2O4와 Fe2O3가 분석되었

다. Table 1-4와 비교하였을 때 Fe2O3가 추가로 분석되었는데 Table 1-4의 f2 시료는 1,00

0℃까지 열처리가 1 시간동안 된 것이다. 따라서 측정시료의 양이 적든지 아니면 고온에서

Fe2O3가 NiFe2O4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f3와 f4는 온도 및 열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산화물이 분석되었다. f5 시료는 붕산이 함유된 시료인데 700℃에서 열처리 결과 NiFe2O4

만 확인되었다. 건조된 합성분말에 붕산분말을 1:1로 섞어서 열처리한 경우에는 주로 Fe와

B 산화물이 분석되었다. LiBO2 분말을 1:1로 섞은 경우에는 주로 Li 과 B 산화물이 관찰되

었으며 f3와 f5 시료에서는 보나코다이트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Table 1-5의 결과를 비교하

였을 때 합성물질에 H3BO3 보다 LiBO2 함량이 많을 때 보나코다이트가 생성됨을 알 수 있

다.

원전 1 차계통은 압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원전 분위기를 모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한 시

편을 제조하였다. Table 1-6은 건조된 합성시료와 H3BO3 와 LiBO2가 포함된 시료를 3,000

psi로 압착하여 펠렛을 만들어서 700℃에서 10시간 열처리한 후 갈아서 XRD로 분석한 결

과이다. 합성분말을 그대로 분석한 결과는 시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분석시료를 만들지 못하

였다. H3BO3 분말을 섞은 시료에서는 주로 Fe 산화물이 분석되었고 LiBO2 분말을 섞은 경

우에는 NiFe2O4, NiO, Li-B 산화물과 보나코다이트가 관찰되었다. Table 1-5와 6의 분석결

과를 비교해 보면 시료에 H3BO3 분말을 섞었을 때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Fe-B 산

화물이 분석되었으나 압력을 가한 시료에서는 Fe 산화물만 확인되었다. LiBO2를 첨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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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도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LiBO2를 첨가한 f4 시료는 압

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나코다이트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보나코다이트를 재확인하기 위해 Mӧssbauer spectroscopy를 측정하였다. f5 시료와 f5

시료에 LiBO2를 1:1로 혼합한 시료를 각 각 3000 psi로 압력을 가하여 펠렛을 제조하였다.

이 펠렛을 700℃에서 10 시간 열처리하여 냉각한 후 분쇄하여 Mӧssbauer spectroscopy 측
적용 시료로 하였다. Fig. 1-4는 f5 시료를 측정한 것이며 Fig. 1-5는 f5+LiBO2 시료를 측정

한 그래프이다. NiFe2O4는 Fig. 1-4와 1-5에서 각 각 2개의 6-라인의 철이온은 Table 1-7

에서와 같은 전기 사중극자 분열치 (ΔEQ)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이온들의 이성질체 이동

값 (Is)을 통하여 Fe3+ 임을 알 수 있다. Ni2FeBO5는 1 개의 긴 2-라인을 가지며 철의 이온

상태가 Fe3+임을 알 수 있다. 두 시료의 차이점은 Table 1-7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Ni2FeBO5와 NiFe2O4의 비율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으며 f5 시료에 LiBO2를 첨가한 경우가

붕산으로 씻은 f5 시료보다 보나코다이트가 더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2].

보나코다이트의 침상형상과 생성되는 온도를 확인하기위해 보나코다이트가 확실히 생성

되는 f5-LB 시료를 사용하여 420, 600, 700℃에서 10 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Fig. 6의 (a)

와 (b)는 420℃와 600℃에서 각 각 열처리 한 결과인데 침상형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70

0℃에서 열처리한 결과인 (c)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상형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분석시편

을 만드는 방법상의 문제 뿐 만아니라 합성된 보나코다이트의 양이 적어서일 수 있다.

Table 1-8에 EDS 분석결과를 표시하였다. 분석시 카본테이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카본이

붕소 분석을 방해하여 붕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골드 (Au) 코팅을 하였기 때문에

분석원소에 Au가 포함되어 있다. 결정입자들의 산소 함유량이 매우 많은데 LiBO2를 첨가

하였기 때문에 금속-붕소 산화물일 가능성이 높다.

다) 결론

핵연료 연료봉에 침착되는 크러드에 대한 침착기구를 확인하기위해 Ni과 Fe 비, 증류수

세척, 붕소첨가등을 변수로 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모사크러드 (Ni-Fe-B 산화물)를 합성하

였다. 이 합성시료에 붕산분말과 LiBO2 분말을 첨가하여 온도, 압력에 의한 크러드 생성물

질을 XRD, TG/DSC, Mӧssbauer spectroscopy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과 금속-붕소 산화물등이 분석되었으며 AOA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

되는 보나코다이트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핵연료봉 표면에서 생성되는 크러드와는

환경이 다르므로 보나코다이트 및 관련 금속산화물의 생성과정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하여 시험한 자료들은 크러드 침착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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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화학명 비고

Fe2O3 Hematite 헤마타이트

Fe3O4 Magnetite 마그네타이트

H3BO3 Boric acid 붕산

Fe2Fe(BO3)O2 Vonsenite

FeO(OH) Goethite

Fe3BO6 Iron Borate

NiFe2O4 Trevorite 니켈페라이트

Li2B2O4/Li2OžB2O3 Lithium Borate

NiO Bunsenite

Ni2Fe(BO3)O2 Bonaccordite 보나코다이트

Li2NiFe2O4 Lithium Iron Nickel Oxide

FeO(OH), Fe5O7(OH)ž4H2O Ferrihydrite

LiFeO2 Lithium Borate

LiBO2 Lithium metaborate

시료 Ni 모용액 Fe 모용액 증류수 세척 H3BO3

f2 250 ㎖ 500 ㎖ 3 회

f3 500 ㎖ 500 ㎖ 3 회

f4 500 ㎖ 500 ㎖ -

f5 500 ㎖ 500 ㎖ 3 회
증류수 세척 후 1,800 ppm의

붕산액을 사용하여 세척 1회

Table 1-1. Experimental conditions to prepare precursors

Table 1-2.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nickel-iron-boron oxides

Sample H3BO3 Sample-B Sample-BP LiBO2 Sample-LB Sample-LBP

f2 1:1 f2-B f2-BP 1:1 f2-LB f2-LBP

f3 1:1 f3-B f3-BP 1:1 f3-LB f3-LBP

f4 1:1 f4-B f4-BP 1:1 f4-LB f4-LBP

f5 1:1 f5-B f5-BP 1:1 f5-LB f5-LBP

Table 1-3. List of chemical scripts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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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분석물

f2 NiFe2O4

f3 NiFe2O4, NiO

f4 NiFe2O4, NiO

f5 NiFe2O4, Fe2Fe(BO3)O2, FeO(OH), Ni2Fe(BO3)O2

f5-LB 시료가 측정용기에 붙어서 회수 못함

조건

시료

분석물

합성분말을 그대로 열처리
합성분말/H3BO3분말 1:1

섞어서 열처리

합성분말/LiBO2분말 1:1

섞어서 열처리

f2 NiFe2O4, Fe2O3
Fe2Fe(BO3)O2, FeO(OH),

Fe3BO6

NiFe2O4,

Li2B2O4/Li2OžB2O3

f3 NiFe2O4, NiO Fe2Fe(BO3)O2, FeO(OH)

NiO, Ni2Fe(BO3)O2,

Li2B2O4/Li2OžB2O3,
Li2NiFe2O4

f4 NiFe2O4, NiO
Fe2Fe(BO3)O2, FeO(OH),

Fe3BO6

NiO, Li2B2O4/Li2OžB2O3,
Li2NiFe2O4

f5 NiFe2O4 Fe2Fe(BO3)O2, FeO(OH)

Ni2Fe(BO3)O2,

Li2B2O4/Li2OžB2O3,
Li2NiFe2O4

Table 1-4. XRD results of samples (f2-f5)

Table 1-5. XRD results of samples (f2-f5) with H3BO3 or LiBO2

Table 1-6. XRD results of samples (f2-f5) with H3BO3 or LiBO2 (3,000 psi)

조건

시료

분석물

합성분말을 그대로 열처리
합성분말/H3BO3분말 1:1

섞어서 열처리

합성분말/LiBO2분말 1:1

섞어서 열처리

f2 - FeO(OH) NiFe2O4, Li2B2O4

f3 -
FeO(OH),

Fe5O7(OH)ž4H2O
NiFe2O4, Li2B2O4,

Ni2Fe(BO3)O2

f4 -
FeO(OH),

Fe5O7(OH)ž4H2O
NiFe2O4, Ni2Fe(BO3)O2,

LiFeO2, LiBO2

f5 -
FeO(OH),

Fe5O7(OH)ž4H2O
NiFe2O4, Ni2Fe(BO3)O2,

LiBO2, Li2(B4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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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Hhf (mm/s) Is (mm/s) ΔEQ (mm/s) Ion state Area rate (%)

f5

483 0.16 0.013 Fe3+ 40.9

519 0.25 -0.021 Fe3+ 24.1

- 0.24 1.134 Fe3+ 35.0

f5+LiBO2

490 0.13 -0.015 Fe3+ 27.8

524 0.27 -0.001 Fe3+ 16.4

0.24 1.009 Fe3+ 55.8

위치

원소
O Fe Ni Au

S1 44.71 36.35 15.66 3.28

S2 94.97 1.16 0.84 3.03

S3 94.88 0.99 0.76 3.37

S4 96.22 0.72 0.95 2.12

S5 95.28 0.32 0.47 3.93

S6 93.63 1.36 1.30 3.71

S7 93.88 0.92 1.11 4.10

Table 1-7. Results of Mӧssbauer spectroscopy

Table 1-8. EDS analyses of f5-LB heat treated at 700℃ for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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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diagram of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synthesis of

simulated crud by co-precipi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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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G curves for Ni-Fe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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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SC curves for Ni-Fe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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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ӧssbauer spectroscopy result of f5 sample heat treated 700℃ for

10 h (30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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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ӧssbauer spectroscopy result of f5+LiBO2 sample heat treated
700℃ for 10 h (30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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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micrographs of f5+LB samples heat treated at

(a) 420℃ (b) 600℃ (c) 700℃ for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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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 평가

가)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평가 및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의 목적

크러드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침착시키기 위한 고농도의 Fe, Ni 이온 환경에서 핵연료

봉 피복관 재료를 가공한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여 피복관 재료의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을

제어하여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wire heating 장치를 설계하고 제

작하기 위한 예비실험으로서 유리 실린더를 이용한 크러드 침착 예비평가 실험과 대기압에

서 수조를 이용한 wire heating 침착 기초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2-1은 크러드 침착 예비실험을 위하여 높이 50 cm, 외경 10 cm, 내경 9.5 cm의 유리

로 제작한 실린더타입 반응기의 개략도이다. 열원으로 봉상의 히터(최대 650 W)를 실린더

내부에 설치하고 실험용액은 펌프를 이용하여 실린더의 아래부분으로 주입하여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배출되어 순환되도록 제작하였으며 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유속을 조절하

였다. 실험용액은 히터에 의해 가열되며 실린더 내부로 흐르는 실험용액의 온도와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부, 중부, 하부에 각각 열전대를 설치하였고, 히터의 상부와 하부에

부착한 Zircaloy-4 시편에도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외경 9.5 mm, 내

경 8.36 mm인 Zircaloy-4 tube를 Fig 2-1에 나타낸 바와같이 가공하여 heater의 상부와 하

부에 장착하였다. 이 시험을 위한 용액조건은 Table 2-1에 나타내었다. LiOH, H3BO3은

Tomiyama사의 nuclear grade 제품을 사용하였고 Fe2+, Ni2+ 이온의 공급원으로 Aldrich사

의 Ferrous acetate와 Nickel acetate를 각각 사용하였다. 부식생성물 침착 실험후에 크러드

의 형상과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SEM과 EDX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시험결과 및 고찰

실린더에 설치된 히터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시편의 온도는 용액이 순환함에 따라 하

부 쪽은 순환 시 냉각된 용액의 유입에 의해 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므로 미

포화비등의 영향이 없고 상부 쪽은 히터에 의해 가열된 용액이 흘러감에 따라 미포화비등

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시편표면에서의 미포화비등에 의한 기포의 생성을 관찰하기 위해 히

터상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른 기포의 생성과 크기를 살펴보았다. Fig 2-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표면온도 68℃ 정도에서 0.4 mm 크기의 작은 기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93℃ 이

상의 온도에서 미포화비등에 의한 기포의 생성이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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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내부를 순환하는 용액의 유속변화에 따른 온도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펌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각각 7.2 ml/s, 8.9 ml/s, 12.9 ml/s, 22.0 ml/s 의 유속으로 용액을 순환시

켜 상부, 중부, 하부에서의 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2-3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초기에

는 모든 영역에서 히팅에 의한 온도상승을 보이다가 용액의 순환에 따른 대류에 의해 온도

가 안정화되었다. 유속이 커짐에 따라 실린더내부의 온도편차가 작아져 유속이 가장 큰 22

ml/s에서는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7℃ 정도의 작은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히터의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열유속(heat flux)이 작아 미포화비등을 일으키려는 상부 쪽의 온도를 36℃

이상 올릴 수 없었다. Fig 2-2의 실험결과와 같이 미포화비등에 의한 기포를 생성시키기 위

해서는 시편표면의 온도가 약 80℃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린더실험의 유속은 상부의

온도가 85℃ 정도인 7.2 ml/s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용액의 농도와 시간에 따른 시편표면의 크러드 침착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2-1과

같은 실험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4는 test 1번의 SEM 과 EDX 분석결과이다.

크러드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상부에 침착된 부분을 EDX분석을 실시하였다. EDX

분석결과 그림에서 하얀색 반점과 그 주변의 얼룩이 크러드의 침착층으로 니켈페라이트 산

화물로 여겨진다. Fig 2-4의 (a)와 (b)를 비교하여 보면 미포화비등의 영향으로 기포가 많

이 발생하는 시편상부에 크러드의 침착이 시편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크러드가

국부적으로 많이 침착된 부분인 하얀색반점도 더 많고 크며 침착된 입자의 크기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포화비등에 의한 침착의 형태로 보이는 약 1 ㎛ 정도의 침니(chimney)

구조의 구멍도 관찰되었다. Fig 2-5는 test 2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실험용액의 농도차이

에 의한 크러드의 침착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Fe/Ni 의 농도를 test 1번에 비해 1000배 낮게

하여 실험하였다. 그림과 같이 Fe/Ni 의 농도가 낮은 test 2번의 경우에는 test 1번에 비해

침착되는 크러드의 양이 시편상부와 하부 모두 매우 적었고 시편의 상부와 하부에 침착되

는 정도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Fig 2-6은 test 3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시간에 따른 크러

드의 침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est 1번의 실험용액 조건으로 시간을 3배 늘려 30일간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러드가 국부적으로 많이 침착된 하얀색 반점

들이 시편 상부, 하부 모두 test 1번에 비해 많이 커졌으며 상부 쪽에 더 많은 크러드가 침

착되었다. Fig 2-7은 test 1번의 절단면을 SEM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을 절단하여 시편에

침착된 크러드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Fig 2-7의 (a)와 같이 시편의 하부는 크러드의 양이

적고 분포도 고르지 않아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Fig 2-7의 (b)와 같이 시편

의 상부에는 약 2 ㎛ 정도의 산화막이 형성되었다.

크러드 침착 예비실험을 수행한 결과 Fe/Ni의 농도가 높을 경우와 실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크러드의 침착이 많아지고 미포화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크러드의 침착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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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크러드 침착 실험조건

Test No. 시편 solution Time(hr)

Test 1
하부

상부

1,200 ppm B + 2.2 ppm Li

20 ppm Ni, 40 ppm Fe
240

Test 2
하부

상부

1200 ppm B + 2.2 ppm Li

20 ppb Ni, 40 ppb Fe
240

Test 3
하부

상부

1,200 ppm as B + 2.2 ppm as Li

20 ppm Ni, 40 ppm Fe
720

Fig. 2-1.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시험 장치



- 57 -

Fig. 2-2. 시편표면의 온도에 따른 기포의 생성과 크기

Fig. 2-3. 유속에 따른 용액의 내부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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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편하부, 미포화비등(☓)

(b) 시편상부, 미포화비등(○)

(C) EDX 분석

Fig. 2-4. SEM & EDX 분석결과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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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편하부, 미포화비등(☓)

(b) 시편상부, 미포화비등(○)

Fig. 2-5. SEM 분석결과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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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편하부, 미포화비등(☓)

(b) 시편상부, 미포화비등(○)

Fig. 2-6. SEM 분석결과 (test 3)

(a) 시편하부, 미포화비등(☓) (b) 시편상부, 미포화비등(○)

Fig. 2-7. 절단면 SEM 분석결과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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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

가)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3-1은 크러드 침착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Wire Heating 장치이다. 본 실험장치는 석

영(Quartz)으로 제작된 수조와 수조내의 실험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hot

plate,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DC power supply (HP6681A, 0～8 V, 0～580 A), 전류를 일정

하게 인가하기 위한 표준저항, 구리에 금으로 코팅한 전극, 인가전압 및 전류등을 측정 기

록하는 데이터 수집 장치로 구성된다.

시험에 사용한 시편은 핵연료 피복관(Fuel cladding)재료인 Zirlo tube를 와이어커팅방법

을 이용해 가공하여 길이(L) 130 mm, 폭(W) 3 mm, 두께(t) 0.7 mm의 판형으로 제작하였

다. 이 실험을 위한 용액조건은 Table 3-1에 나타내었다. LiOH, H3BO3은 Tomiyama사의

nuclear grade 제품을 사용하였고 Fe2+, Ni2+ 이온의 공급원으로 Aldrich사의 Ferrous

acetate와 Nickel acetate를 각각 사용하였다. 크러드 침착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Fig.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극에 시편을 볼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체결하여

접촉부의 저항이 커짐을 방지한다. 연결한 후 수조에 넣고 실험용액을 수조에 채운다. 수조

의 온도를 hot plate를 이용하여 가열하고 실험용액의 온도가 95℃～100℃에 이르면 DC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전압이 2.5V 가 유지되도록 전류를 인가하였다. 전류가 인가되면

저항에 의해 시편에 열이 발생하며 실험용액과의 온도차에 의해 국부비등이 일어나고 국부

비등지점으로부터 기포가 형성된다.

크러드의 침착에 미치는 실험용액의 pH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i/B의 농도를 조절하였

고 크러드를 유발하는 부식생성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e/Ni 의 농도를 조절하였다. 자

세한 실험조건은 Table 3-1에 나타냈다. 크러드 침착 실험 후에 크러드의 화학조성을 알아

보기 위해 EDX와 SIMS 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러드의 형상을 알아보기 위해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2는 test 1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Fig. 3-2의 (a)의 얼룩진 밝은 부분이 크러드

가 침착된 부분이다. 자세히 확대하여 살펴보면 약 1 ㎛ 가량의 작은 입자들이 응집이 되어

있으며 Fig. 3-2의 (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육면체의 결정으로 입자가 성장하고 있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3은 test 3번의 SEM 분석결과로써 test 1번 조건과 비교하여

Fe/Ni의 농도를 2배 높여 실험한 결과이다. Fig. 3-3의 (a)에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 크러

드가 침착된 부분으로 test 1번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Fig. 3-3의 (b)에서와 같이 크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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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부분이 국부적으로 크게 형성되었으며 침착된 형태도 test 1번에 비해 더욱 조밀하게

침착되었고 육면체와 같은 결정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4는 test 2번의 SEM 분석결

과로써 test 2번은 test 1번에 비해 보론(B)의 양이 적어 상대적으로 pH가 높은 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4의 (a)에서 보여 지듯이 시편에 전반적으로 크러드가 침착된

얼룩이 관찰되었으나 확대해서 관찰하여 보면 Fig. 3-4의 (b)에서와 같이 불규칙한 선형무

늬를 이루며 크러드가 침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5는 test 4번의 SEM 분석결과이

다. test 4번은 test 3번보다 Li의 농도를 높여 test 3번보다 더 높은 pH 영역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3-5의 (b)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물결무늬와 같은 형태로 크러드가 침착되

고 얇은 침착층을 형성하였으며 크러드 입자들의 크기도 매우 미세하였다. Fig. 3-6은 test

5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test 1번의 실험조건에서 시간을 2배로 늘려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6의 (b)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크러드가 국부적으로 침착이 많이 된 부분이 test 1

번에 비해 많이 보였다. 그러나 test 1번과 같은 육면체의 결정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7은 test 6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Test 5번의 실험조건에서 Fe/Ni의 농도를 높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7의 (a)에서와 같이 크러드의 침착부인 어두운 부분 중간에 국부

적으로 침착이 많이 일어나 융기처럼 도드라진 하얀 부분이 관찰되었다. Fe/Ni의 농도가 높

을수록 국부적으로 크러드가 많이 침착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현상은 test 1번과 2번의 결과

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Fig. 3-8은 test 7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Test 4번 실험조건과 같

이 높은 pH 영역에서 test 4에 비해 Fe/Ni의 농도를 높이고 실험시간을 늘려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3-8의 (a)에서와 같이 부식생성물의 침착부인 어두운 얼룩부분이 흐리게 관

찰되었다. Fe/Ni의 농도를 높이고 실험시간을 늘렸지만 크러드의 침착부가 적게 관찰되는

것은 높은 pH 영역에서 크러드가 침착이 덜 된 test 3번과 4번의 결과와 유사하다. Fig. 3-9

는 test 8번의 SEM 분석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결정형의 입자들이 침착되

어 있고 기존의 실험과 다른 형태의 일정한 결정성을 갖는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EDX 분석결과 결정들은 구리(Cu)임을 알 수 있었다. 원인은 계속되는 실험으로 인해 시편

을 전극에 연결하고 체결할 때 구리전극에 있던 금(Au)코팅막이 제거되고 그 부분에서 전

극이 부식되어 구리가 시편에 침착된 것으로 보인다.

SEM 표면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st 1과 3, test 5와 6을 비교하면 Fe/Ni

의 농도가 높을 경우 국부적으로 부식생성물의 침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에 침착되는 부식생성물의 양은 표면분석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농도가 높

을수록 침착되는 양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test 1과 3, 4, test 4와 7을 비교하면 pH가

낮을수록 침착되는 부식생성물의 양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test 3과 6을 비교하면 실험시

간이 길수록 침착되는 양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Fig. 3-10은 test 7번의 절단면을 SEM과 EDX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침착층

이 2～6 ㎛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Fig. 3-11은 test 7번의 침착층을 SIMS 분석한 결과이다.



- 63 -

그림에서와 같이 Fe는 5 ㎛정도까지 검출되고 Ni은 3 ㎛정도까지 많이 검출되었으며 보론

(B)도 3 ㎛정도까지 검출되었다.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조가 완전밀폐형이 아니라 용액이

증발하여 화재 등의 안전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증발하는 만큼 계속 용액을 주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아니라 장시간 실험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평가 및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한 고온 Wire

Heating 장비를 제작하였다.



- 64 -

Table 3-1.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 실험조건

시간 전압 조건

3일

(72시간)
2.5 V

test 1. B(1200ppm) Li(2.2ppm) Ni(10ppm) Fe(20ppm)

test 2. B(350ppm) Li(2.2ppm) Ni(10ppm) Fe(20ppm)
test 3. B(1200ppm) Li(2.2ppm) Ni(20ppm) Fe(40ppm)
test 4. B(350ppm) Li(3.5ppm) Ni(10ppm) Fe(20ppm)

6일

(144시간)
2.5 V

test 5. B(1200ppm) Li(2.2ppm) Ni(10ppm) Fe(20ppm)
test 6. B(1200ppm) Li(2.2ppm) Ni(20ppm) Fe(40ppm)
test 7. B(350ppm) Li(3.5ppm) Ni(40ppm) Fe(80ppm)

test 8. B(1200ppm) Li(2.2ppm) Ni(40ppm) Fe(80ppm)

Fig. 3-1. Wire heating 침착 기초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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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 SEM 분석결과 (test 1)

(a) (b)

(c) (d)

Fig. 3-3. SEM 분석결과 (t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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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4. SEM 분석결과 (test 2)

(a) (b) (c)

Fig. 3-5. SEM 분석결과 (test 4)

(a) (b) (c)

Fig. 3-6. SEM 분석결과 (t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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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7. SEM 분석결과 (test 6)

(a) (b) (c)

Fig. 3-8. SEM 분석결과 (test 7)

(a) (b) (c)

Fig. 3-9. SEM 분석결과 (tes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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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절단면 SEM & EDX 분석결과 (test 7)

Fig. 3-11. SIMS 분석결과 (t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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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 wire heating 장치 설계 및 제작

가)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 목적

본 과제에서는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되는 AOA의 원인이 되는 핵연료봉 표면 크러드 침

적을 모사하기 위한 대규모의 AOA test loop을 제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원자로 노심

분위기를 모사한 고온부와 수화학적 인자들의 제어 및 측정을 위한 저온부가 연결된 폐순

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AOA test loop은 용존산소와 용존수소, 화학첨가물 농도 등 화학적

인자와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수력학적 인자들을 정밀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

압 펌프 및 밸브, 필터 등에 대한 악영향으로 인하여 고농도의 Fe, Ni 이온 환경에서의 실

험이 불가능하고 핵연료봉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정격 출력의 열원을 사용하는 관계로 핵연

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원자로 노심을 모사한 분위기에서 핵연료봉 피복관 재료를 가공한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여 피복관 재료의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을 제어하여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wire heating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의 제작 목표는 비등-무비등 천이 및 무비등 조건 하에서 열유속의 변화

를 제어하여 노심 출력 변화에 따른 크러드 침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 분위기

에서 시편에 전류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농도의 Fe, Ni 이온 환경뿐만 아니라

NiFe2O4, NiO, ZrO2 등 입자성 물질 첨가에 의한 영향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한

구성품으로 폐순환 계통을 구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시편 형상, 전류인

가 방안, 분위기 온도 및 분위기 압력 제어, 유동 확보 방안 등이었다.

나) 시편형상 선정

원자력발전소 노심의 핵연료봉 표면에서의 열유속은 핵주기 및 출력에 따라 변동이 있으

나 1000 MWe급 발전소의 정상상태 운전 시 최대 핵연료봉 열유속은 대략 4.2 × 105

Btu/ft2h (133.1 W/cm2) 이다[4-1]. 전류가 인가된 도체의 열유속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Φ: 열유속, W: 발열량, A1: 도체 표면적, I: 인가전류, R: 저항, ρ: 비저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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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길이, A2: 도체 단면적이다.

대기압에서 수행된 wire heating 타당성 평가에서는 핵연료봉 피복관으로 사용되는 Zirlo

튜브로부터 길이 130 mm, 폭 3 mm, 두께 0.7 mm의 판형 시편을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형상의 시편을 300℃ 분위기에서 최대 핵연료봉 열유속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Table

4-1에 보이는 바와 같이 140.3 A의 전류 인가가 필요하다. 사용 전류와 도선에서 허용 가능

한 발열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구리 도선의 직경은 규격화되어 있으며, AWG (American

Wire Gauge)를 Table 4-2에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선의 온도를 90℃까지 허용하는

경우에, 시편에 140 A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AWG 1 (지름 7.348 mm)의 구리선이 필요하

다. 압력경계를 유지하면서 Autoclave 내부로 도선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CONAX

fitting의 내경이 6 mm이므로 AWG 1 규격의 구리선 사용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의 제작을 위해서는 최대 핵연료봉 열유속을 모사하는데 필요한 전

류를 줄일 필요가 있었으며, 0.7 mm인 시편 두께는 변경하기에 용이치 않아 시편 넓이에

따라 필요한 전류값을 계산하여 표 1에 기재하였다. 시편 넓이가 2 mm인 경우에 133.1

W/cm2의 열유속을 구현하기 위한 전류는 97.9 A이고 필요한 도선은 AWG 4 (지름 5.189

mm) 규격이며, 시편 넓이가 1 mm인 경우에는 필요 인가 전류값은 54.9 A이며 AWG 9 (지

름 2.906 mm) 규격의 도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온 wire heating 실험을 위한 시편 형상은

길이 130 mm, 두께 0.7 mm, 넓이 1 mm로 결정하였으며,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구리 도선

은 지름 3 mm를 구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름 5 mm 구리봉을 준비하였다.

다) 전류 인가 방안

300℃, 95 bar의 유체가 순환하는 autoclave 내부에 시편을 고정하고 전류를 인가하기 위

하여 그림 1과 같은 부품을 가공하여 설치하였다. 고유량의 유동에서 시편을 안정적으로 고

정시키고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시편 고정전극을 SUS 316을 이용하여 가공하였으

며, 시편 고정전극과 전원공급장치의 도선을 압력경계를 통과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지름 3 mm 구리봉은 주변 장치와의 전기적 절연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열수축 테플론 튜

브를 이용하여 피복하였다. 시편 고정전극과 autoclave 상판 간의 전기적 절연을 위하여 세

라믹 절연체를 제작하였으며, 세라믹 절연체 상하부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플론 가

스켓을 제작하였다. 압력경계를 유지하며 구리봉이 autoclave 내부로 삽입될 수 있도록

CONAX fitting을 구비하였으며, 구리봉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하여 하부와 상부에 삽입할

수 있는 테플론 절연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부품들을 이용하여 고온 wire heating 장치에 설치하는 과정은 Fig. 4-2와 같다.

구리봉과 연결되는 부위의 중앙에 나사 홈이 가공된 시편 고정전극에 한쪽 끝이 나사 가공

된 구리봉을 체결하고, 연결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험 용액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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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테플론 테이프로 피복한다. 세라믹 절연체 전후로 테플론 가스켓을 위치시켜 구리봉

을 통과하여 시편 고정전극에 밀착 시킨다. Autoclave 상판 내측에 가공된 홈에 맞도록 가

공한 테플론 절연체를 삽입하고 시편 고정전극에 90o 간격으로 배치된 나사를 체결하여

autoclave 상판과 조립한다. Autoclave 상판 외측에 체결된 CONAX fitting의 내부에 테플

론 부품들을 삽입하고 CONAX fitting의 뚜껑을 체결하여 밀봉한다. 마지막으로 구리봉과

전원공급장치 사이를 AWG 4 규격의 도선으로 연결하여 시편에 전류를 인가한다. 전원공

급장치는 Sorensen사의 DCS12-250E 직류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였다.

라) 온도 및 압력 제어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의 초기 설계는 그림 3과 같다. 시편이 장착되고 고온 고압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4.5 liter 용량의 autoclave는 최대 온도 400℃, 최대 허용 압력 300 bar

의 설계값으로 SUS 316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autoclave 외부에 7 kW 용량의 세

라믹 히터를 장착하고 PID 컨트롤러(Nova, ST540)를 이용하여 1℃ 단위로 autoclave 내부

온도를 제어하였다. Autoclave 내부 유동 분포를 균질화 하기 위하여 SUS 316 재질의 천공

판을 가공하여 Fig. 4-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에 설치하였다. 고온 분위기에서 유동을

확보할 수 있는 고온용 고유량 magnetic pump와 펌프로의 유입량을 보장해주기 위한 버퍼

탱크를 장착하였다. 대기에 노출된 관로를 따라서 유체가 순환하면서 발생되는 온도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 탱크의 외부에 6.4 kW 용량의 세라믹 히터를 장착하고 autoclave 외

부에 설치한 세라믹 히터와 동일한 사양의 PID 컨트롤러(Nova, ST540)를 이용하여 온도를

제어하였다. 유동 확보를 위하여 제작된 고온 magnetic pump의 사진과 사양을 각각 Fig.

4-5와 Table 4-3에 실었다.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유량 펌프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지

름 107 mm 대형 임펠러를 사용하였으며, 임펠러 회전속도가 1,600 rpm인 경우에 토출 압

력 0.5 bar, 유량은 분당 42 liter로 측정되었다. 펌프 유량은 2마력 인버터(LS,

SV015iG5A-2)를 사용하여 1 Hz 단위로 임펠러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조절하였다.

초기의 wire heating 장치는 단순 폐순환 loop 형태로 가압이 불가능하여 미포화비등 현

상의 모사가 불가능하며, 설정 온도의 포화증기압에서 비등이 일어나 2상 유동이 발생되어

펌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bulk 용액의 비등은 방지하고

시편 표면에서만 미포화비등이 발생되도록 가압기를 추가로 제작하여 기존 계통에 설치하

였으며 개략도는 Fig. 4-6과 같다. 가압기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발생된 포화증기압을 이용

하여 실험부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과 불활성 기체를 실험 조건 압력으로 충진하여

압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온도 상승에 따른 실험 용액의 부피 팽창

을 고려하여 가압기의 용량은 6 liter로 결정하였으며, 최대 온도 400℃, 최대 허용 압력 300

bar의 설계값으로 SUS 316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autoclave 외부에 7 kW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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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히터를 장착하고 PID 컨트롤러(Nova, ST540)를 이용하여 1℃ 단위로 autoclave 내

부 온도를 제어하였다. 압력 조절을 위하여 배출되는 용액 및 불활성 기체는 열교환기와 필

터를 거쳐 back pressure regulator(BPR)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불활성 기체

를 충진시켜 가압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실험부의 온도 상승에 따른 실험용액의 부피 팽창

으로 가압기에 충진된 gas가 BPR을 통해 방출된다. 실험부의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으로

승온되는 경우엔 불활성 기체 방출량을 보충해줄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기에서 BPR로 배

출되는 부위를 가압기 하부까지 내려오는 deep tube를 설치하여 불활성 기체의 방출대신

실험 용액이 방출되도록 하였다. 가압기 내부 용액을 가열하여 압력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압기 온도를 올리는 동안 가압기 내부 용액의 부피 팽창으로 인하여 용액

이 BPR을 통하여 배출된다. 가압기 내부의 온도가 변화할 때마다 용액이 방출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기 상부에서 바로 BPR로 연결되는 배출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

도록 하였다. 가압기 내부에서 BPR과 연결되는 배관의 개략도와 실물 사진을 Fig. 4-7에

실었다. 불순물에 의한 BPR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60 μm, 15 μm, 7 μm 순으로 3 종류의

세라믹 필터를 열교환기와 BPR 사이에 직렬로 배치하였다. 2상 유동에 의한 고온 펌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용액을 계통의 최하부에서 주입하여 실험부 내부에 공기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온 펌프 전단에 실험용액 주입선을 설치하였으며 feed pump를 이용하

여 용액이 주입되도록 하였다.

예비 가동 결과, 12리터의 증류수가 300℃로 가열된 실험부를 대기 중에서 공냉시키면 상

온으로 냉각되는데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물로 얻어지는 시

편 표면의 크러드는 고온 수용액에 장시간 노출 시 용해되므로 실험 종료 후 신속한 채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 종료 후 급냉을 위하여 열교환기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autoclave 내부 설치도 고려하였으나 autoclave 내부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Fig. 4-8에 보

이는 것처럼 버퍼 탱크와 고온 펌프 사이의 배관에 설치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고온

wire heating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Fig. 4-9와 같으며, 실험부 내용적 8 liter, 가압부 내용

적 7 liter, 도합 15 liter의 내용적을 가지는 고온 고압용 폐순환 loop과 컨트롤러를 제작하

여 실험실에 설치한 모습을 Fig. 4-10에 실었다.

마) 데이터 수집 장치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C++ 언어를 이용하여 Aquisition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 장치에 설치된 온도센서와 압력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로 운전 조건을 제어

하는 컨트롤러로부터 표준 RS485 신호를 받아서 RS232로 변환한 신호를 취득하여 온도와

압력을 Fig. 4-11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도식화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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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며,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소 2초 간격으로 data를

기록하며 시간 간격에 대한 최대 제한은 없다. 온도는 PID 컨트롤러(Nova, ST540)의 처리

범위를 0.1℃ 단위로 기록하며, 압력은 PID 컨트롤러(Nova, ST540)의 처리범위를 1 bar 단

위로 기록한다. 시편 표면에 부착한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시편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thermometer(Yokogawa, MV2000)와 데이터 수집용 컴퓨터 간의 Lan 통신

을 통하여 시편 표면 온도를 기록하며,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는 전원공급장치의 전류와 전

압 수치도 Lan 통신을 통하여 실시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

기 위하여 10 data unit마다 excel 파일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 사후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바) 핵연료봉 표면 열유속 모사 시험 결과

제작된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고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

속을 모사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고온 고압 실험부와 전류인가 부품간의 누전 검사

및 통전 중인 시편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서 시편에 전

류를 인가하는 시험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표면 열유속이 133.1 W/cm2가 되도록 목표

전류량은 55 A이었으며, 인가 전류에 따른 시편 표면 온도는 시편 표면에 부착한 k-type

thermocouple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mm 넓이의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

한 인가 전류에 따른 시편 표면 온도 측정 결과는 Table 4-4와 같으며, 접촉식 방식인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측정한 온도와 비접촉식 방식인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한

온도는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약간의 온도 편차는 시편의 폭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열

화상카메라의 초점을 고정하기 어려워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가 전류의 증가에 따라

서 시편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1 A에서 시편 중단 표면 온도가 790℃ 이

상으로 상승하면서 대기 중 산화에 의하여 시편이 끊어졌으며, 이때의 열유속은 19.5

W/cm2였다. 실험장치의 안전성과 관련된 특정 부위의 발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13 A

전류를 인가하여 각 부위의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5에 기재하였으며, 측정 당시의 열화상이미지를 Fig. 4-12에 실었다. 시편 표면의

온도가 336℃이고 시편과 시편 고정전극 접합부의 온도가 176℃일 때, 전원공급장치와 도

선이 연결되는 접지부의 온도는 18℃, 도선과 구리봉이 연결된 부위의 온도는 45℃,

autoclave 상판과 시편 고정전극이 체결되어있는 부위는 15℃로써, 시편을 제외한 부위의

발열에 의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전류 55 A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3

mm 넓이의 시편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전류를 변화시켜가며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4-6에 보였다. 59 A의 전류가 인가되는 상황에서 시편 표면 온도가 1100℃ 이상으로

상승하며 시편의 파단이 발생되었으나 구리봉 온도는 85℃로 허용치 이내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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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인 안전성 평가 및 전류인가 예비시험이 종료된 후에 온도 및 압력 제어 평가와

300℃ 수화학 분위기에서 미포화비등 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예비시험을 실시하였다. 용

액주입 장치를 통하여 증류수 12 liter를 채우고 고압의 Ar 가스를 이용하여 100 bar로 가압

하였다. 고온 magnetic pump를 구동하여 유동을 확보하고 autoclave 내부 온도를 300℃까

지 승온 시켰다. Autoclave 내부 온도가 300℃로 안정화된 후에 BPR을 이용하여 96 bar로

조절하여 온도 및 압력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Autoclave 내부의 온도는 300 ± 1℃로 우

수한 제어 성능을 보였으나, BPR의 완전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의 가동 시에는 약

간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향후 본 실험을 위해서는 가압기를 승온하여 가압하는

방식의 적용 또는 고압 컴프레셔를 추가로 장착하여 특정 압력의 Ar 가스를 지속 주입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Fig. 4-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300℃ 분위기에서 열팽창에 따른 시

편의 연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허용 가능 범위로써 실험 수행에 큰 영향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 수화학 분위기에서 전류 인가에 따른 시편 표면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4-14에 나타낸 것처럼 k-type thermocouple(Omega, 0.9 x 1.3 mm)을 시편 중단과 시편 고

정전극 접지부에 접촉시키고 CONAX fitting을 통하여 압력경계 외부의 thermometer와 연

결하였다. 그러나 Ar 가스를 이용한 가압 도중에 CONAX fitting 위쪽으로 누수가 발생하

였고, 이는 thermocouple 단면이 직사각형인 관계로 CONAX fitting 내부의 테플론 seal이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열재로 작용하는 thermocouple 외부의 섬유질 내열재 피복 사

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직경 0.5 mm의 스테인리스 피복

thermocouple을 구매하여 장착하였으며, 설치 모습은 Fig. 4-15와 같고 Ar 가스를 이용하

여 100 bar까지 가압하여 압력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utoclave 내부 온도를 300℃까지

승온한 이후에 BPR을 이용하여 96 bar로 압력을 조절하고 전원공급장치로부터 시편에 전

류를 인가하여 시편 표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전 예상으로는 Fig. 4-16에 보이는

바와같이 96 bar의 포화 온도인 308℃까지 표면 온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임계 전류 이

상이 가해지면 시편 표면에서 비등이 발생하여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실측 결과를 Fig. 4-17에 도시하였으며, 전류인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 표면 온

도는 상승하였으나 전원공급장치의 최대 공급량인 51 A를 인가한 경우에도 표면온도는

307℃ 정도로써 비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55

A의 전류가 시편에 인가되어야 하지만, 전원공급장치의 전압 한계(최대 전압 12 V, 최대

전류 250 A)로 인하여 51 A까지만 인가가 가능하였으며, Fig. 4-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

시스템에서 55 A 이상 전류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최대 전압 13 V 이상의 전원공급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전체 시스템의 저항을 줄여서 시편에 인가되는 전류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선과 시편 고정전극을 연결하는 구리봉을 지름 5 mm 구리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시편

표면의 열유속과 표면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Fig. 4-19에 실었다. 60 W/cm
2
열유속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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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점이 발생되며, 이때의 온도는 93 bar에서의 포화 온도이다. 그러나 시스템 압력은 96 bar

로 안정적으로 제어되고 있었으므로 비등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예비평가 결

과로는 시편 표면 열유속을 핵연료봉 표면 열유속인 133 W/cm2까지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96 bar에서 비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온 magnet pump의 최대 유량으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유량을 감소시켜 시편 표면에서의 열전달을 저감시키면 미포화비등 현

상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요약

원자로 노심을 모사한 분위기에서 핵연료봉 피복관 재료를 가공한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

여 피복관 재료의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을 제어하여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wire heating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핵연료봉 표면 열유속 모사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기적 안전성 확보 및 온도, 압력 제

어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류가 인가된 시편의 전류량 및 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핵연료봉 표면의 미포화비등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상세 실험 조건

이 확립되면 AOA 현상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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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최대 핵연료봉 열유속 모사를 위한 시편 형상에 따른 전류 요구치

시편 길이

[mm]

시편

두께

[mm]

시편

넓이

[mm]

저항*

(300℃)

[ohm]

열유속

[W/cm2]

열유속

[Btu/ft2h]

전류

[A]

130 0.7 3 0.065 133.1 422000 140.3
130 0.7 2 0.0975 133.1 422000 97.9
130 0.7 1 0.195 133.1 422000 54.9

* Zircalloy-4의 300℃ 비저항 1.05 x 10-4 ohm·cm로 계산

Table 4-2. AWG (American Wire Gauge) 전선규격표

AWG
Dia.

Turns

of wire
Area

Copper

resistance

NEC copper wire

ampacity with 60/75/90℃

insulation[mm] [per cm] [mm²] [Ω/km]

0000 (4/0) 11.684 0.856 107 0.1608 195 / 230 / 260
000 (3/0) 10.404 0.961 85 0.2028 165 / 200 / 225
00 (2/0) 9.266 1.08 67.4 0.2557 145 / 175 / 195
0 (1/0) 8.252 1.21 53.5 0.3224 125 / 150 / 170
1 7.348 1.36 42.4 0.4066 110 / 130 / 150
2 6.544 1.53 33.6 0.5127 95 / 115 / 130
3 5.827 1.72 26.7 0.6465 85 / 100 / 110
4 5.189 1.93 21.2 0.8152 70 / 85 / 95
5 4.621 2.16 16.8 1.028 　
6 4.115 2.43 13.3 1.296 55 / 65 / 75
7 3.665 2.73 10.5 1.634 　
8 3.264 3.06 8.37 2.061 40 / 50 / 55
9 2.906 3.44 6.63 2.599 　
10 2.588 3.86 5.26 3.277 30 / 35 / 40
11 2.305 4.34 4.17 4.132 　
12 2.053 4.87 3.31 5.211 25 / 25 / 30 (20)

Table 4-3. 고온 wire heaing 실험장치에 설치된 고온 고유량 magnetic pump 사양

RPM
무부하시 토출압력

[bar]

무부하시 흡입압력

[bar]

무부하유량

[L/min]
300 0 0 5.5
500 0 -0.01 11
1000 0.2 -0.02 25
1300 0.3 -0.11 33
1500 0.4 -0.15 39

1600 0.5 -0.18 42
Impeller dia. 107 mm
Connection inlet 3/4" tube outlet 3/4"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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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접지부 구리봉 상판 접합부 시편 접지부 시편중단
18 45 15 176 336

Table 4-4. 1 mm 넓이 시편의 인가 전류에 따른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인가전류

[A]

인가전압

[V]

비접촉식

(pyrometer)

접촉식

(thermometer)
1 　 　 20
4 　 90 90

9 3.2 　 250
13 4.44 340 350
16 5.47 　 450
18 6.6 　 540
21* 　 　 790이상

* 시편 단선 발생, 열유속 = 19.5 W/cm2

Table 4-5. 전류인가 부품 및 시편 온도 [℃] (1mm 넓이 시편, 13 A, 대기 중 측정)

Table 4-6. 3 mm 넓이 시편의 인가 전류에 따른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인가전류

[A]

접촉식

(thermometer)

구리봉온도

[℃]
3 35 　
9 120 　
13 230 　
18 350 　

24 415 　
29 500 　
34 550 65
38 600 　
49 760 　
59* 1100이상 85

* 시편 단선 발생, 열유속 = 23.5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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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고온고압용 전류인가 부품

Fig. 4-2. 고온고압용 전류인가 부품 조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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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 초기 설계

Fig. 4-4. Autoclave 내부에 설치된 천공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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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에 사용된 고온 고유량 magnetic pump 사진

Fig. 4-6.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 1차 개선 개략도 (가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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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가압기 내부와 BPR 사이의 배관 개략도와 설치 사진

Fig. 4-8. 실험 종료 후 급냉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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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고온 wire heating 실험 장치 개략도

Fig. 4-10.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 배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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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온도 및 압력을 실시간으로 도식화 해주는 자체 개발한 Aquisitio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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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전류인가 부품 및 시편의 열화상 사진

(1 mm 넓이 시편, 13 A, 대기 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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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300℃ 수화학 분위기 노출 이후의 시편 형상

Fig. 4-14. Omega 0.9 x 1.3 mm k- type thermocouple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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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지름 0.5 mm 스테인리스 피복 k-type thermocouple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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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300℃, 96 bar 수용액에서의 전류인가량에 따른 시편표면 온도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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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3 mm 구리봉, 1 mm 시편 시스템에서의 전류-전압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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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300℃, 96 bar 수용액에서의 표면 열유속에 따른 시편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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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영향 평가

1) 국내 원전 수화학 운전 인자 분석

국내 원전의 1차계통 수화학 운전 자료는 Table 5-1과 같다. 이는 방대한 분량의 1차계

통 수화학 운전 자료들을 AOA에 관련하여 단순화해본 원전 현장의 주기별 수화학 운전 인

자들의 대표 값들이다.

AOA 현상과 관련되는 주요 수화학 인자는, 한 주기 내에서의 시간별 냉각재 중의 붕산

및 수산화리튬 농도, 이로 인해 조성되는 온도별 pH, 용존산소 농도 등이다. 이 외에도,

SiO2, 니켈 등 다양한 수화학 인자들이 측정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AOA에 우선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냉각재 pH에 대한 운전 지침은 아래와 같다.

Fig. 5-1은 국내에서 AOA가 발생한 G와 H 원전 (Table 14-1 참조)에서 운전하고 있는

1차계통 수화학 지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Li 농도가 높은 경우,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

응력부식균열을 염려하여 기존 modified chemistry를 적용하고 있으며, 초기 리튬농도를

3.5 ppm으로 하여 pH 6.9 선을 따라 운전한 후, Li 농도 2.2 pp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pH

가 증가하여 7.2에 이르면 pH 7.2 선을 따라 운전한다. Fig. 5-2는 국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C 원전에서 AOA가 발생한 후, 이에 대처하여 운전하고 있는 1차계통 수화학 지침을 보여

주고 있다. EPRI에서 AOA가 발생한 원전에 대하여 최근까지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

존 modified chemistry 운전에서 pH 7.1 coordinated chemistry 운전으로 변경하였다. 초기

Li 농도를 3.5ppm으로 유지하고, 이어서 pH 7.1 선을 따라 운전한다.

AOA가 발생한 국내 원전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pH 7.1 coordinated chemistry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Fig. 8-14와 같은 실험조건에서 AOA 실증시험을 수행한다. 상

세한 사항은 나-4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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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국내 원전의 주기별 수화학 운전 대표 값

Fig. 5-1. Schematic of modified chemistry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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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Schematic of coordinated chemistry at pHT 7.1 consistent with

lithium below 3.5 ppm regime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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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러드 실증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가) 크러드 실증 장치 기술현황

경수로 노심에서 연료봉 표면에서의 미포화 비등에 의한 크러드 (니켈/철 화합물) 침적

및 붕소/리티움의 농축침적의 모사시험장치에 관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를 토대로 고온고압의 크러드 실증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노르웨이는 노 냉각수에 농축붕산을 사용해 AOA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Fig. 6-1의 AOA 모사시험 장치를 Halden에 설치하였다[6-1]. 가압경수로의 수화학

및 열수력 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험은 3주기 시험에 걸쳐 349 출력일 동

안 실 연료봉 길이 60 cm의 8개 연료봉 bundle에서 수행되었다. On-line 및 in-core 계장은

크러드 침적을 검출하기위한 1개의 diameter gauge, 중성자 감지기, 유속/출력 저하를 감지

하기위한 냉각수 열전쌍 들이다. 크러드 침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모사 크러드의 입자와

colloid 주입, 산소주입, pH 변화, Fe-Ni-EDTA 용액 주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

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에서는 장주기 고연소도 연료에서의 AOA의 현상을 규명

하기 위한 Fig. 6-2의 시험 장치를 설치하였다[6-2]. 침적의 주요 인자를 명확하게 하기위

해 일본 PWR 원전을 모사한 수화학 조건에서 증기생성율, 열유속, pHT 와 시험 급수용액

에서의 Ni/Fe 농도비 등을 변수로 325℃에서 노외 실험되었다. 노외 실험 장치에서 연료 피

복관에서의 크러드 침적을 모사하기위해 Zilcaloy-4 피복관 시편을 316L 합금강의 원통형

가열기 (cartridge heater)에 부착하였다. Fig. 6-3에 가열기의 설계구조를 나타내었다.

캐나다에서는 Fig. 6-4의 실험 장치에서 크러드 침적에 대한 농도 10 ppb 아연 주입과

pH의 영향을 실험하였다[6-3]. PWR 모사 수화학 조건은 용존수소 (18 cm
3
/kg), 붕산 (1100

ppm 붕소)와 LiOH (1.5 ppm 과 2.4 ppm) 이었다. 부식생성물, 비화학양론적 니켈페라이트

을 합성하여 고농도(약 500 ppb)로 미포화비등 조건에서 운전되는 순환형 루프에 주입하였

다. Fig. 6-5는 Zilcaloy-4 전기 가열기의 배치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열유속은 최대 160

kW/m2의 90%로 조절되었다. 두 개씩 두 벌의 Zilcaloy-4 시편밴드가 원통형 가열기에 장

착되었다.

미국의 AOA 모사 시험시설은 Fig. 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6개의 주요부분, 압력용기,

전극, 혼합기, 가압기, 취출수 계통과 정화계통(let down)으로 나누어져 있다[6-4]. 압력용기

는 실험의 핵심부분으로 316 합금강이고 최대온도 650 oF에서 최대압력 2,500 psig가 정격

이다. 4,000 watt 가열기로 압력용기의 온도를 조절하고 고압은 아르곤가스에 의해 얻어진

다. Zilcaloy 선 시편을 취부한 전극은 선 시편 표면에서 높은 열유속(450,000 - 500,000

Btu/hr-ft
2
)을 얻을 수 있도록 고전류의 용량(90 Amps)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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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Fig. 6-7의 실험 장치에서 AOA-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축붕산, 아연

주입, Ni/Fe 농도비, 용존수소, pH, 그 외의 변수에 대해 실험하였다[6-5]. 장치는 인코넬

600 오토클레이브, 고밀도 polyetene 용기, 순환 펌프, 주입펌프, 냉각배출 계통으로 이루어

져 있다. Zilcaloy 관을 원통형 가열기에 장착하였고 가열부의 길이는 5.5 cm이었다. 실험에

서 인가한 열유속은 상용원전의 평균 열유속의 80% 수준이었다. 부식전위는 백금과

Cu/CuO 기준전극으로 측정하였고 실험기간동안 용존수소와 용존산소농도를 조절하여 일

정하게 유지하였다. Ni 주입 농도는 1 ppb 이었지만 장치에서의 측정농도는 주입 농도보다

3 ～ 7 배 높았다.

한국에서는 미포화 비등조건에서 침적실험을 하기위해 Fig. 6-8의 고온고압 장치를 사용

하였다[6-6]. 장치는 반응로, 노내에 설치된 원통형 가열기, 가압기, 열교환기, 원심펌프와

수화학 조절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Zilcaloy 원통형 전기가열기가 사용되었는데 그

가열기 직경은 12.7 mm, 열유속 영역은 179 cm2이고 최대출력은 1.25 kW이다. 용액은 2.3

l/min의 유량으로 순환되고 연료봉 표면에서의 유속은 3 mm/s이다.

나) 크러드 실증 장치의 설계 제작

경수로 노심에서 연료봉 표면에서의 미포화 비등에 의한 크러드 (니켈/철 화합물) 침적

및 붕소/리티움의 농축침적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고온고압의 루프를 설계 제작하

였다. Fig. 6-9에 AOA 모사 실증시험 루프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을 나타내었다. 루프

에 원전 노심 연료봉에서의 AOA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test section을 설계 제작하

였으며 원통형 가열기 (cartridge heater)가 들어 있다. 루프는 순수공급, 공정수 정화, 기체

탈기/포화, 화합물 주입, 고온, 가열보온, 고압, 냉각, 열교환기, 계측제어, 전원공급 등으로

구성된다.

고순도의 공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초순수 제조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공정수의 용존산소

를 탈기하고 수소를 포화하기 위해 높이 1,800 mm의 탑을 설계, 제작하였다. 탑에서의 수위

조절은 탑내 공정수의 순도를 유지하기위해 탑 외부에 근접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

였다. 공정수의 용존수소 농도는 수소가스 유량과 탑내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고압 충전

펌프를 이용하여 탑의 공정수를 계통에 계속 주입하고 역압력 조정기를 통해 용액을 배출

함으로써 시스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원전 1차 냉각수를 모사하는 장치에서 공정수의 주요 화합물 성분은 용존산소, 용존수소,

붕소, 리티움, 니켈과 철의 화합물 들이다. H3BO3와 LiOH 의 용액은 저압 정량펌프를 이용

하여 탑으로 공급된다. 공정수는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1차 가열되고 예열기 (preheater)를

거쳐 예열된 후 고온 test section에 들어간다. 저장조의 니켈과 철화합물 용액은 용존산소

를 탈기하여 제거한 다음 HPLC 펌프를 이용하여 저유량으로 test section에 직접 주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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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열교환기와 예열기 내부 표면에 니켈과 철화합물이 침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test section를 나온 고온, 고압의 공정수는 예열기를 거쳐 1차 냉각되고 응축기에 의해

실온으로 냉각된 다음 이온교환기를 거쳐 정화된다. 정화된 공정수는 탑에 들어가 재사용되

거나 계통 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치의 수위, 온도와 압력, 용존 수소/산소 농도,

pH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하였다.

Fig. 6-1은 AOA 모사실증 장치의 safety logic diagram이다. 이 diagram에 맞게 각 부품

이 운전되도록 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탈기탑과 포화탑의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가 정지하도록 하였다. 가열기의 과열로 온도가 이상 증가할 경우 가열기의 전원이 차

단되도록 하였고 압력이 이상증가 할 경우 충전펌프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AOA 모사 실증장치의 온도, 압력, 용존수소 농도, 용존산소 농도 와 pH 등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Agilent 사 34970A data logger를 사용하였다. data logger

는 thermocouple, 전압, 전류 등의 analog 수치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Agilent 사 자체에서

공급되는 data logger program을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였다. Fig.

6-11에 설계 제작한 크러드 침적 실증시험 루프장치를 나타내었다.

① 원통형 가열기

고온 test section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가열기는 Fig. 6-12와 같은 원통형 가열기

(cartridge heater)로 선정하였다. 마그네슘 산화물 (MgO) 막대에 니크롬선을 감고 SUS 재

질의 원통에 넣은 다음 마그네슘 산화물 분말을 충전하고 압축하여 가열기를 만든다. 일반

적으로 국내에서 물에 침적하여 사용하는 가열기의 단위 면적당 발열량은 약 10 W/cm
2
이

었다. AOA 모사시험용 열원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량 약 20 W/cm2 와 약 80 W/cm2 의 두

종류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였다. 원전 연료봉을 모사하기위해 이를 Zircaloy 관에 넣어 실험

에 사용하였다.

② 순수 공급/정화

탈염수를 Fig. 6-13의 Barnstead D4632-33 초순수제조장치를 사용하여 초순수(18.3

Mohm)를 루프장치에 공급하였다. 유기물과 무기물등의 정화용으로 Pretreatment cartridge

(D0836), Ultrapure cartridge (D5027), Organic free cartridge (D5021), Final filter (D3750)

등이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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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탈기탑과 포화탑

Fig.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프에는 두 개의 탑이 있다.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탑과 수

소가스 포화탑이며 재질은 pyrex 유리이다. 원통형 유리탑의 외경은 60 mm, 두께 5 mm에

길이 1800 mm이다. 탑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

하였다. 첫 번째 탈기탑에 알곤가스를 공급하여 용존산소를 탈기하고 두 번째 포화탑에 수

소발생기에서 나온 수소가스를 통과시켜 포화시킨다.

④ 수소발생기

수소가스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Fig. 6-14

의 수소발생기 NM-H2250을 사용하였다. 수소 순도 99.9999%, 공급압력 155 psig(max), 최

대 공급유량 250 ml/min 이다.

⑤ Mass flow controller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탑과 수소가스 포화탑에서의 유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기위해 mass

flow controller를 설치하였다. Fig 6-15에서와 같이 Sierra 사의 Smart-trak model 100을

설치하였으며 알곤가스의 유량은 최대 250 cc/min, 수소가스의 유량 범위는 10 - 50 cc/min

으로 하였다.

⑥ 고압 충전펌프

고압 충전 펌프에 의해 장치에 고압으로 저장조의 용액을 공급한다. stroke를 조절함으로

써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최대 유량은 약 4 L/hr이다. Fig. 6-16의 독일 LEWA

Diaphragm Pump, EK-M-210-1를 사용하였으며 Metering Pump의 모델은 EK/1H M210

이다.

⑦ 약품주입 펌프

폴리에틸렌 약품저장조의 H3BO3와 LiOH 용액을 장치에 주입하는 데는 Fig. 6-17의 저

압정량 펌프를 사용하였다. 모델은 Fluid metering Inc.의 QG50-2RH1CKC이다. 최대 압력

100 Psig (6.90 bar)에서 유량범위는 0 ～ 5 ml/min이다. Fig. 6-18의 저장조의 Nickel/Iron

화합물 용액을 장치에 주입하는 데는 Fig. 6-19의 고압정량 (HPLC) 펌프를 사용하였다. 모



- 96 -

델은 Laballiance series 210SFP01 이며 최대압력은 6000 Psi이고 최대유량은 9.99 mL/min

이다.

⑧ Ni/Fe 약품저장조

20 리터의 약품 저장조를 Fig. 6-18에 나타내었으며 저장조의 재질은 316 SS로 제작하였

다. 저장조 내 약품용액의 용존산소를 탈기하기 위해 탈기기를 저장조 내에 설치하였다. 저

장조에 약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깔때기를 설치하였다. 저장조에서 약품주입 펌프로 연결되

는 관에는 필터를 설치하여 미세입자에 의한 충전펌프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⑨ 역압력 조정기

충전 펌프가 시스템에 용액을 계속 공급해 주므로 닫혀 있는 시스템인 경우 내부 압력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역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1차측에 설치된 조정기는 manual 형태이며 최고 4,000 psig까지 조절 가능하다. 피스톤

이 내부에 장착된 형태의 역압력 조정기는 용액 내의 입자들에 매우 민감하므로 반드시 조

정기 앞단에 필터를 설치한다. 조정기 앞단은 7 ㎛ 필터가 병렬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필터 앞단에는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충분히 냉각이 되도록 하였다. 열교환기 앞단에는 압력

전송기와 safety relief valve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역압력조정기는 미국 TESCOM 사의 모

델 54 시리즈이다.

 용존 수소/산소 분석기

시험 루프 공정수에서의 용존 수소와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6-20의

Orbisphere 510 모델을 설치하였다. 농도측정 환경은 -5 ～ 50℃ 이고 분해능은 0.01 ppb

(산소)이다.

 전도도계

루프장치 공정수의 전도도를 측정하기위해 Fig. 6-21의 Mettler 사 M300 모델을 사용하

였다. 센서가 두 개 이므로 동시에 두 곳의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범위는 500

ohm-cm ～ 50 Mohm-cm 이다. 온도보상회로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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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장치 성능시험

① 실증장치 운전

AOA 모사 실증장치의 온도, 압력, 용존수소 농도, 용존산소 농도 와 pH 등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data logger program을 가동한다. data logger가 온도, 압

력, 용존산소/수소 농도, pH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지 확인한다.

초순수 제조장치를 거친 고순도의 공정수를 루프장치의 계통에 펌프를 가동하여 채운다.

공정수를 계통에 주입하면서 공정수의 전도도가 충분히 낮아 질 때까지 주입과 배수를 반

복한다. 폴리에틸렌 저장조의 H3BO3와 LiOH의 용액을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저압 정량

펌프를 이용하여 탑에 공급한다. 탈기탑에 알곤가스를 주입하여 공정수의 용존산소를 제거

하고. 포화탑에 수소발생기에서 나온 수소가스를 공급한다. 용존산소/수소 농도 분석기의

수치를 확인하여 알곤가스와 수소가스의 공급유량을 mass flow controller 로 조절한다. 고

압 충전 펌프를 이용하여 탑의 공정수를 계통에 계속 주입하고 역압력 조정기를 통해 공정

수를 배출하여 순환시킨다. 원하는 공정수 유량을 stroke로 조절한다. 시스템 압력을 역압

력 조정기로 원하는 수치로 맞춘다. 응축기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공정수는 열교환기를 거

치면서 1차 가열되고 예열기를 거쳐 예열된 후 고온 test section을 우회한 고온고압의 공정

수는 예열기를 거쳐 1차 냉각되고 응축기에 의해 실온으로 냉각된 다음 용존산소 제거탑에

들어간다. 공정수는 탑에 들어가 재사용되거나 이온교환기를 거쳐 계통 외로 배출될 수 있

다. 예열기 출구온도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test section 우회밸브를 잠궈 공정수가 test

section를 통과하도록 한다. 저장조의 니켈과 철화합물 용액은 용존산소를 탈기하여 제거한

다음 HPLC 펌프를 이용하여 저유량으로 test section에 주입한다. 유량은 계통내 유량의 수

십 내지 수백분의 일로 조절할 수 있다. 원통형 가열기에 전원을 넣어 가열한다. 실험조건

에 맞는 미포화 비등이 원통형 가열기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열기 온도, 원통형 가

열기 온도, 계통압력을 점검 조절한다.

원하는 시간동안 실험을 계속한다. 모니터 상에서 계통의 온도와 압력, 용존 수소/산소

농도, pH 등을 점검한다. 또 탑의 수위가 정상범위에 있는 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 지, 장치

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지 수시로 점검한다. 주기적으로 공정수 시료를 채취하여 화합물

농도를 분석한다.

일정시간 미포화 비등실험을 한 후 test section 우회밸브를 열어 공정수를 우회시키고

test section를 격리시킨다. test section의 배수밸브를 열어 test section 내에 들어 있는 공

정수를 급속냉각장치로 보내 배출시킨다. test section이 충분히 냉각된 후 원통형가열기를

꺼내 지르칼로이 관의 표면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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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농도분석

㉮ A1 실험 농도분석

장치의 초기 주입농도는 B: 870 ppm (H3BO3), Li: 1.5 ppm (LiOH), Ni: 20 ppm

(Ni(NO3)2.9(H2O)), Fe: 20 ppm (Fe(NO3)3.6(H2O))이었다. Test section을 나와 열교환기

를 거쳐 탈기탑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수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 농도를

Fig. 6-22에 나타내었다. B와 Li의 농도는 비교적 초기농도가 유지된 반면 실험 시작 후

test section의 온도가 약 300℃에 도달한 후에 Ni와 Fe의 농도는 거의 0으로 감소하였

다.

㉯ A2 실험 농도분석

장치의 초기 주입농도는 B: 870 ppm (H3BO3), Li: 1.5 ppm (LiOH), Ni: 0.2 ppm

(Ni(NO3)2.9(H2O)), Fe: 0.2 ppm (Fe(NO3)3.6(H2O))이었다. Ni 와 Fe 의 농도를 A1 실험

농도의 1/100 수준으로 낮추었다. 시간에 따른 각 농도를 Fig. 6-23에 나타내었다. A2의

실험농도를 A1 실험의 1/100 수준으로 낮추어서 실험한 결과는 각 농도, B, Li, Ni와 Fe

의 농도는 A1 실험의 농도변화와 유사하였다.

㉰ A3 실험 농도분석

장치의 초기 주입농도는 B: 870 ppm (H3BO3), Li: 1.5 ppm (LiOH), Ni: 0.2 ppm

(Ni(NO3)2.9(H2O)), Fe: 0.2 ppm (Fe(NO3)3.6(H2O))이었다. A3 실험은 A2 실험과 같은 농

도조건이었다. 시간에 따른 각 농도를 Fig. 6-24에 나타내었다. A3의 B 농도는 830 ppm

을 유지해 A2 실험의 B 농도보다는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

㉱ A4 실험 농도분석

장치의 초기 주입농도는 B: 870 ppm (H3BO3), Li: 1.5 ppm (LiOH), Ni: 2 ppm

(nickel acetate), Fe: 2 ppm (iron acetate)이었다. test reactor를 나와 열교환기를 거쳐

column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수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 농도를 Fig. 6-25

에 나타내었다. Test section의 온도가 약 300℃에 도달한 후에 거의 0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A1, A2와 A3의 Ni/Fe nitrate 화합물을 주입한 실험의 농도변화와 비슷하

였다.

㉲ A5 실험 농도분석

장치의 초기 주입농도는 B: 1,500 ppm (H3BO3), Li: 3.5 ppm (LiOH), Ni: 2 ppm

(nickel acetate), Fe: 2 ppm (iron acetate)이었다. Test reactor를 나와 열교환기를 거쳐

용존산소 제거탑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수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 농도를

Fig. 6-26에 나타내었다. 이전 A4 실험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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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Schematic of test loop at Halden reactor in Norway[6-1].

Fig. 6-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loop at CRIEPI in Japa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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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Schematic of electrical tube heater and specimen at CRIEPI in Japa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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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loop at University of New

Brunswick in Canada[6-3].

Fig. 6-5. Schematic diagram of Zircaloy-4 sample band arrangement at

University of New Brunswick in Canad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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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Schematic of AOA Test Facility a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 US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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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Autoclave loop for AOA study at Studsvik Nuclear AB in Sweden[6-5].

Fig. 6-8. Scheme of the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loop system

at KAERI in Kore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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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AOA Water chemistry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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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Schematic of cartridg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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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Water purification system.

Fig. 6-14. Hydrogen gas generator. Fig. 6-15. Mass flow controller.

Fig. 6-16. High pressure pump. Fig. 6-17. Chemicals injection pump

for low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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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8. Storage tank for nickel/ir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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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HPLC pump.

Fig. 6-20. Dissolved hydrogen/oxygen analyzer.

Fig. 6-21. Conductivity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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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A1 experiment.

0 100 200 300
600

700

800

900

1.1

1.3

1.5

0.0
0.1
0.2
0.3

 

B,
 p

pm

Hours

 

Li
, p

pm

 Ni
 Fe

 

M
et

al
, p

pm

Fig. 6-23.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A2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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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A3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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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5.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A4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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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6.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A5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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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러드 실증 시험 장치 열수력 해석

가) 연구배경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등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단상 열유동현

상 해석에 적용하였던 상용코드인 FLUENT 6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단상 열유동 현상과는

달리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등 열수력 현상은 상변화를 모사해야하기 때문에

FLUENT내의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하여 이에 필요한 모델링을 추가하여 계산하였

다. 본 해석에 필요한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들과 이들을 풀기위해 필요

한 난류모델 및 다양한 상변화 모델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본 계산을 위해 필요한

geometry와 경계조건들이 모사되어있고 이에 따른 계산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사결

과는 실험실적으로 수행한 크러드 발생량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핵비등 보존방정식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등의 상변화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단상 열유동을 풀기 위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추가적인 항들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비등을 모사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다상유동 모델 중 Eulerian

model[7-1, 2, 3]을 사용하였다.

① 질량보존 방정식

q상에 대한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1

n

qq q q q pq qp q
p

v m m S
t

a r a r
=

¶
+Ñ × = - +

¶ å
r

& &
(1)

체적분율, qa 는 전체부피(V) 중 q상이 차지하는 비를 나타낸다.

q q
V

V dVa= 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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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m& 는 p상으로부터 q상으로의 질량전달을 나타낸다.

이는 FLUENT에서 User defined function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단위 부피당 증기 형성

률[7-4]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max ,0
lv l s i E w

lv
pl s l

h T T A q Am
L L C T T
-

= +
+ -

&
(3)

lvh 는 계면 열전달 계수로써 Ranz-Marshall correlation [7-5, 6]을 사용하였다.

2

6 q p q p
pq

p

Nu
h

d
k a a

=
(4)

1/ 2 1/32.0 0.6Re Prp pNu = + (5)

그리고 iA는 계면 면적 밀도로써 다음과 같다. [7-7]

( )( )6 1 /(1sv v sv
i

v

A
d

a a a- -
=

(6)

min( ,0.25)sv va a= (7)

"
Eq 는 증발 열유속으로써 RPI model[7-8, 9]을 사용하였으며, L은 단위 질량당 잠열이

다. wA 는 벽표면에서의 계면 면적밀도로써 다음과 같다.

( )w wA x xd= -
r uur

(8)

wA 는 discretized 형태에서는 cell volume과 벽을 구성하는 cell face area의 비율로 나타

난다.

vd 는 증기 기포의 지름으로써 Podowski model[7-7]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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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4

3

1.5 10 , 13.5

1.5 10 10 ,0 13.5

1.5 10 , 0

sub

v sub sub

sub

T K

d T T K

T

-

- -

-

ì ´ >
ï

= ´ - × < <í
ï ´ <î (9)

여기에서 아래첨자 l, v, s는 액상, 기상,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② 운동량 보존 방정식

q상에 대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1

n

pqq q q q q q pq qpq q q q pq qpq
p

v v v p g R m v m v
t

a r a r a t a r
=

¶
+Ñ × = - Ñ +Ñ× + + + -

¶ å
r r r ur ur r r

& &

( ), ,q lift q vm qF F F+ + +
ur ur ur

(10)

pqR
ur
는 상간의 interaction force로써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되었다.

( )
1 1

n n

pq p qpq
p p

R K v v
= =

= -å å
ur r r

(11)

pqK 는 exchange coefficient로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p p
pq

p

f
K

a a r
t

=
(12)

pt 는 particular relaxation time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18
p p

p
q

dr
t

m
=

(13)

f 는 항력 함수로써 드래그 계수( DC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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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4
DCf =

(14)

여기에서 이 항력 계수는 FLUENT내에 포함되어 있는 Shiller and Naumann 모델

[7-10]이나 Morsi and Alexander 모델[7-11]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모델을 쓰기 위해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Shiller and Naumann의 항력계수는 다음과 같다.

( )0.68724 1 0.15Re / Re,Re 1000

0.44,Re 1000
DC

ì + £ï= í
>ïî (15)

Morsi and Alexander가 제안한 항력계수는 다음과 같다.

32
1 2Re ReD

aaC a= + +
(16)

여기에서 계수들 a1, a2, 그리고 a3는 Reynolds number에 의해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력계수를 User defined function을 이용하여 모델링[7-4]

하였다.

0.75 r rD p q
pq

q

C v v
R

d

r a
=

r r
ur

(17)

( )min ,dis vis
d d dC C C= (18)

여기에서
dis
dC 와

vis
dC 는 distorted와 viscous regime에서의 항력관계식이다.

위의 항력계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추후 평가되어야 한다.

양력, liftF
ur
는 primary phase 유동내의 속도 gradient에 의하여 secondary phase에 주어지

는 힘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Derw and Lahey가 제안한 모델[7-12]을 사용한다.

( ) ( )lift q p ql q pF C v v vr a= - - ´ Ñ´
ur r r 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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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양력계수 lC 은 User defined function을 이용하여 Moraga et al.이 제안한 모델

[7-13]을 사용하였다.

( ) 7/ 36000 /310 5

5

0.0767, 6000

0.12 0.2 ,6000 1.9 10

0.002 1.9 10
lC e ef f

f

f

f

- ×

ì £
ïï= - - < < ×í
ï
- ³ ×ïî (20)

여기에서 Re Reb vf = 이며, Reb는 기포 Reynolds 수이고, Rev는 bubble shear

Reynolds 수이다.

Re
rv

b
l

d v

n
=

r

(21)

2

Re
lv

v
l

d v

n

Ñ ×
=

r

(22)

vmF
ur
는 virtual mass force로써 secondary phase인 p상이 primary phase인 q상에 상대적

으로 가속될때 생성되는 힘으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7-12]하였다.

0.5
q pq p

vm q p

d v d v
F

dt dt
r a

æ ö
= -ç ÷ç ÷

è ø

r r
ur

(23)

단상 유동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속도와 스칼라양의 turbulent fluctuation의 영향을 설명

하기위해 다양한 closure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다상 유동에서는 운동량 방정식에

서 모델되어야 하는 항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다상 유동에서의 난류 모델은 더욱 복잡해지

게 된다. FLUENT내에서는 k-ε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어진 Mixture turbulent model,

Dispersed turbulent model, Turbulence model for each phas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mixture turbulent model을 사용

하였으며, 추후에는 각 난류 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Mixture turbulent model은 단상 유동의 k-ε 모델과 같이 k equation과 ε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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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mr 는 mixture density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N

m i i
i

r a r
=

=å
(26)

위의 정의된 mixture density를 이용한 turbulent viscosity는 다음과 같다.

2

,t m m
kCmm r
e

=
(27)

또한 위의 k equation과 ε equation의 source term[7-4]은 다음과 같다.

0.75 r rD l v
k

v

C v v
S

d

r a
=

r r

(28)

3

3 rd
k

v

C v
S C S

de e=

r

(29)

3 0.45Ce = (30)

③ 에너지 보존 방정식

q상에 대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1

:
n

q
q q q qq q q q q q q pq pq qp qpq pq

p

p
h u h u q S Q m h m h

t t
a r a r a t

=

¶¶
+Ñ × = - + Ñ -Ñ× + + + -

¶ ¶ å
r r r ur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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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Q
ur
는 계면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계면 열전달을 나타내며 아래의 Ranz-Marshall 관계

식[7-7]을 사용하였다.

( )pq pq p qQ h T T= - (32)

2

6 q p q p
pq

p

Nu
h

d
k a a

=
(33)

1/ 2 1/32.0 0.6Re Prp pNu = + (34)

또한 벽면에서의 계면 열전달은 다음과 같다.

( )"
,

phN

w q cell q q w
q l

q h T Ta
=

= -å
(35)

이를 RPI 모델[7-8, 9]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w liq w E w C w Qq q q q= + + (36)

"
,w Eq 는 증기상의 generation으로 evaporation시 사용된 열을 나타내는 evaporation heat

flux를 나타낸다.

" 3
, 6w E bw vq d fn Lp r=

(37)

여기에서 bubble departure diameter, bwd 는 Wei and Morel 모델[7-15]을 사용하였다.

( ) 0.55 0.7092.42 10bwd p a bq --= × × (38)

( )
2

s ps sw s

v

CT T
a

r k
r p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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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1 /

in
s s

v l

T T
b

r r

-
=

- (40)

( )max / 0.61,1.0in
lUq = (41)

아래첨자 s는 비등이 발생하는 벽의 solid material을 의미한다.

또한 nucleation site density와 bubble departure frequency는 Podowski [7-16]에 의해

주어진 다음 식을 사용한다.

( )( )1.8
200 w satn T T= - (42)

4
3 bw l

gf
d

r
r

æ öD
= ç ÷

è ø (43)

"
,w Cq 는 단상유동에서 사용하는 convection heat flux를 의미한다.

( )( )"
, 1

l

cell
w C lw wq h T T= - -W (44)

"
,w Qq 는 기포 이탈 후에 벽표면의 빈 공간으로 액체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적인 에너지 전달을 의미하는 quenching heat flux를 의미한다.

( ) ( )0.5" 0.5
, 2 cell

w Q l l pl w lq f C T Tp k r-= W - (45)

여기에서 W는 벽표면 중 기포에 의해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 AOA 모사실증 시험장치 열원부 모델링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등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기위해 Fig. 7-1과 같이

3-dimensional 환형구조로 총 124,000개의 셀로 모사하였다. 내부 벽면의 heat flux는 8

W/cm2, 9 W/cm2, 그리고 10 W/cm2이다. 출구조건은 pressure outlet 조건을 사용하였다.

입구조건은 Table 7-1과 같이 온도 325℃, 압력 150 bar, 유량 0.26 Liter/min 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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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eady하에서 multiphase model을 위해서는 Euleria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turbulent

model은 k-ε multiphase model중 mixture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ultiphase model들을 적용하기 위해 FLUENT내의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하였다.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한 모델들은 bubble departure diameter, 항력계수, 양력계수,

열전달계수, 질량전달 mechanism, turbulent kinetic energy source term, turbulent

dissipation rate source term, wall heat flux 경계조건이며 추후 이 모델들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상의 물성치는 Table 7-2와 같다.

Table 7-1. 입구 조건

유체 물

입구온도 [℃] 325

입구압력 [bar] 150

포화온도 [℃] 342.23

유량 [liter/min] 0.26

입구 단면적 [m2] 0.0003

입구 속도 [m/s] 0.014

Table 7-2. 각 상의 물성치

물성치 액상 기상

밀도 [kg/m3] 646.5 74.1

비열 [J/kg-K] 6945 6473

열전도도 [W/m-K] 0.52 0.081

Viscosity [kg/m-s] 7.6×10-5 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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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Geometry 및 경계조건

라) FLUENT 결과분석

① 저유량 조건(Type A1)에서의 분석결과

저유량 조건에서 실증시험 장비의 열수력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7-3과 같은

조건에서 가열봉 표면을 지나는 유체의 미포화 비등 현상을 평가하였다.

실증시험 장비의 가동조건에서 5～9 W/cm
2
heat flux 변화에 따른 기포 체적 분율을

Fig. 7-2에 나타내었다. Fig. 7-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증 시험 장비의 운전조건에서는 가

열봉 벽면에 공급되는 heat flux가 높을수록 상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기포의 체적 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9 W/cm2의 가열봉 벽면 상단부에서의 기포 체적 분율이 약 40%에 이

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낮은 heat flux조건에서는 기포 체적분율이 서서히 증가하나

높은 heat flux 조건에서는 기포 체적 분율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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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단부에서 그래프가 곧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소

wave를 보이는 것은 입구 유속이 느려서 기포의 부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Fig. 7-3에는 heat flux에 따른 기포 이탈시 직경을 산정하였다. 가열면에서 발생되는 기

포 이탈시 직경은 heat flux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입구에서 약 10

cm 지난 지점에서 약 0.25 mm 이상을 나타냈으며, heat flux 가 증가하여도 가열봉 상부

에서의 이탈 기포 크기는 0.3 mm 정도로 일정한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7-4는 heat flux가 증가함에 따라 가열표면과 포화온도간의 온도차인 과열도를 평가

하였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heat flux가 증가함에 따라 과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과열도는 heat flux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9 W/cm2의 경우 13℃까지 과열

도가 생겼다. 즉, Fig. 7-3과 비교해보면 과열도가 커질수록 가열봉 표면에서의 기포 체적

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5의 quenching heat flux ratio는 총 heat flux에 대한 quenching heat flux의 비를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w Q w liqQuenching heat flux ratio q q= (46)

Fig. 7-6은 evaporative heat flux ratio를 나타낸다. Evaporative heat flux ratio는 총

heat flux에 대한 evaporative heat flux의 비로써 아래와 같다.

" "
, ,/w E w liqEvaporative heat flux ratio q q= (47)

기포 이탈후에 빈 공간의 벽표면으로 액체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

지 전달을 의미하는 quenching heat flux와 evaporation시 사용되는 열을 의미하는

evaporation heat flux의 총 heat flux에 대한 비율 또한 높은 heat flux에서 높게 나왔다. 특

히 quenching heat flux ratio는 가열표면 입구 근처에서, 높은 heat flux 조건에서 높게 나

타났다. Evaporative heat flux ratio는 가열표면 출구 근처에서 높게 나타나며 heat flux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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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Type A1 실증모사 장치의 입구 조건

Type A 입구조건

유체 물

입구온도 [℃] 300

입구압력 [bar] 96.5

포화온도 [℃] 308.35

유량 [liter/min] 0.07

입구 단면적 [m2] 0.0003

Heat flux [W/cm2] 5 ～ 30

0.08 0.10 0.12 0.14 0.16 0.18 0.20 0.22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Va
po

r V
ol

um
e 

Fr
ac

tio
n

Axial Position(m)

 5W Heat Flux
 6W Heat Flux
 7W Heat Flux
 8W Heat Flux
 9W Heat Flux

Fig. 7-2. Heat flux 변화에 따른 기포 체적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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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Heat flux 변화에 따른 bubble departu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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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Heat flux 변화에 따른 wall superheat(TwT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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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Heat flux 변화에 따른 Quenching Heat Flux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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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Heat flux 변화에 따른 Evaporative Heat Flux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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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량 조건(Type B1)에서의 FLUENT 분석결과

고유량 조건에서의 실증시험 장비의 열수력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고유량 조건의 실증시

험 장비의 비등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Table 7-4와 같이 유입속도, 유입온도,

운전압력 및 heat flux를 변화시켜 가열봉을 통과하는 유체의 미포화 비등 현상을 평가하였

다.

고유량 실증시험 장치의 고온부에서의 열수력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전압력 120

bar에서 heat flux를 변화시켜 가열봉에서의 열수력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Fig. 7-7, Fig.

7-8, Fig. 7-9는 각각 heat flux가 20, 50, 80 W/cm2 일 때, 유속과 입구온도의 변화에 따른

기포 발생율을 산정한 것이다. Fig. 7-7의 20 W/cm2 heat flux 조건에서는 2 m/sec, 317℃

조건에서 가열봉의 상단부에서 약 0.16%의 가장 높은 기포생성율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유

속조건에서 유입온도 316℃에서의 기포 발생율은 0.03%로 급격히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그 외의 유속이 빠르거나 유입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포가 거의 생성되지 않음을 보였다.

Fig. 7-8과 Fig. 7-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heat flux가 50, 80 W/cm2로 증가함에 따라

유속이 2 m/sec 일 때 기포 발생율이 각각 0.14%와 0.17% 까지 증가함을 보인다.

Fig. 7-10과 Fig. 7-11, Fig. 7-12에는 heat flux가 20, 50, 80 W/cm2에서 유체의 속도에

따른 bubble departure diameter를 산정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주어

진 heat flux하에서 가열봉을 통과하는 유체의 유속이 느릴수록 유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

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7-13, Fig. 7-14, Fig. 7-15는 heat flux 변화에 따른 가열봉 표면과 가열봉 표면을

통과하는 유체간의 과열도를 표시한 것이다. Heat flux가 20, 50, 80 W/cm2에서 유체의 유

입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열도는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며, 유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

열도는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eat flux가 20 W/cm2인 경우에는 유체의 유입 유속이

2 m/sec에서 유입온도가 317℃일 때 가열봉 상부 근처에서 과열도는 약 4℃ 정도로 나타났

다. 또한 heat flux가 80 W/cm2인 경우에는 같은 유속에서 유입온도가 300℃ 일때 과열도

가 8℃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7-16～Fig. 7-21은 각 heat flux에 대한 유속 및 유입온도에 따른 evaporative heat

ratio와 quenching heat ratio를 나타낸 것이다. quenching heat flux와 evaporation heat

flux의 총 heat flux에 대한 비율은 heat flux가 높을수록 높게 나왔다. 특히 quenching heat

flux ratio는 가열봉 표면 상단 출구 근처에서, 높은 heat flux 조건, 낮은 유입 유속 조건, 그

리고 높은 입구 온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Evaporative heat flux ratio는 가열표면 출구 근처

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80 W/cm2 조건에서는 비율이 40%에 이르는 구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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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Type B1 실증모사 장치의 입구 조건

Type B1 입구조건

유체 물

입구온도 [℃] 300～320

입구압력 [bar] 120

유입속도[m/sec] 2, 5, 8

Heat flux [W/cm2] 20,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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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체적분율 [120 bar, 2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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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체적분율 [120 bar, 5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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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유속 및 유입온도 에 따른 기포 체적분율 [120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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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0.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이탈 직경 [120 bar, 2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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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이탈 직경 [120 bar, 5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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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이탈 직경 [120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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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3.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Wall Superheat(TwTsat)

[120 bar, 2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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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4.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Wall Superheat(TwTsat)

[120 bar, 5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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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Wall Superheat(TwTsat)

[120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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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6.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Evaporative Heat Ratio [120 bar, 2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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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7.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Quenching Heat Flux [120 bar, 2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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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8.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Evaporative Heat Ratio [120 bar, 5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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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9.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Quenching Heat Flux [120 bar, 5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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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0.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Evaporative Heat Ratio [120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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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 유속 및 유입온도 변화에 따른 Quenching Heat Flux [120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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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유량, 고압력 조건(Type B2)에서의 FLUENT 분석결과

상기의 고유량 조건(Type B1)에서 운전 압력을 135 bar로 올려 운전하였을 때 가열봉의

열수력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고유량 조건의 실증시험 장비의 비등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Table 7-5와 같이 유입속도, 유입온도, 운전압력(135 bar) 및 heat flux를 변화

시켜 가열봉을 통과하는 유체의 미포화 비등 현상을 평가하였다.

압력상승에 따른 가열봉 표면에서의 열수력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전압력을 135 bar

로 증가시켰다. 가열봉을 통과하는 유체의 유속은 2 m/sec, heat flux는 80 W/cm2로 한정

시켰다. Fig. 7-22는 운전압력을 상향시켰을 때, 입구 온도와 가열봉 위치에 따른 기포 발생

율을 계산한 것이다. 유체 유입 온도가 높을수록 미포화 비등으로 인해 가열봉 표면에서 발

생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체 유입 온도가 319℃ 일 때 기포

발생율은 약 0.23% 정도로 가장 많은 기포 발생율을 보였으며, 유체 유입의 온도가 낮을수

록 가열봉 표면에서의 기포 발생율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Fig. 7-23에는 동일 조건에서 유

체 유입 온도에 따른 bubble departure diameter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

이 주어진 heat flux와 유속 조건에서 유체 유입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되는 기포의 직경이

증가하며, 가열봉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7-24는 80 W/cm2

의 heat flux, 유체 유입 유속 2m/sec 조건에서 가열봉을 통과하는 유체와 가열봉 벽면과의

온도차를 도시한 것이다. 유체 유입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봉의 상부로 갈수록 온도차가 증

가하였다. 유체 유입 온도가 319℃인 경우에는 가열봉 입구에서 약 5 cm 지난 지점에서부

터 유체가 가열되어 가열봉 상부에서의 과열도가 약 8℃정도를 보였으나, 313℃인 경우에는

가열봉 입구로부터 약 18 cm 지점에서부터 유체가 가열봉에서 공급되는 heat flux에 의해

열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열봉 상부에서의 과열도는 약 2.5℃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

았다. Fig. 7-25 및 Fig. 7-26은 같은 조건에서 evaporative heat ratio와 quenching heat

ratio를 나타낸 것이다. Quenching heat flux ratio와 evaporative heat flux ratio 모두 가열

봉 상단근처와 높은 유입온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7-5. Type B2 실증모사 장치의 입구 조건

변수 입구조건

유체 물

입구온도 [℃] 300～320

입구압력 [bar] 135

유입속도[m/sec] 2

Heat flux [W/cm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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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 가열봉 위치에 따른 기포 체적분율 [135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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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3. 가열봉 위치에 따른 Bubble Departure Diameter [135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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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4. 가열봉 위치에 따른 Wall Superheat(TwTsat) [135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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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5. 가열봉 위치에 따른 Evaporative Heat Ratio [135 bar, 80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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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6. 가열봉 위치에 따른 Quenching Heat Ratio [135 bar, 80 W/cm2]

마) EAGLE 코드 계산 및 결과분석

① EAGLE 코드 계산

Fluent 코드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미포화 비등 이상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EAGLE 코드를 이용하여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

등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였다. EAGLE 코드는 2-유체 모델(Two-fluid model)에 기반한 이

상유동 전산코드이다. EAGLE 코드에 사용된 모델은 two-fluid model과 heater의 표면에서

가열면에서의 비등이 발생하는 벽면에서 기포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면면적 수송 모델

을 도입하였다. 내부 벽면의 heat flux는 8 W/cm2, 9 W/cm2, 그리고 10 W/cm2이다. 출구조

건은 pressure outlet 조건을 사용하였다. 입구조건은 Table 7-1과 같이 온도 325℃, 압력

150 bar, 유량 0.26 Liter/min 이다. 또한 unsteady하에서 multiphase model을 위해서는

Euleria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turbulent model은 standard k-ε multiphase model 중

mixture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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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AGLE 코드 결과분석

Fig. 7-27은 8 Wcm, 9 Wcm, 그리고 10 Wcm에서의 기포 체적 분율을 나타낸다. 미

포화 비등의 대표적인 현상인 기포에 의한 경계층이 생성된다. 가열봉 벽면 근처에서는 기

포의 형성으로 국소 기포율이 높지만, 외벽 방향으로 갈수록 응축에 의해 기포율이 감소하

면서 미포화 액체가 나타난다. 또한 heat flux가 높을수록 상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기포의

체적 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 W/cm2의 가열벽면 상단부에서 기포 체적 분율이

10% 이상이 발생하는 곳도 나타난다. 상부로 흘러갈수록 벽면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하면서 기포에 의한 경계층이 성장하며, 상부의 비가열부에서는 기포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포에 의한 경계층의 두께는 열유속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한편, 유량

및 입구 미포화도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7-28은 기포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포속도는 가열봉

표면 근처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채널 중심부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포물

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벽면 근처에서 존재하는 기포는 Nucleate site에서 생성된 크기가

작은 기포 및 상류에서 유입되는 크기가 큰 기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Nucleate site에서

떨어져 나온 기포는 속도가 0에서부터 종말속도까지 가속이 되어야 하고, 상류에서 유입되

는 기포들은 벽면으로부터 큰 shear stress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작용에 의

해 벽면 근처의 기포속도가 작아지게 되며, 채널 중심부에서는 이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고

큰 기포에 의한 부력이 커지면서 기포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29와 Fig. 7-30은 각각 액상속도와 액상온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 구간에

서 높은 heat flux 조건에서 약간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 해석의 heat

flux 조건에서 액체상의 온도는 heat flux에 따른 영향이 미비하다. 가열부 표면에서 생성되

는 기포에 의해 액상의 속도 분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포율이 높은 상부

에서는 액상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전열봉 쪽으로 더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30의 액상의 온도분포에서 나타났듯이 기포가 발생하는 경계층 영역에서는 액상온도가

낮고 외벽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포 생성량이 많은 경우

에서 액상온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벽면의 온도(Twall) 및 포화온도(Tsat)를 Fig. 7-31에 나타내었다. 사장 높은 벽면온도가

가장 낮은 위치인 입구쪽에서 나타났으며 상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bubble

의 크기도 heat flux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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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W/cm2 (b) 9 W/cm2 (c) 10 W/cm2

Fig. 7-27. 기포분율

(a) 8 W/cm2 (b) 9 W/cm2 (c) 10 W/cm2

Fig. 7-28. 기포속도( z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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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W/cm2 (b) 9 W/cm2 (c) 10 W/cm2

Fig. 7-29. 액상속도 (z 방향)

(a) 8 W/cm2 (b) 9 W/cm2 (c) 10 W/cm2

Fig. 7-30. 액상 온도 분포 (z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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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 벽면온도 및 bubble departure diameter

③ EAGLE 코드를 이용한 가동원전 핵연료 열수력 거동 평가

Fig. 7-32는 가동원전의 핵연료봉의 형상이다. 핵연료봉간의 피치는 12.598 mm, 핵연료

봉의 외경은 9.5 mm, channel 단면적은 87.827 mm2, annulus 유로의 직경은 14.2153 mm,

봉간의 간격은 2.3577 mm이다. 가열면적은 0.115 m2, heat flux는 60.977 kW/m2으로 실증

시험 장치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값이다. 노심 입구의 압력과 온도는 각각 153 bar, 291.4℃

이며, 노심을 통과하는 유량은 0.285 kg/s이다. 가동원전에서는 핵연료봉 표면에 붕산석출

현상과 관련하여 기포율(void fraction)이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PWR의

subchannel 내에 미포화 비등현상(Subcooled boiling)에 대한 이상 유동을 EAGLE 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봉길이 방향으로 void fraction과 냉각재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Fig.

7-33) 해석결과, 가동원전의 운전조건에서는 핵연료봉의 축방향으로 핵연료봉과 접촉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벽면의 온도와 포화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

다가 약 3.37 m 지점에서 핵비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비등이 발생되는 지점

에서는 벽면에서의 boiling과 더불어 응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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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2. 가동원전 핵연료봉의 기하학적 형상자료

Fig. 7-33. 가동원전 핵연료봉에서의 void fraction 및 냉각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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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4. 가동원전 핵연료봉에서의 열수력 거동



- 145 -

바)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 수행된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 전산 모사결과는 실험은 저압 미포화비

등 유동에서 기포율, 기포속도, 계면면적밀도 및 기포속도와 같은 국소 기포인자 뿐만 아니

라 액상속도와 액상온도의 분포를 다양한 열유속 및 유량 조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평가

하였다.

평가결과, 저유량 조건에서 운전되는 Type A의 경우에는 실증시험장치 열원부의 가열봉

표면에서 발생되는 기포의 발생량은 가열봉 상단으로 갈수록 heat flux가 높을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열봉 표면에서의 기포의 이탈 직경의 크기 역시 heat flux가 높을수

록 증가하며 가열봉 상부에서의 기포 이탈직경은 약 0.3 mm 정도로 일정한 크기를 보였다.

또한 heat flux가 높을수록 가열봉 표면과 포화온도간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9

W/cm2의 경우 13℃의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AOA 실증

시험 장치의 운전 지침을 결정하고 크러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열수력적 조건을 선정기

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고유속 실증시험장치(Type B)의 열수력적 해석 결과는 고유속 실

증시험장치 열원부를 통과하는 운전온도, 운전압력, 운전유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추후에는 user defined function에 적용된 bubble departure diameter, 항력계수, 양력계

수, 열전달계수, 질량전달 mechanism, turbulent kinetic energy source term, turbulent

dissipation rate source term의 모델 뿐 만 아니라 내부 벽면의 고 heat flux의 조건에 따른

적정성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실증시험장치 열원

부에서의 열수력적 거동을 파악함으로써 핵연료 표면과 냉각재간의 경계면에서의 열전달

뿐만 아니라 물질전달을 포함하는 크러드 거동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OA 현

상을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한 종합 모사용 예측 코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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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화학 인자 영향 시험

가) 연구배경

PWR 원전에서 고연소도 장주기 운전을 하는 경우, 또는 원전의 출력을 시키는 경우,

핵연료에 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SNB (Sub

Nucleate Boiling)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CRUD 침착이

증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붕소의 화합물이 CRUD와 함께 침착된다. 이렇게 침착되는 붕

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중성자를 더욱 흡수하게 되고 핵연료 집합체의 중성자 분포가 변형

되어 AOA (Axial Offset Anomaly)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운전상의 안전 여유도가 줄어들

게 되어 출력을 감발하게 된다. 고연소도 장주기 운전을 하고 있는 국내 원전에서도 이러한

AOA로 인한 문제가 여러 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의 출

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AOA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WR 원자력발전소의 AO (Axial Offset)는, 핵연료 Core에서 상부의 높이 방향으로

출력을 적분한 값에서 하부의 값을 뺀 후, 전체 출력 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AOA (Axial Offset Anomaly)는 핵연료 피복관에 CRUD가 침착되어 발생한다. 핵연료 피

복관 표면에 CRUD가 침착되고, 이러한 침착이 증가하는 경우 Boron이 CRUD의 빈 공간

(Pore)에 농축된 형태의 용액이나 고체 형태의 화합물로 쌓이게 된다[8-1]. 이렇게 Boron

이 핵연료 피복관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피복관 표면에 침착되는 양이 증가하면, 중성자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따라서 중성자 분포가 변하게 되어, 원전 운전의 안전 여유도가 감

소하게 되고 출력감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AOA 문제는 특히 고연소도 장주기로 운전하거

나 또는 출력을 증강하여 운전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여러 원전

에서 보고되고 있다[8-2]. AOA는 CRUD의 침착된 두께가 25 ㎛인 원전에서 처음 발견되었

으며, 80 ㎛ 이상인 경우, CRUD 내에 Boron을 함유한 Bonaccordite (Ni2FeBO5)가 존재하

였다. 또한 AOA가 발생한 원전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의 침착물을 긁어서 채취한 후, 분석

한 결과 AOA가 발생하지 않은 원전의 경우에 비하여 Ni의 농도가 높았다[8-1]. AOA를

일으키는 Boron의 침착은 NiO로 이루어진 침상의 Whisker 표면에서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3]. AOA가 발생한 원전에서 CRUD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덩어리 형태

의 Nickel Ferrite, Nickel Oxide, Bonaccordite와 Zirconium Oxide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는 침상의 구조를 갖는 결정체로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8-4, 6]. 실증시험을 한 결과, Steaming Rate, Heat Flux, 용액 중의 Ni/Fe 비율이 증가

함에 따라 시편 표면에 침착되는 양이 증가하고, pHT가 감소함에 따라 침착되는 양이 증가

한다[8-5]. 또한 실증 Loop을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 CRUD 내의 Ni 조성이 증가하면

Boron의 침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7]. 침착물의 깊이 방향으로 온도 분포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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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였으며, 두께가 59 ㎛인 경우 침착물의 온도는 4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

또한 NiO-Fe2O3-H3BO3-LiOH의 수용액 Slurry에서 온도가 400℃가 넘는 경우 침상의

Ni2FeBO5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8]. 미국 원전의 경우, pH 7.3과 Li 농도가 5

ppm까지 증가시켜 고pH로 운전하는 경우, 피복관 표면의 산화물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8-9]. 특허로 되어 있는 초음파 세정을 적용하는 경우, AOA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8-10], 이러한 방법으로 CRUD는 50-75%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AOA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미비하고 실증시험 자료가 매

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AOA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화학적 변수에 따라 이러한 AOA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

수를 조절하여 AOA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고온 Test Section

원전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AOA (Axial Offset Anomaly)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실증

하기 위하여 시험 Loop을 KAERI에서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Test Section 부분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 연구기관의 자료 (CRIEPI, Studsvik, GE, Georgia Tech 등)를 분석하였다.

Fig. 8-1은 KAERI에서 설계한 Test Section을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원전의 수질조건을

실증하도록 조절된 상온의 냉각수는 Preheater를 통과하면서 일정 온도 (300℃)로 가열되

고, Test Section A의 경우 Internal Heater에 의하여 다시 가열되며, 핵연료 피복관재료 시

편의 외부 표면 온도가 Loop System의 압력을 조절 (96.5 Kg/cm2)하여 측정 온도 (307℃)

가 되도록 한다. 이 때 시편 표면의 측정온도와 설정 온도와의 차이 정도에 따라 SNB

(Subcooled Nucleated Boiling) 조건을 이루도록 운전한다. 시편 표면의 설정 온도가 압력

에 따라 결정되는 측정 온도보다 높으면, Bulk Boiling 또는 SNB 조건을 이루게 된다. 그리

고 시험 종료 후 서서히 냉각하고 시편을 꺼내서 분석을 하는 경우, 시편 표면에 침착되었

던 화합물 중 일부가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apid Blowdown Tank를 설치하였

다. Test Section 아래에 있는 고압밸브를 열고, 고온고압의 시험용액을 얼음이 있는 수조

에 설치한 나선형의 냉각관을 통과하게 하며, 수 초 내에 Test Section 내에 있던 시험용액

을 내보내어 냉각과정에서 시편 표면의 화합물이 용해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Test Section은 A형과 B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A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307℃)와

저유속 분위기에서 시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고, B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325℃)와 고

유속에서 시험하기 위한 장치이다. Table 8-1은 Test Section A에 대한 설계사양을 보여주

고 있다. 시편재료는 국내 원전에서 피복관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Zirlo 재료를 사용하였으

며, 가열 길이 160 mm의 Internal Cartridge Heater로 가열하였다. Fig. 8-2는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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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개략도이다. Test Section A의 경우, Autoclave를 제작하는 대신 외경 25.4 mm의

316L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관을 사용하였다. Table 8-2는 Test Section B에 대한 설계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Test Section B의 경우, 고유속 시험을 하기 위하여 고출력 Internal

Cartridge Heater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재료는 Zirlo 피복관 재료를 사용하였다. Fig. 8-3은

Test Section B에 대한 개략도이다. 고온고압 분위기에서 견디기 위하여 316L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조된 Autoclave를 제작하였다. 내부는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316L 스테인리

스강으로 제조한 Spacer를 삽입하였다.

다) 시험방법

국내 원전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Zirlo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Zirlo

피복관 재료를 시험재료로 이용하였다. Table 8-3은 시험재료로 사용한 Zirlo재료에 대한

화학조성과 기계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험재료는 시험 전에 아세톤으로 탈지하고

증류수로 세척을 한다. 피복관 시험재료는 Internal Cartridge Heater로 가열되며 피복관재

료와 Heater 사이의 간격은 MgO 분말로 채운다. Heater의 가열되는 길이는 160 mm이다.

또한 Test Section A를 사용하는 경우, Loop의 압력은 96.5 Kg/cm2이고 이에 해당하는 평

형 온도는 307℃이다. 본 1단계에서 수행한 시험은 Test Section A를 이용하여 실증시험을

하였다. Fig. 8-5는 시편 표면에서의 Thermocouple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Internal

Catridge Heater로 가열되는 부분의 시편 표면에서 SNB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표면 온

도를 309℃로 설정한다. Fig. 8-4는 Internal Catridge Heater로 가열시 시편 표면에서의 온

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Preheater를 통과시 300℃로 가열된 용액은 Test Section A에

서 Internal Heater를 작동시 수 초 내에 307℃로 가열된다. 시험을 완료한 후, Fig 8-5에서

와 같이 20 mm 길이로 3개의 시편을 자른다. 이 때 냉각재로 Decane 용액을 사용하고

Diamond Saw로 절단한다. Ax-3 시편은 가열되는 부분의 윗부분에서 자른 시편이고,

Ax-1은 아랫 부분에서 자른 시편이다. 시편 표면의 Deposit 성분과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20 mm 길이의 시편들은 15 mm 길이의 시편들로 절단한 후 초음파 (Ultrasonification)

처리를 하여 표면에 부착된 Deposit을 분리한 후 산으로 용해하고 ICP-AES로 해당 성분의

농도를 측정한다. 시편은 초음파로 처리하기 전에, 내경에 붙어있는 성분을 제외하기 위하

여 Resin을 시편 내부에 충진하여 응고시킨 후 사용한다. 남아있는 5 mm 길이의 시편들은

다시 절단하여 SEM과 EDS로 표면의 성분과 Deposit 두께를 분석하거나, SIMS를 이용하

여 표면의 성분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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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내용 및 결과

① pH (붕산 및 LiOH 농도)가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

㉮ Ni, Fe 영향

원자력발전소 1차계통에서 예상되는 Ni 화합물과 Fe 화합물을 첨가하여, LiOH 와 붕산

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Table 8-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Zirlo 피복관

표면에서 Deposit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Ni Nitrate과 Fe Nitrate 농도를 변화시켜 이

러한 변수가 LiOH (1.5 ppm Li)과 붕산 (870 ppm B) 용액에서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시험하였다. 수소의 농도는 21 cc/Kg H2O를 유지하였고 용존산소는 5 ppb 이하로 조절

하였다. 시험 Loop의 고온부 내부의 압력은 96.5 Kg/cm2 (307℃의 평형 압력)로 조절하고,

Internal Heater를 가열하여 냉각수와 접하는 피복관 시편의 해당 위치에서 외부의 온도가

309℃가 되도록 하여, 표면에서 SNB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Fig. 8-6은 200 ppb와 20 ppm의 Ni Nitrate와 Fe Nitrate 분위기에서 5일간 시험 후 표

면에 형성된 Fe와 Ni의 Deposit 양을 앞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이

러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비교 시편 (A0)의 경우 0.1 µg/cm2에 비하여, A2 시험의 3 위치

(A2-3)에서 형성된 Deposit은 1.4 µg/cm2이었고, A1 시험의 3 위치 (A1-3)의 경우 14.6

µg/cm2이었다. Fe와 Ni Nitrat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eposit 형성되는 정도가 가속화되

었다.

㉯ 비등 영향

핵연료 피복관 재료 표면의 열전대를 부착한 3위치에서 시편 내부와 외부 온도차를 2℃

로 유지하며, 비등이 일어나는 부위와 무비등 부위에서 Deposit이 형성되는 것을 측정하였

다. 1위치에서는 비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3위치에서는 국부적으로 비등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Fig. 8-7은 5일간의 A1를 수행한 후 시편을 촬영한 사진이다. 1위

치에는 Deposit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3위치에서는 Deposit이 형성되어 시편 표면에서

색깔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Fig. 8-8a은 A1-3 시편을 5일간의 시험을 수행한 후 절단한

시편의 상부를 SEM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외부표면에서 Deposit 사이로 0.5 µm 정도의 수

많은 Pore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AOA 발생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Chimney

Structure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8-8-b는 같은 시편을 절단하기 전에 형성된

Deposit을 보호하기 위하여, Resin으로 감싸서 응고시킨 후 절단하고 연마한 후 단면을

SEM으로 찍은 사진이다. Deposit의 두께는 측정위치에 따라 다르나 약 20 µm이었다. Fig.

8-9-a는 A1-1 시편의 외부표면을 SEM으로 촬영한 사진이고, 1 위치의 경우 Deposit이 형

성된 정도가 적었다. Fig. 8-9-b의 경우 같은 시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Deposit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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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적었다. 따라서 무비등 조건에서는 Deposit이 형성되는 양이 매우 적었으나 비등이 일

어나는 부위에서는 Deposit 형성량이 증가하였다.

Fig. 8-10은 A1-3 시편에서 시편 외부표면에 형성된 Deposit를 Tape로 떼어낸 후,

Tape에 부착된 Deposit를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 EDX를 사용하여 Image Mapping으로 분

석한 결과이다. Ni과 Fe 성분과 함께 B에 대한 성분도 일부 검출되었다. Fig. 8-11은 같은

시편에 대하여 EDX로 위치에 따라 각각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S1, S2, S4 위치에서

B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C가 있는 경우 C에 대한 Signal이 B에 대한 Signal과 겹

쳐져서 EDX에 의한 성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3나 S5

위치의 경우, C의 조성이 매우 높으나 B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S1, S2, S4 위치

에서 B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 성분 함량이 높은 것은 유기물질인 Tape 자체의

성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8-12는 같은 A1-3 시편의 외부표면을 SIMS를

이용하여 깊이 방향으로 Sputtering하며 분석한 결과이다. Fe와 Ni 성분과 함께 일부 B 성

분이 검출되었다. Fig. 8-13은 5일간 시험을 수행한 A2 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28일간 시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5일간 Deposit된 값이 1.4 µg/cm2이고, 28일 경과후 값이 2.2

µg/cm2이었다. 따라서 초기 5일간 Deposit이 빠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eposit이 형성

되는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pH 영향

Fig. 8-14는 붕산과 LiOH 농도에 따른 시험조건 (A4-A11)을 보여주고 있다. A5, A11과

A8 조건은 AOA가 발생한 원전에 대하여 EPRI가 최근에 권고하고 있는 초기 Li 농도가

3.5 ppm이고 pH 7.1을 따라 운전하도록 하는 1차계통 수화학 운전지침에 따른 조건이다.

A6, A10과 A9 조건은 초기 Li 농도가 5.0 ppm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pH를 7.4로

운전하는 경우이다. 또한 A7과 A4는 초기 Li 농도가 2.2 ppm이고 pH 6.9를 따라서 운전하

는 경우이다. Table 8-5와 8-6은 각각의 자세한 시험조건 (A4-A11)을 보여주고 있다. Zirlo

피복관 시편의 표면에 Deposit의 형성을 가속화하려면 Ni과 Fe 화합물의 농도를 높혀야 한

다. 그러나 A1과 A2에서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20 ppm의 Ni과 Fe의 Nitrate를 첨가한 용

액의 경우, 200 ppb를 첨가한 경우와 달리 pH를 산성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Table 8-4). 따

라서 Fe와 Ni Nitrate 대신에 Fe와 Ni Acetate를 첨가하였고, 농도는 2 ppm으로 첨가하여

14일간 시험하였다. 수소 농도는 21 cc/Kg H2O로 유지하였고 용존산소 농도는 5 ppb 이하

로 조절하였다. 고온부의 압력은 96.5 Kg/cm2 (307℃의 평형압력)로 유지하고, 피복관 시편

외부표면의 상부 특정 부분의 온도가 309℃가 되도록 하여 SNB 조건을 이루도록 하였다.

Fig. 8-14는 시험 A4, A5, A6, A7, A8과 A9에 대하여, Deposit에 포함되어 있는 Fe와

Ni의 농도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Zirlo 피복관 시편은 상부에 해당하는 3

위치에서 시편을 채취하고 (Fig. 8-5) 분석하였다. 시편은 14일간 시험을 수행한 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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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음파 처리를 하여 표면에 부착된 Deposit를 분리하고, 이

를 산으로 용해한 후 ICP-AES로 분석하였다. B의 농도는 1,500 ppm으로 일정하지만 Li 농

도가 2.0 ppm에서 5.0 ppm으로 증가 (A7, A5, A6)함에 따라 Deposit에 존재하는 Fe와 Ni

값이 감소하였고, Li의 농도는 1.5 ppm으로 같지만 B의 농도가 870 ppm에서 170 ppm으로

감소함에 따라 Deposit의 Fe와 N의 값이 감소하였다. Fig. 8-16은 시험 A4-A11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eposit에 포함된 Fe와 Ni의 값의 변화를 보다 잘 표현하

기 위하여, 붕산과 Li을 좌표로 하고 pH 선이 표시된 그림에서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초

기 Li의 농도가 2.2 ppm에서 5.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Fe와 Ni의 값이 2.8 µg/cm2에서

0.5 µg/cm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붕산 농도 870 ppm 부근에서 pH를 7.1에서 7.4로 높이는

경우, Fe와 Ni의 값은 1.4 µg/cm2에서 0.4 µg/cm2로 감소하였다. 또한 운전 초기에 비하여

중기 이후 조건 (A4, A8)에서 형성되는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J. Stevens 등은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Comanche Peak Unit 2에서 AOA를 줄이기

위하여 1차계통의 Li 농도를 최대 6.0 ppm까지 증가하여 운전하고, 이때 방사선 준위의 변

화를 Fig. 8-17에서 보여주고 있다[8-11]. 6주기, 7주기와 8주기에서 pH를 각각 7.2, 7.3과

7.4로 증가시킨 결과 Co-58과 Co-60에 대한 방사선 준위가 감소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핵연료 피복관에 해로운 증상이 없었으며, 1차측 응력부식(PWSCC)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

고하였다. Comanche Peak의 시험운전 자료는 pH를 기존 7.1에서 7.4로 높혀서 운전하는

경우, 방사선 준위를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Ni 등이 핵연료 피복관에 적게 침착되고 따라

서 Ni 등이 방사화되어 생성되는 Co-58과 Co-60의 형성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Co-58

은 주로 Ni이 방사화되어 생성되고, Co-60은 Co가 주로 방사화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B이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많이 침착 (Deposit)될수록 AOA로 인한 문제가 증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Deposit이 적게 될 수록 B의 침착도 감소할 수 있고 AOA

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 자료는 핵

연료 표면에 Ni 등이 Deposit되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Test Loop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는 붕산과 LiOH 농도를 조절하여 pH를 변

화시킬 때 Ni과 Fe의 침착량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AOA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죄근까지의 EPRI 지침은 초기 Li은 3.5 ppm으로 하고 pH를 7.1으로 운전하

는 것이다. 그러나 Comanche Peak Unit 2의 방사선 측정자료와 본 Test Loop 시험자료를

종합하면, 초기 Li 농도를 5.0 ppm으로 하고, pH를 7.4로 운전하는 것이 Deposit 형성을 감

소시켜, 궁극적으로 AOA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 수소 농도가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8-7은 수소 농도가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시험 A12, A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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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에 대한 시험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붕산 (1,500 ppm)과 LiOH (3.5 ppm) 용액에 2.0

ppm Ni Acetate와 같은 농도의 Fe Acetate를 첨가하였다. 용존 산소는 5 ppb 이하로 유지

하였고, 고온부의 압력은 96.5 Kg/cm2로 조절하였다. 수소 농도는 5, 21, 40과 70 cc/Kg

H2O 분위기에서 시험하였다. 21 cc/Kg H2O에서의 시험은 Table 5의 시험 A5의 조건이다.

Fig. 8-18은 피복관 시편의 상부에 해당하는 3위치의 외부표면에 형성된 Deposit을 초음파

처리하여 분리하고, ICP-AES로 분석한 Fe와 Ni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열전대가 연결된

부분의 외부표면 온도는 309℃로 조절하여 SNB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14일간의 시험을 수

행하였다. 수소농도가 21 cc/Kg H2O의 경우, Fe와 Ni 값이 2.0 µg/cm2이었으나, 수소농도

가 5, 40과 70 cc/Kg H2O인 경우, 각각 0.5, 0.3과 0.7 µg/cm
2의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

소농도가 Deposit 형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으로 재현성 시험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Tigeras 등은 Fig. 8-19에서 수소농도와 수용액의 온도에 따라 Ni과 NiO가 열역학

적으로 안정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8-12]. 310℃ 용액에서 수소의 농도가 20 cc/Kg H2O

이하일 때 NiO가 형성되며, Bonaccordite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NiO가 형성되어야 침상의

결정체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상의 결정체가 형성되는 경우, 침착물의 다공

도 (Porosity)를 증가시키게 되어, 침착물 표면에서의 SNB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하여 침착

물 형성과 B의 침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소 농도가 침상의 결정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마) 결과 요약

o 수화학적 변수에 따라 A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하

여, 1차계통 조건을 실증하기 위한 AOA Test Loop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o 핵연료 피복관 재료 표면의 열전대를 부착한 위치에서 시편 외부의 설정온도를, Loop

System의 압력에 따른 평형 온도보다 일정하게 높게 유지하며, 비등이 일어나는 부위

와 무비등 부위에서 Deposit이 형성되는 것을 측정하였다. 무비등 조건에서는

Deposit이 형성되는 양이 매우 적었으나 비등이 일어나는 부위에서는 Deposit 형성량

이 증가하였다.

o 핵연료 피복관 재료 표면에 형성된 Deposit을 EDX로 분석하고, SIMS로 깊이 방향으

로 Sputtering하면서 분석한 결과 B을 검출하였다.

o AOA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EPRI 지침은 최근까지 초기 Li은 3.5 ppm으로

하고 pH를 7.1으로 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Test Loop 시험 자료는 초기 Li 농도

를 5.0 ppm으로 하고, pH를 7.4로 운전하는 것이 핵연료 피복관 재료 표면에 침착되는

Deposit 생성량을 감소시켰으며, 따라서 AOA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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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하고 있는 Comanche Peak Unit 2에서 1차계통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한 자료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o 운전 중기 이후의 조건에서 시험한 것보다, 운전 초기 조건에서 시험하여 생성된 Ni과

Fe Deposit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AOA는 운전 초기의

운전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AOA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o 수소농도의 변화에 따른 침착물 (Deposit) 생성에 관한 보완 시험과 침상의 결정체 형

성에 관한 추가 연구

o Ni과 Fe 농도 비율이 침착물 생성과 침상의 결정체 형성에 미치는 연구

o 고유속 시험 조건에서 피복관 시편이 용액과 접촉하는 외부(저온부)와 내부 (고온부)

의 온도 차이 (또는 열유속 변화)에 따른 침착물 형성에 관한 연구

o Zn 주입이 침착물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o EBA (Enriched Boric Acid) 사용이 침착물 형성에 미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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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Specification for test section A

Table 8-2 Specification for test section B

Table 8-3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Zi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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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4 Test Conditions for A1, A2 and A3

Table 8-5 Test Conditions for A4-A7



- 156 -

Table 8-6 Test Conditions for A8-A11

Table 8-7 Test Conditions for A12-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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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Schematic drawing of AOA test loop at KAERI

Fig. 8-2. Schematic drawing of the test section A for AOA with a low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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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Schematic drawing of the test section B for AOA with a high

flow velocity

Fig. 8-4. Temperature change on the surface of specimen at the T/C 2

after thermal input by an internal cartridg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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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Location of A1 specimens for surface analyses.

Fig. 8-6. Effect of Ni and Fe nitrate concentration on surface deposit by

ICP-AES after 5 day tests in solutions containing 1.5 ppm Li as

LiOH and 870 ppm B as H3B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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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Photographs of the specimen after A1 test for 5 days.

Fig. 8-8. Surface with SNB of A1-3 by SEM after 5 d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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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9. Surface without SNB of A1-1 by SEM after 5 day test

Fig. 8-10. Image mapping by EDX for the deposit on a tape after 5 day

test of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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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1. EDX analysis of the deposit on a tape for A1-3 specimen

Fig. 8-12. SIMS analysis on deposit of external surface for A1-3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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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3. Effect of exposure time on surface deposit measured by

ICP-AES for A2-3 and A3-3 specimens.

Fig. 8-14. Test conditions and schematic of coordinated chemistry at pHT

7.1 consistent with Li below 3.5 ppm regime (300℃)



- 164 -

Fig. 8-15. CP-AES results on surface deposit for specimens after 14 day

tests in solutions containing 2 ppm Ni and 2 ppm Fe as acetates.

Fig. 8-16. Deposit of Ni and Fe on AX-3 of Zirlo cladding by ICP-AES

after 14 day tests in the solution containing 2 ppm Ni acetate

and 2 ppm Fe acetate (pH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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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7. Radioactivity of Co-58 and Co-60 for Comanch Peak during

cycles 6, 7 and 8 (from J. Stevens et al., Ref. 8-11)

Fig. 8-18. Effect of H2 concentration on deposit of Fe and Ni after 14 da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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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9. Ni stability in function of temperature and H2 concentration.

(from A. Tigeras et al., Ref.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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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 장치 성능 개선

가) 수소농도 조절

① 수소 용해도

온도에 따른 수소기체 및 질소기체의 고온수중 용해도는, Henry의 분압법칙, 식 (9-1) 및

Henry 법칙의 상수를 구하기 위한 D. M. Himmelbrau의 비활성기체 수중용해도 계산식

(9-2)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9-1].

X i = P i / H (9-1)

H * =
H
H max

(9-2)

여기에서, Xi는 몰분률이며, Pi는 비활성기체의 분압(atm)이고, H는 Henry 법칙의 상수

(atm/몰분률)이다. Hmax는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한 최대의 H(atm/몰분률)로서 Table 9-8의

값을 사용한다. H*는 식 (9-3)에 의해 구한다.

- logH * = 1.142-2.846 ( 1
T )

*

+ 2.486( 1
T )

* 2

-0.9761 ( 1
T )

* 3

+0.2001( 1
T )

* 4

(9-3)

(1/T)*는 식 (9-4)과 같이 정의된다.

( 1
T )

*

=
( 1
T )- ( 1

T c
)

( 1
T max

)- ( 1
T c

)
(9-4)

여기에서, T는 절대온도 (K)이며, Tc는 물의 임계온도(647 K)이다.

(1/Tmax)는 Hmax 에서의 1/T 값 (1/K)이다. 각 기체에 대한 Hmax와 (1/Tmax) 의 값은

Table 9-1과 같다. 이 Himmelbrau의 용해도 방정식의 상대오차는 Table 9-2와 같다.

이에 의해 구해진 몰 분률, Xi로부터 식 (9-5)의 몰 분률 정의에 의해 용존기체의 몰수,

ni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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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 =
n i

n i + nwater

(9-5)

여기에서 nwater는, 물 1kg의 몰수, 55.5 몰이다.

원전 원자로 계통수 내 기체의 용존농도 단위를 [㏄-H2/㎏-H2O]으로 나타내고자 할 경

우, ni로부터 식 (9-6)의 표준상태에서 기체 몰-부피 값을 사용할 수 있다.

V o = 22.414 x 10 3 ℓ/몰 (9-6)

여기에서, Vo는 기체의 몰-부피 (STP) [ℓ/몰].

농도단위를 원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pp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ni로부터 기체

의 분자량을 고려한 식 (9-7)를 사용할 수 있다.

w ppm (in 1 ㎏-H 2O) = n i x M.W. x 10 3 (9-7)

본 계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온도 T 값을 식 (9-4)에 대입하여 ( 1
T )

*

값을 구한다.

2) ( 1
T )

*

값을 식 (9-3)에 대입하여 H* 값을 구한다.

3) H* 값을 식 (9-2)에 대입하여 H 값을 구한다.

4) H 값을 식 (9-1)에 대입하여 xi 값을 구한다.

5) xi 값을 식 (9-5)에 대입하여 ni 값을 구한다.

6) ni 값의 단위를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식 (9-7)를 사용한다.

Table 9-1. Values of Hmax and Tmax in Himmelbrau equation[9-1]

H2 N2

Hmax x 10
-4 7.54 12.39

(1/Tmax) x 10
3 3.0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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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 Relative errors in Himmelbrau equation[9-1]

* 적용온도범위 : 273～647 K H2 N2

저온범위에서의 식 (9-1)의 % 오차 4.5 6.0

고온범위에서의 식 (9-1)의 % 오차 5.2 15.1

② 고농도 수소 포화탑 설계제작

루프에서 수소가스를 포화시키는 포화탑의 재질은 pyrex 유리이다. 유리탑의 파열을 방

지하기위해 원통형 유리 탑내 압력을 안전상 대기압으로 하고 있다. 수소분압이 1기압일 때

수소 용해도는 Fig. 9-1에 보는 바와 같이 약 18 cc/kg 이다. 고 수소농도 80 cc/kg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탑 내 압력 5기압에 견딜 수 있는 탑 재질이 요구된다. 탈기탑과 포화탑의 재

질을 SUS316으로 변경하여 고 수소농도 용으로 제작하였다. 높이는 1,800 mm 로 유리재질

의 탑과 동일하다.

탈기탑과 포화탑의 수위를 육안으로 관측하기 위해 탑 상부에 탭을 내고 폴리에틸렌 관

을 달았다. 이 관에 근접 센서를 달아 탑내 수위의 자동조절이 되도록 하였다.

포화탑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대압력 100 psig의 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하

였다. 또 초순수제조장치의 공급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Fig. 9-2의 부스터 펌프를 설치하

였다.

나) 고유속 루프

고압충전 펌프의 최대 유량은 약 4,000 cc/hr 이어서 test section에서의 유속이 낮은 저

유속 실험이 가능하다. 충전펌프 하나로는 고유속 실험이 어려우므로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Fig. 9-3과 같이 공정수 일부를 순환시켜 test section에서의 유속이 증가되도록 하는 고유

속 루프장치를 추가로 설계 제작하였다.

순환펌프의 최대 유량은 19 gpm이나 실제유량은 수두에 따라 변하므로 Test section에

서의 순환부 압력강하 및 유량평가 실험을 하고 이 결과를 이 결과를 부록 A. 기술메모의

"Table A-2.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 및 유량평가”에 나타내었다.

유량실험 결과 배관크기에 따른 압력강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5 MPa에서 운

전되는 경우, 17 liter/min의 유량에서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가 약 23.5 배 증가하기

때문에 순환 펌프(총수두 12 m)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직경을 1/4“에서 1/2”로 증가하

도록 하여 test section에서의 유속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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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펌프 흡입전단에는 2,000 cc의 autoclave 저장조를 설치하여 펌프의 cavitation 현상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Test section을 나온 공정수는 미포화 비등실험에 의한 기포를

방지하기위해 응축기를 통과한 다음 autoclave 저장조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 autoclave

저장조에 가열장치를 부착하여 계통 공정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순

환공정을 포함한 전체 고유속 루프장치의 개념도를 Fig. 9-4에 제작완료한 장치사진을 Fig.

9-5에 나타내었다.

① 주요 기기

㉮ 순환 펌프

Fig. 9-6의 펌프는 343℃, 5000 psig 까지 사용 가능한 고온, 고압용 순환 펌프이다. 기계

적인 coupling이 없고 자력으로 rotor를 회전시킨다. 최대 유량은 19 gpm이다. 유량은 수두

에 따라 변하므로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

각수를 이용하여 냉각을 시켜야 하며 최소 1 gpm의 냉각수 유량이 필요하다. Carbon

graphite bearing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전극

루프장치의 공정수 부식전위(ECP)를 측정하기위한 Fig. 9-7의 전극 집합체를 설치하였

다. 집합체에는 백금전극, SUS304 전극, A600전극, YSZ전극 등이 설치된다. 집합체의 온도

를 고온으로 유지하기위하여 집합체를 단열재로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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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 Solubility of hydrogen gas in water with temperature.

Fig. 9-2. Water booste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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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 High flow Loop for AOA Chemistry

Fig. 9-6. Recirculati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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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 Electr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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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착 화학 모델 개발

1) 연구배경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노심출력의 상승, 장주기 운전 및 고연소 연료의 사용이 확

대되는 시기인 1989년에 미국 Callaway 원전의 4주기 상부 노심에서 중성자속 저하현상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다른 PWR형 원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현상은

AOA(Axial Offset Anomaly)로 명명되었다. AOA 현상은 미국의 경우 16기의 PWR에서

36번의 주기에서 [10-1], 프랑스의 경우 1988년 이후 EDF에서 운영하고 있는 PWR 중에서

21번의 주기[10-2]에서 관찰되었다. 국내에서도 울진 1,2호기 고리 1,2호기 및 영광 1,2호기

에서 AOA의 발생 징후가 관찰되었다.

AOA 현상이 발생한 원전은 첨두인자여유도 및 정지여유도가 감소하여 안전성을 위협받

기 때문에 출력감발 운전을 하거나 연료의 조기방출을 위하여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AOA가 발생한 원전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크러드가 침전하여 크러드에서 기인한 방사선

양의 증가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증가하고 작업자의 피폭량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AOA의 발생은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Callaway 원전에서 AOA 현상이 발견된 이후 미국의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를 중심으로 원전 공급자인 웨스팅하우스사와 원전 운영회사들은 문제해결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0-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연료봉의 축방향 축력분포를 왜

곡시키는 AOA는 미포화 비등이 발생하는 노심 상부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크러드가 침전

하여 다공성 매질을 생성하고 여기에 붕소의 잠복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농

도의 붕소에서 10B(n,α)7Li 반응에 의해 중성자속이 저하되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AOA 현상이 발생하려면 미포화 비등이 발생하고 냉각수에는 침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크러드와 잠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붕소가 존재해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노심에서 핵연료봉 피복관 표면에서 발생하는 미포화 비등은 피복관 표면에 다공성 크러

드의 침전을 가속시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만 노심의 열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이로

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미포화 비등 현상 발생을 반드시 억

제할 필요는 없지만 미포화 비등이 발생할 때와 같은 열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노심을 최적

화하여 미포화 비등을 억제하는 운전조건을 개발한다면 AOA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도

구가 될 것이다. AOA 발생의 두 번째 조건인 크러드는 구조재료의 부식에 기인하여 냉각

수에 존재하는 금속이온, 콜로이드 및 입자 형태의 부식생성물이 핵연료봉 표면에 침전하여

형성되며 주로 니켈 및 철 산화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크러드의 발

생 및 침전 현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화학 조건을 최적화하였지만 노심이 고출력, 장주기

운전으로 변경되면서 미포화 비등에 의한 크러드의 침전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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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를 유발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크러드의 거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심 외부

에서 방사선 준위의 저하를 목적으로 방사화된 코발트 동위원소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AOA 현상의 억제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변화된 노심환경에서 크러드의 침전 및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의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OA가 노심 상부의 미포화 비등 영역의 크러드 층에서 붕소의 잠복현상에 의하여 발생

한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메

커니즘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붕소의 잠복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LiBO2의 침전, 붕소의 흡착, 금속이온과의 동시 침전이 제시되었지만 이 메커니즘들은 각각

붕소잠복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모순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AOA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붕소잠복현상은 크러드 층에서 열수력학적 및 물리화학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열수력학적 및 물리화학적 현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붕소잠복현상에 미치는 수화학적 영향을 분석하는 전산모델을 개

발하는 것이다.

2) AOA 모델 및 크러드 특성

가) AOA 현상에 대한 모델

AOA 현상에 기인한 원전의 안전성 및 운전성 저하는 국내외적으로 이 현상에 대한 다양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AOA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델 개발이 시도되

었으며 미국 EPRI의 P. L. Frattini는 LiBO2의 형성을 가정한 AOA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BOA로 명명하였다 [10-4]. 국내에서도 한전원자력연료(주)는 AOA 대응전략기술개발 연구

의 일환으로 미국 EPRI에서 개발된 AOA 분석모델인 BOA를 도입하여 운영기술을 개발하

였다 [10-5]. 그러나 국내에서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물리화학적 모델에 대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미국 UCLA의 V. K. Dhir는 “Complete numerical simulation of subcooled flow boiling

in the presence of thermal and chemical interactions" 연구에서 실험 및 전산모델을 개발

하여 핵연료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0-6]. Dhir의 연구에서 실험 및 모델은 냉각재와

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기포의 형성 등에 대한 모사로서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발생

하는 물리화학적 현상을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Barclay G. Jones는 “Modeling and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of Porous Curd Layers in Sub-Cooled Boiling Region of PWRs and Effects of

Sub-Cooled Nucleate Boiling on Anomalous Porous 크러드 Deposition on Fuel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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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s” 연구를 수행하였다 [10-7]. Jones의 연구는 크러드 층의 형성에 대해 몬테카를로

방법을, 물의 방사화, 용질 이동 모델, 미포화비등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다공성 층에서 붕소

를 비롯한 기타 용질들의 물리화학적 반응, 수화학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

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모델은 미국 EPRI의 연구로

Dickinson 등이 개발한 CCM(크러드 Chemistry Model)이 유일하다. Dickinson 등은 크러

드 층의 다공성 매질을 1차원으로 가정하여 열수력학적 및 물리화학적 현상을 결합한 모델

을 개발하고 수치해석 라이브러리인 FACSIMILE 사용하여 CCM을 개발하였다 [10-8]. 이

모델을 이용하여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pH의 변화와 온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LiBO2의 침전 및 bonacodite 형성이 가능한지 수화학적 조건을 예측할 수 있었다.

나) 크러드 층의 특성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냉각재에 노출된 합금은 부식되어 냉각재로 부식생성물을 방출한

다. 방출된 부식생성물은 냉각재와 함께 이동하면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침전되어 크러드

층을 형성한다. 크러드 층은 부식생성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핵연료봉 표면에서 침전하

기 때문에 층의 두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비등현상이

발생하는 표면에서 입자의 침전 현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같은 열속을 가지

는 표면에서 비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입자가 침전된다

고 알려져 있다 [10-9]. 비등 현상은 크러드의 침전과정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크러드 층

의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Zmitko et al. [10-9]은 피복관 상부에서 미포화 비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크러드의 침

전을 조사하였다. Fig. 10-1에 보인 바와 같이 미포화 비등이 발생하지 않는 피복관 하부에

서의 crud 침전물은 1∼5 μm 크기의 미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포화 비등이 발생한

상부에 침전된 crud들은 구멍을 가지는 다공성 크러드 층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AOA가 발생하는 노심 상부는 미포화 비등 현상의 영향으로 노심 하부에 비해 두꺼운

크러드 층을 형성한다. 미국 Diablo Cannyon 원전에서 채취한 크러드는 Fig. 10-2에 보여

준 바와 같이 수 μm 크기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다공성 매질임을 나타내고 있다.

Byers 등은 AOA가 발생한 원전에서 채취한 크러드의 단면을 관찰하여 Fig. 10-3에 보

인 바와 같이 크러드 층의 조성을 확인하였다 [10-10]. AOA가 발생한 원전의 경우 크러드

는 세 개의 층으로 구별되며 각 층은 피복관 위에서부터  ,  , , ,

 층으로 층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러드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

면 Ni이 Fe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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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yers 등은 Fig. 10-4와 같은 크러드 층의 단면 구조를 제시하였다.

크러드의 기공 안에서 발생하는 미포화 비등 및 화학종의 농축은 AOA의 원인을 제공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공성 크러드의 틈새화학은 붕소의 잠복현상을 발생시켜 AOA 발

생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기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미포화 비등에 대한 열수력학적 해석, 미포화 비등 현상이 일어나는 기공의 고온 수화학

환경에서 물리화학적 반응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AOA가 발생하여 원전의 운전

에 큰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크러드의 기공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열전달 측면에서

미포화 비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노심 상부의 미포화 비등영역에서 형성

되는 크러드 층은 다공성이며 비등 현상으로 발생한 기포가 냉각재로 방출되는 증기배출구

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열전달 특성 및 화학종의 농축 현상을 파악하

기 위하여 P. Cohen은 “Wick Boiling Model" [10-11]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은 연료의 성

능 분석 및 화학종의 농축을 분석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P. Cohen의 모델은 1차

원 모델이었으며 C. Pan은 모델을 2차원으로 확장하여 화학종의 농축 현상을 분석하였다

[10-12,13]. 그러나 AOA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공에서 붕소의

거동이 AOA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hir et.al. [10-6]과 Jones et al. [10-7]은 미포화 비등 모델에 붕

소의 수송현상을 결합하고 붕소의 침전은 단지 용해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크러드의 기공에서 붕소의 잠복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들은 미포

화 비등 현상에 의한 붕소의 농축 및 용해도 차이에 의한 침전만을 고려하였고 침전에 영향

을 미치는 틈새 수화학 인자들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Dickinson et al. [10-8]

은 크러드 기공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인 Cohen의 "Wick boiling model" [10-11]과 같은 미

포화 비등 모델을 도입한 방법은 Jone et al.의 연구와 같았지만 틈새에서 일어나는 고온 수

화학 현상과 노심의 특징인 물의 방사선 분해 효과를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틈새에서 미포화 비등에 의해 발생하는 용질의 농축 및 이러한 현상에 의해 유발된 틈새 수

화학 환경의 변화로부터 붕소 침전을 예측하기 때문에 위의 모델보다 실질적 현상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러드에서 붕소잠복현상을 예측하고 AOA 현상을 설명하려면 기본

적으로 비등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열수력학적 모델 및 방사선 분해 현상을 포함하는 고온

수화학 모델을 결합하여 고온 틈새화학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침착 화학 모델 개발 내용 및 결과

원자로의 핵연료봉 피복관 상부에 형성된 크러드 층은 증기배출구를 가진 다공성 구조를

가진다. 크러드 층에서 발생하는 붕소잠복현상은 붕소가 용해된 냉각재가 다공성 매질을 통

하여 피복관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물은 미포화비등에 의해 증기로 냉각재로 방출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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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의 농축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붕소의 침전 및 흡착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유동, 및 화학반응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 크러드 층의 수화학 모델

① 크러드 층의 기하학적 모델

핵연료봉 피복관 상단에 형성되는 크러드 층은 다공성이며 미포화비등 현상에 의해 증기

가 배출되는 μm 크기의 증기배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Table 10-1에

기재한 바와 같이 크러드 층에서 증기배출구는 단위면적당 3,000개가 있으며 크러드 층의

공극률은 0.8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미포화비등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Pan 등은 다공성 크러드 층을 기포

가 방출되는 구멍과 균질한 크러드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 Fig. 10- 5에 보인 바

와 같이 Pan 등의 모델은 물이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으로 유입되어 크러드 층에 형성된

증기배출구 표면에서 비등하여 냉각재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가정하였다. 이 모델을 크

러드 층의 수화학 거동 분석모델에 적용하였다.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증기배출구가 격자구조로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Fig. 10-6에 보인 바와 같이 증기배출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셀을 선정하였다. 셀을 증기배

출구와 다공성 매질로 구분하고 증기배출구에서는 표면에서 미포화 비등에 의해 생성되는

증기만 존재하고 다공성 매질에는 냉각재로부터 유입되는 포화수가 다양한 화학종을 포함

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다공성 매질에서는 냉각재와 접촉하는 표면을 통해 포화수

및 각 종 화학종들이 기공으로 유입되고 기공에서 물의 유동에 의한 대류와 확산에 의해 이

동하며 물리화학적 반응을 한다. 다공성 매질과 증기배출구의 경계에서 포화수는 미포화 비

등을 하여 증기로 증발하며 이때 휘발성 화학종은 물과 증기로 분배된다. 또한 핵연료봉 표

면에서 발생한 열은 크러드 층을 통해 전도되거나 미포화 비등에 의해 냉각재로 전달된다.

② 열수력 모델

기공과 증기배출구를 가진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Pan et

al. [10-12]은 “Wick Boiling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을 붕소잠복 현상 모델에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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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드 층의 온도 분포

핵연료봉에서 발생한 열은 지르코늄 합금인 피복관을 통해 크러드 층으로 전달되고 증기

배출구에서 비포화비등과 다공성 매질에서 열전도에 의해 냉각재로 전달된다. 다공성 매질

에서 열전달은 온도구배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2.1)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에너지보존을 고려하면 정상상태에서 온도분포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보존 방정식의 해로서 주어진다.

∇·∇ (10.2.2)

여기서 는 균질한 다공성 매질에서 유효열전도도를 나타낸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

질에서 유효열전도도 는 공극률이 0.5보다 큰 경우에 유효한 Maxwell 식[10-1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2.3)

여기서









(10.2.4)

이며 
와 

 는 각각 물과 크러드의 열전도도로서   의 단위를 가진다. 다공성

매질에서 물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100～350℃의 온도 범위에서 증기와 평형

상태에 있는 물에서 얻은 열전도도 [10-14]를 곡선맞춤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얻었다.


 

× 
      (10.2.5)

물의 열전도도에 대한 식 (10.2.5)에서 는 섭씨온도이다. 
 는 크러드 층의 침전물이

가지는 열전도도로서 Pan et al. [10-15]은 
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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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식(10.2.2)의 해를 얻기 위하여 다공성 매질의 경계에서 필

요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2.7)



 
  

 (10.2.8)



 
  

 (10.2.9)

   (10.2.10)

여기서 는 냉각재의 온도이며 는 증기배출구 표면에서 비등에 의한 물의 질량플

럭스를 나타낸다. 증기배출구 표면에서 비등에 의해 제거되는 열은 물의 질량플럭스에 물의

증발엔탈피인   
 의 곱으로 표현된다.

㉯ 크러드 층에서 물의 유동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물의 유속, 은 Darcy의 법칙에 따라 압력 의 구배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0.2.11)

여기서  는 물의 점성도이며  는 다공성 매질의 투과도(permeability)이다. 물

의 점성도(kinematic viscosity) [10-16]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10-8).

 exp


 

       (10.2.12)

투과도 는 Kozeny-Carmen 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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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다공성매질의 공극률이며 는 침전된 입자의 평균 직경을 나타낸다. 공극률

이 0.8일 때 입자의 평균직경을 0.25 μm하면 투과도는 5.33×10-15이고 입자의 평균직경을

0.5 μm로 하면 투과도는 2.13×10-14가 된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 연속방정식을 적용하면 다공성 매질에서 압력분포는 다음 식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

∇ (10.2.14)

이 식에 부합하는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0.2.15)






 
  

 (10.2.16)






 
  

 (10.2.17)

   (10.2.18)

여기서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며     는 증기배출구 표면에

서 증발에 기인한 물의 질량플럭스이다.

㉰ 물의 증발 플럭스

다공성 크러드 층의 증기배출구 표면에서 증발에 기인한 물의 질량플럭스는 Schrage 모

델 [10-17]에 Clausius-Clapeyron 관계를 적용하면 온도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2.19)

여기서   는 포화온도,   는 물의 증발엔탈피,     는 유효증발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물의 증발 엔탈피는 Henshaw 등이 345.4℃, 153.42 atm에

서 온도에 대한 증발엔탈피를 곡선맞춤하여 얻은 식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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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20)

여기서 는 온도와 관계되며 다음과 같다.

  (10.2.21)

유효증발열전달계수는 Pan 등이 사용한 식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2.22)

여기서 는 증발계수로 Pan 등이 사용한 2A/(2-A)로 0.04를 적용하였으며 
는 물의

분자량으로 ×  이며 은 기체상수로 8.31472 J/K mol이다. 또한   

는 증기배출구 표면의 온도,


는 증기의 몰부피,


는 물의 몰부피를 나타낸다.


 



× 
  (10.2.23)




× 
  (10.2.24)

포화상태의 물의 밀도 
와 증기의 밀도 는 Keenan과 Keyes의 상관식 [10-18]으로 다

음과 같이 주어지며 단위는  이다 (Fig. 10-9, 10).


 × × 

× 
(10.2.25)

여기서

   (10.2.26)

 









(10.2.27)

여기서

  (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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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9)

 ×
 (10.2.30)

 
 (10.2.31)

 
 (10.2.32)

 ×
 × (10.2.33)

여기서 는 [atm]으로 나타나는 압력이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의 기공에서 화학종의 농축은 물의 포화온도를 증가시킨다. 이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Henshaw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Henshaw는 345.4℃의

냉각재 온도에서 포화온도와 물의 활동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만들었

다.

   







 (10.2.34)

여기서 물의 활동도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2.35)

③ 화학종의 이동 모델

㉮ 크러드 층의 화학종

크러드 층에서 다공성 매질은 다양한 화학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입되는 의 해리에 의해 
 , 

 , 
 ,

 등이 생성되며 의 해리에 의해  이 생성된다. 또한 핵연료봉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선에 기인하여  , , , , , , 
와 같은 화학종

이 생성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압력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금속합금의 부식에 의

해 철 및 니켈 이온 및 산화물들로 구성되는 다양한 화학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화학종들

은 수화학 조건에 따라 수화반응에 의해 다양한 화학종들로 구성되며 철과 니켈의 예를 들

면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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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 및 니켈의 산화물과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종들은 Table 10-2와 같으며 다공

성 매질에 존재한다. 따라서 화학종의 이동모델에서 고려되는 화학종들은 다양하지만 이동

모델을 위해 선정한 화학종들은 Table 10-3에 나타내었다. Table 10-3에서 화학종에 부여

된 번호는 모델에서 화학종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 물질보존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들은 물의 유동, 확산 등에 의해 이동하며 화학반응

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다음 식으로 모델링하였다.










∇·  (10.3.1)

여기서  
 는 물에서 화학종의 농도,    는 흡착된 화학종의 양,

   을 나타낸다. 는 액체의 부피비율을,  는 기체의 부피비율을 나타

내며 공극귤과 다음의 관계식을 가진다.

   (10.3.2)

또한 는 다공성 매질의 밀도를 나타내며 다공성 층을 형성하는 입자의 밀도 와 다음

의 관계를 가진다.

   (10.3.3)

식 (10.3.1)의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는 화학반응에 의한 생성과 소멸을 는 다공성 층

에서 기타 원인에 의한 발생원을 나타내며 는 화학종의 플럭스를 나타낸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물은 포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화학종의 이동은 다

음 식에 의해 지배된다.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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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공극률은 0.8 정도이기 때문에 흡착에 의한 공극율의 변화가 없다

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왼쪽의 두 번째 항은 소거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크러드

층에서 화학종은 이동 현상은 빠르게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변화는 없

다. 식(10.3.4)에서 시간 도함수의 계수로 나타나는 흡착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흡

착을 화학반응으로 포함되도록 모델링하면 정상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10.3.5)

식(10.3.5)에 대해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3.6)



 
  

 (10.3.7)



 
  

 (10.3.8)



 
  

 (10.3.9)

여기서 은 증기배출구 표면에서 휘발성 화학종의 증발에 기인하여 손실되는 양을 나

타내며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에서의 화학종의 농도를 나타낸다.

㉰ 이동 플럭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의 이동은 물의 유동에 의한 이동, 확산에 의한 이

동, 전위구배에 의한 이동의 합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0.3.10)

여기서 는 기계적인 혼합에 의한 분산계수를 나타내며 는 유효확산계수, 는 전

하수, 는 Faraday 상수, 는 전위를 나타낸다.

식 (10.3.10)에 를 곱한 후 모든 화학종에 대해 더하고 이온의 이동에 의하여 유효전류

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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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1)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전기적 중성 원리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10.3.12)

이므로 전위 구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0.3.13)

여기서 확산 전류 와 전기전도도 는 농도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3.14)






 (10.3.15)

확산전류를 이용하면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의 이동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3.16)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유효확산계수 는 다공성 층의 구조에 따라 변화하며 물

에서의 분자확산계수 
와 공극률 및 tortuosity 인자 로부터 얻어진다.

 
 (10.3.17)

유효확산계수에서 tortuosity 인자는 화학종의 브라운 운동을 방해하여 확산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 모델에서 tortuosity 인자 모델로 Millington and Quirk 모델을 사용하였으

며 tortuosity 인자는 공극율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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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8)

물에 용해된 화학종들의 분자확산계수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실험값들이 모두 알려져 있

지 않다. 모델에서 분자확산계수의 온도의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종들에 대해 Mcdonald

[10-19]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자확산계수에 대한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문헌의 값을

인용하였다.

묽은 용액에서 확산계수와 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10.3.19)

Quist 등 [10-20]은 H+, OH-, Li+의 전도도의 실험값으로부터 식 (10.3.19)를 적용하여 묽

은 용액에서의 확산계수를 평가하였으며 Table 10-4에 정리하였다. 이 값을 곡선맞춤하여

Fig. 10-11에 도시하였다.

Mcdonald [10-19]는 물에서 분자확산계수, 고온에서 실험값을 얻지 못하는 임의의 화학

종에 대해 
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였다.




 exp



 



 



 (10.3.20)

여기서 
는 298.15K의 물에서 화학종의 분자확산계수이다. Mcdonald는 로 12,000

J/mol을 가정하고 25℃에서의 분자확산계수를 가벼운 이온이 빨리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상대적인 값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종의 분자확산계수에 대해 Laverne 등 [10-21]은

Krynicki 모델인 식 (10.3.17)을 이용하여 방사화로 생성된 화학종의 25℃에서의 분자확산

계수와 일치하도록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온도에서의 분자확산계수를 얻

었다.

×
  exp

    (10.3.21)

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되는 각종 화학종의 25℃에서의 분자확산계수를 사용하여 식

(10.3.21)의 계수를 조정하여 얻은 분자확산계수를 Table 10-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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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증기 사이의 분배 플럭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과 증기배출구의 경계에서 휘발성 화학종인 , 와 는

아래와 같이 물과 증기로 분배된다.

 (10.3.22)

 (10.3.23)

↔ (10.3.24)

물과 증기 사이에서 기체의 분배계수는 증기와 물에서의 Moral 농도 비로 정의된다.

  

  
(10.3.25)

각 반응에 대해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




× 
× 



× 


(10.3.26)

log
  (10.3.27)

log
 



× 
× 



× 


(10.3.28)

물과 증기 사이에서 휘발성 화학종이 물에서 증기 상으로 이동하는 분배플럭스는 분배평

형으로 정의되는 화학종의 평형농도와 증기 상에서 화학종의 농도 차에 비례하여 이동하므

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0.3.29)

여기서 은 질량전달계수이며, 
는 증기 상에서 휘발성 화학종의 평형 농도이고 

는

증기 상에서 휘발성 화학종의 농도를 나타낸다. 휘발성 화학종의 분배계수를 이용하면 증기

상에서 평형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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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

따라서 휘발성 화학종의 분배반응에 의한 플럭스는

 


 (10.3.31)

분배반응에서 물질전달은 증기 상에서 확산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으로부터 Dickinson 등

은 질량전달계수를 증기 상에서 화학종의 확산계수 와 증기배출구의 반경 로부터 다음

과 같이 근사하였다.

 


(10.3.32)

Wike 등 [10-23]은 증기 상에서 수소와 산소기체의 확산계수,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0.3.33)


 




 (10.3.34)
















(10.3.35)

여기서  는 기체압력, 는 기체 의 몰질량, 
는 증기와 화학종 의 충돌을

위한 특성직경, 는 화학종 의 특성직경에 대한 Lennard-Jones 인자, 
는 증기와 화

학종 의 이중혼합물에서 질량확산에 대한 충돌적분, 는 화학종 의 자체작용의 특성에너

지에 대한 Lennard-Jones 인자, 는 Boltzmann 상수를 나타낸다. 기체의 확산계수에 대한

Lennard-Jones 인자는 Table 10-6에 주어져 있다. 식 (10.3.32)에 따르면 618.55 K에서 수

소기체의 확산계수는 20.36×10-7 m2/s, 산소기체의 확산계수는 6.564×10-7 m2/s로 주어진다.

B(OH)3의 경우 특성 값들이 증기와 같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5.854×10
-7
m
2
/s이다. 증기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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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반경이 2.5 μm일 때 따라서 수소기체의 질량전달계수는 0.8144 m/s, 산소기체는

0.26256 m/s, B(OH)3는 0.23416 m/s가 된다.

증기배출구에서 다공성 매질로부터 분배반응에 의해 유입된 휘발성 화학종의 농도는 증

기배출구 바닥에서 최소 농도를 가지고 증기배출구의 출구에서 즉,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분

에서 분배평형에 따라 주어지는 최대 농도를 가지며 증기배출구 내부에서는 포물선 형태의

농도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농도 분포를 구하면 아래와 같

이 주어진다.

 min






min (10.3.36)

④ 화학반응 모델

㉮ 열역학적 정의

㉮-① 평형상수와 반응속도상수의 관계

화학반응 모델을 구성하기 전에 반응속도상수, 평형상수 및 활동도에 사용되는 농도의

정의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용질이 용해된 1 kg의 물에서 즉 molal 농도가 인 용액에서 부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0.4.1)

여기서 
은 용질의 몰 부피를 나타낸다. 식 (10.4.1)을 사용하면 몰농도  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10.4.2)

이 식에 
을 곱하고 모든 화학종에 대한 합을 구하면












(10.4.3)

식 (10.4.1)과 식 (10.4.3)을 사용하면 몰농도와 몰랄농도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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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여기서

  
 (10.4.5)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용해된 화학종의 몰부피는 Table 10-7에 주어져 있다.

수용액에서 화학반응의 평형은 활동도계수와 molal 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다음과 같

은 가상적 반응을 고려하면





  (10.4.6)

모델에서 이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식은 molar 농도를 사용하여 화학종의 농도 변화를 나

타낸다.




   (10.4.7)

평형조건에서 화학종의 농도변화는 없으므로 반응속도상수는 농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10.4.8)

식(10.4.6)을 일반화하면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화학반응식과 농도변화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4.9)







 


 (10.4.10)

여기서 화학양론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i f 
(10.4.11)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화학종의 molal 농도와 활동도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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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

 








































 (10.4.12)

모델에서 정방향 및 역방향 반응속도상수의 비는 Molar 농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10.4.13)

Molar 농도를 Molal 농도로 변환하는 식을 사용하면 반응속도상수의 비는 평형지수와

평형상수로 표현할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4.14)































(10.4.15)

물 분자를 포함하는 반응은 물의 활동도가 평형상수와 반응속도상수에 표시된다. 물의

이온화 반응을 보면





     (10.4.16)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와 반응속도상수의 비는

 


  


   (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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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평형상수에서 molal 농도를 molar 농도로 변환하여 반응속도상수의 비에 대입하면






  




(10.4.19)

따라서 물의 이온화 반응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4.20)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화학반응의 반응속도는 이동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

에 각 반응에 대해 국부적인 평형상태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은 시간에 대한 함수

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반응속도론을 이용하여 평형상태를 예측하여야 한다. 반응속도론

으로부터 평형상수를 예측하는 계산기법은 지하수환경에서 이동현상모델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10-24], 모델 개발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화학반응의 평형상수는

Gibbs 에너지로부터 얻거나 다양한 문헌자료가 존재하지만 반응상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빈

약한 단점이 있다.

화학반응에 대해 평형상수 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4.21)

계에서 농도를 사용하여 평형상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4.22)

계가 평형에 도달한다면

  (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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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위 식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평형에서 벗어난 정도를 
으

로 나타내고 허용치를 제한하면 다음과 같다.

max    (10.4.24)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4.25)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응속도상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i f
  

i f  
(10.4.26)

㉮-② 활동도계수

이온의 활동도 계수는 전하가 1인 이온의 활동도계수로부터 계산된다.

 
 (10.4.27)

여기서 전하가 1인 이온의 활동도계수는 Meissner 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10.4.28)

 (10.4.29)

log  
 

(10.4.30)

 
 

 



 




 




 

 (10.4.31)

 


(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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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

  



 (10.4.34)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는 산소와 수소기체가 용해되어 있다. 용해된 기체의 활동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10.4.35)

 
  (10.4.36)

붕산의 활동도계수는 물의 활동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물의 활동도는 Gibbs-Duhem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붕산염과 붕산염의 삼량체로 구성된 수용액에서 활동도 PTn가

물의 활동도가 같다고 놓으면 Gibbs-Duhem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ln (10.4.37)

이 식으로부터 물의 활동도계수는 다음과 같다.

 






(10.4.38)

㉯ 물의 방사화 반응

핵연료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인 중성자와 감마선은 물과 반응하여

 ,   , , 및 기와 , 의 분자를 생성시킨다. 알파선과 중성자는 주로 분자 형태

의 부산물을 생성시키는 반면 감마선은 라디칼 부산물을 생성시킨다. 방사선에 의한 화학종

의 생성율은 G값으로 표현되며 G값은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   당 생성되는 부산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G값과 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

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AOA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인 미포화비등 현상에서 물의

방사화에 대한 연구는 Dickinson [10-25]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최근 Christensen [10-26]은

물의 방사화에 대해 발표된 문헌을 바탕으로 반응 메커니즘 및 G값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모델에서 G값으로 Chrisensen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0-8에 보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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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파 방사선은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이 반응에 대해 Dickinson등은 다음과

같이 알파선의 Dose Rate를 평가하였다.


 × 

 
 (10.4.39)

방사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차 방사화 화학종의 생성속도는 감마선, 중성자 및 알파선

에 각각에 대해 G 값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4.40)

여기서

   : 각 방사선의 dose rate를 나타낸다.

 : Avogadro's Number

  × : Conversion factor from Rad/sec to eV/gram-sec

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이나 분자는 서로 반응하여 소멸되거나 생성된다. 생

성된 화학종의 생성 및 소멸속도는 질량작용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0.4.41)

여기서 는 반응속도상수이며 온도의 함수로서 Arrhenius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exp


 



 



 (10.4.42)

여기서 는 반응의 활성화에너지이며 는 온도  [kelvin]에서의 반응속도상수이며

Table 10-9에 각각의 화학반응에 대해 정리하였다.

방사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종의 생성 및 소멸속도는 식 (10.4.40)과 식 (10.4.41)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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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식(10.4.31)에 의해 방사화반응에 따라 생성되는 전기적활성화 화학종들 각각에 대해

Table 10-3에 주어진 반응을 고려하면 반응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10.4.44)

2. 


 



 


 




 




 

 




(10.4.45)

3. 


 



 


 




 




 

 


(10.4.46)

4. 


 



 


 




 




 

 


 

(10.4.4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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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6. 


 



 


 




 




 

 




(10.4.49)

7. 



 



 


 




 




 

 




 


(10.4.50)

8.  


 



 


 




 




 

 




 
(10.4.51)

9.  


 



 


 




 




 

 





(10.4.52)

10. 


 



 


  




  




  

 




(10.4.53)

11. 




- 200 -


 



 


  




  




  

 




(10.4.54)

12. 


 



 


  




  




  

 


(10.4.55)

13. 


 



 


  




  




  

 




 

(10.4.56)

㉰ 물의 이온화 반응

수용액에서 물 분자는 다음 반응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온화 된다.


  (10.4.57)

포화상태에서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4.58)

따라서 이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상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4.59)

식(10.4.59)에 식(10.4.58)을 대입하면 반응속도상수의 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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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온화에 의한 수소이온과 하이드록실 이온의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4.61)

여기서 물의 이온화반응 평형상수는 Marshall과 Franck의 상관식 [10-27]로 주어진다.

log 

 


 

 

 

 log (10.4.62)

   
 
× ×

×

여기서   는 절대온도이고  
 는 물의 밀도이다. 물의 활동도와 수소이온과 하

이드록실 이온 곱의 비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log
  

 ′







′ 

  ×


×
   

  ×
 

 
 




 



l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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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산과 LiOH의 평형반응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붕산과 LiOH는 냉각재의 pH를 조절한다. 크러드 층으로 유입되

는 물에도 냉각재와 동일한 조성을 갖는 붕산과 LiOH가 크러드 표면을 통하여 크러드 층

의 기공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성에 의해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pH가 결정된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발생 가능한 붕산과 LiOH의 반응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log 


log




 






 (10.4.63)

2. 




log 


log






 
 











(10.4.64)

3. 




log 


log






 
 










 


(10.4.65)

4.  

log 
















 

 


(10.4.6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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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10.4.67)

붕산의 해리 반응들에 대해 주어진 평형지수들을 온도에 대해 도시하면 Fig. 10-12와 같

다. Fig. 10-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생성 반응의 평형지수는 크러드 층에서

예상되는 345.4℃ 이상에서 의 생성한 제외한 반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지

수 값을 가진다.

반응속도상수의 비와 평형조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의 변수인 역방향 반응속도상

수를 정방향반응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관계를 사용하면 붕산과 LiOH에 의해 생성되

는 화학종의 농도변화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0.4.68)


 






 (10.4.69)


 



 



 (10.4.70)


 












 












(10.4.71)


 












 














(10.4.72)


 







  (10.4.73)


 







  (10.4.74)

㉲ 붕소의 흡착모델

고체표면에 대한 화학종의 흡착은 adsorption isotherm을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흡착에

대한 adsorption isotherm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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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herm, Temkin isotherm이 있다. Langmuir isotherm은 표면이 고정된 개수의 흡수구역

을 가지며 각 구역은 하나은 흡착분자를 가지고, 흡수열은 모든 구역에서 동일하고 흡수된

분자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Freundlich isotherm은 흡수열이 표면

덮힘율의 로그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가정을 사용하며, Temkin isotherm은 흡수열이 표

면 덮힘율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수용액에서 산화

물 표면에 대한 붕소의 흡착모델은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및 Temkin

isotherm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4.75)

    
 (10.4.76)

   ln   (10.4.77)

여기서  는 흡착된 붕소의 양이며  는 용액에서 붕산의 농도이다. 붕소의 흡

착반응이 따르는 adsorption isotherm은 실험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붕소 흡착반응에 대한 초기 연구는 Fletcher [10-28], Blesa [10-29]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최근 Gusonas 등 [10-30]은 Fletcher 및 Blesa의 연구를 바탕으로 붕소흡착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Palmer 등 [10-31]은 붕산수에서 ZrO2에 대한 붕소의 흡착연구를 수행하여

Guzonas와 Blesa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Dickinson 등

[10-32]은 실험결과의 분석으로부터 붕소의 흡착반응에 대한 adsorption isotherm이

Temkin isotherm을 따르는 것을 보였으며 실험결과의 곡선맞춤(curve fitting)으로부터 식

(10.4.77)의 상수 과 를 결정하였다. Dickinson 등의 연구결과로부터 계수 과 에 대

한 온도의존성은 식 (10.4.78)과 식 (10.4.79)를 만족하며 실험결과의 곡선맞춤으로 얻은 상

수 값은 Table 10-10과 같다.

 
 (10.4.78)

 
 (10.4.79)

붕소의 흡착이 붕산의 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링하기 위하여 흡착반응을 다음과

가정하였다.

≡ 



  ≡  (10.4.80)

여기서 ≡는 붕소가 흡착될 산화물 표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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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10.4.82)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붕소가 최대로 흡착되는 양은 Temkin isotherm에 의해 나

타낼 수 있다. 주어진 붕산의 농도에서 최대 흡착농도를 평형농도로 표현하면 흡착양의 변

화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0.4.83)

여기서 
 는 Temkin isotherm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10.4.84)

따라서 붕소의 흡착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아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ln  (10.4.85)

여기서 반응속도상수는 Arrhenius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

하였다.

 
 (10.4.86)

㉳ 붕소 침전반응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붕소는 와 로 침전한다. 두 가지 침전물의

침전에 대한 반응식 및 용해도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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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2. 
  



log 


 log

여기서 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Byers 등[10-33]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의 침전반응은 붕산염과 리튬이온이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침전한다.


   (10.4.87)

이 반응에서  침전물의 농도변화율은 질량작용법칙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

난다.


 

≺ 

   
(10.4.88)

붕산의 활성도계수가 물의 활성도와 같다고 가정하면


 



 


 



 



(10.4.89)




 



 

 (10.4.90)

이므로 의 침전반응속도로 용해반응속도를 표시하면 의 농도변화율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10.4.91)

의 침전반응에 대해 의 침전반응과 동일하게 농도변화율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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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93)


 
 
















(10.4.94)






 
 









 (10.4.95)


  

 








  (10.4.96)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붕산 침전물의 양을 평가하는 식 (10.4.93)과 식 (10.4.96)을

전산수치해석을 적용하여 해를 구할 때 수치적 불안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Henshaw의 크러드 수화학 모델링은 해의 안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침

전물의 용해 반응식에 곱하여 사용하였다.

  exp ×
 

×  (10.4.97)

여기서  는 침전물의 농도를 나타낸다. 이 함수를 침전반응에 적용하였으며 붕소의

침전반응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10.4.98)


  

 





  (10.4.99)

㉴ 금속 성분의 반응모델

㉴-① 화학반응모델

다공성 크러드 층에 존재할 수 있는 화학종은 다공성 크러드 층을 구성하는 성분과 물에

용해된 화학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화학종은 Table 10-11에 주어진 화학반응을 한다.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물이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는 μm 크기로서 크러드 표면에서의 반응

과 용액에서의 반응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금속산화물 표면에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화학종은 용액에 존재하는 다른 화학종과 반응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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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에 의해 화학종은 생성되거나 다른 화학종으로 변환된다. 반응속도론에 따라 화

학반응의 생성율과 소멸률을 합하면 단위 부피에서 화학종의 변화된 농도를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0.4.100)

따라서 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의 시간에 대한 농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10.4.101)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 있는 화학종들의 반응메커니즘인 Table 10-11에 따라 화학

종의 반응모델은 아래와 같다.

1.  


log  




 log 

×



 



 

 




 



 

 





 




  



 


 












 



2.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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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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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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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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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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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7.     
  

lo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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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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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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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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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화학반응모델

금속산화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반응은 용액의 이온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평형

전위에 의해 반응의 정도가 결정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에는 물의 방사화에 의한

용액의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의 용존 수소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약 25

cc/kg H2O의 용존수소농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형전위는 수소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물의 방사화, 부식, 및 비등현상에 의해 용존

수소의 농도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용존 수소의 농도가 전기화

학반응의 평형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금속산화물 표면에서 산

화전류와 환원전류는 같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전기화학반응에 참여

하는 모든 반응에 의한 전류의 합이 영이 될 때의 전위를 평형전위로 가정하였다.


  




 (10.4.102)

여기서  는 전기화학적부식전위이며 는 -반응으로 발생하는 전류로서

Butler-Volmer 식에 의해 주어진다. 다공성 크러드 층의 산화물 표면에서 전기화학적 반응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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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에 대한 Butler-Volmer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4.104)

여기서 표준교환전류밀도 및 평형전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4.105)










 ln (10.4.106)

   i f  

 i f  
(10.4.107)

다공성 크러드 층에는 외부에서 인가된 전류가 없기 때문에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

는 전류의 합은 영이 되어야 한다. 즉 식 (10.4.105)에 모든 부식전류의 합이 영이라는 조건

을 사용하면 전기화학적 부식전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전위에서 각 반응에 의한 전류를 계

산할 수 있다.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물질보존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10.4.108)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고려되는 기공의 부피 에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농도변화가

균일하다면 시간에 대한 농도변화는 식 (10.4.108)을 적분하면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10.4.109)

㉴-③ 화학반응 모델 결합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서 금속 성분은 화학반응 및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농도가 변

화하며 이것은 아래의 물질보존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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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0)

식 (10.4.101)과 식 (10.4.109)를 식 (10.4.110)에 대입하면 금속성분의 물질보존식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10.4.111)

⑤ 크러드 층의 성장 모델

㉮ 원자로냉각계통 모델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압력경계인 배관 표면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표면에서 방출된

부식생성물이 핵연료봉 피복관 표면에 침전되어 크러드 층을 형성한다. 피복관 표면에 과도

하게 형성된 크러드 층은 핵연료로부터 열전달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복관 부식

을 촉진시키고, 출력 분포를 일그러지게 하는 등 원자로 운전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크러

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재료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및 인코넬 합금의 부식생

성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로 철과 니켈 산화물이 주된 구성성분이다. 이러한 산화물은 부

식에 의해 발생되어 냉각재로 방출되며 냉각재의 유동에 따라 원자로로 이동되며 핵연료봉

표면에 침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크러드의 성장 모델을 구성

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크게 원자로, 고온배관, 증기발생기, 저온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크러드의 거동을 모사하여 피복관 표면에서 크러드 층의 두께를 추

정하기 위하여 각 기기를 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단순화하여 산화막으로부터 부식생성물

의 방출 및 침전을 모델링 한다. 일반적으로 부식생성물의 침전 및 발생은 온도에 의존하며

부식생성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제거되는 것은 유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

모델링에서 고려한 특성은 냉각재의 온도와 유동의 흐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다. Fig.

10-13에 보인 바와 같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세분하여 온도가 유사한 부분을 묶고 유동

의 특성상 물질전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계층 영역을 구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총 15개의 구역으로 세분하였다. 각 구역에서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0-12에 나타내었

다.

㉯ 물질수지

각 구역에서 화학종은 구역간 이동을 하거나 경계층으로 이동한다. 또한 구역에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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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해 소멸되거나 생성된다. 따라서 구역에서의 물질 보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5.1)

여기서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모델 구역을 표시하며 
는 구역 에서 화학종 의 농

도를 나타낸다. 는 유동에 의한 물질전달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부피유량 와 구역

의 부피, 에 의해 정의된다.

 


(10.5.2)

표면으로의 물질전달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5.3)

f는 fanning friction factor, v는 유속, Sc는 Schmidt Number를 나타낸다.

   log  (10.5.4)

 


(10.5.5)




(10.5.6)

㉯-① 크러드 침전 모델

냉각재에서 부유하는 입자나 이온들은 경계층 구역으로 이동하고 경계층에서 표면으로

침전한다. 경계층 구역으로 진입한 입자(0.1∼1 μm)는 Brown 확산, Thermophoresis, 관성

에 의해 표면에 침전된다. 표면으로의 침전 flu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5.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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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② 크러드 방출 모델

부식생성물의 방출은 다음 가정에 의해 구해진다.

1. 스테인리스강의 내부 산화막은 크롬계 산화막으로 FeCr2O2와 NiFe2O4 이며 인코넬 합

금에 대해서는 Ni와 FeCr2O4로 구성된다.

2. 내부 산화막의 부피는 부식된 합금의 부피와 동일하다.

3. 크롬은 내부 산화막 층에만 존재한다.

4. 금속 합금에는 농도구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부식의 반응속도법칙은 포물선 규칙을 따른다.

㉯-③ 크러드 두께 성장 모델

금속 표면에서 부식생성물의 침전이나 방출은 크러드 층의 두께를 변화시킨다. 시간에

따른 크러드 층의 두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1. 크러드 층으로 침전 및 크러드 층에서 방출은 화학종의 몰 수로 평가된다.

2. 연료봉 피복관에서 크러드층의 성장은 몰수와 밀도를 이용하여 두께 증가로 변환한다.

㉯-④ 화학반응

원자로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은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의 화학반응과

동일하다.

나) 수치계산

① 전산모델 개발환경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온도, 유속, 및 화학종의 농도 분포는 앞서 유도한 바와 같

이 공간에 대한 2계 비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여야 얻을 수 있다. 이 비선형 방정

식은 공간에 대해 2계 미분방정식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

여야 한다. 수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미분방정식을 차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

법과 수치 해에 대해 검증된 결과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긴 시간을 요하며 개발된 코드의 수치해가 안정된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검증 계산

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물리화학적 모델의 완성도에 따라 해의 정확도가 좌우되지만 안정된

수치 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사모델 개발을 위하여 후자의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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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로 모델의 입력까지 편리하게 제공하는 COMSOL Multiphysics Version 4를 이

용하였다.

COMSOL Multiphysics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입력하여 해를 구한다. 즉 모델을 수치해석으로 풀기 위한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전산 모델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COMSOL은 기본적인 수치해석법 외에

도 모델 개발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모델을 제

공한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의 농도 분포를 얻기 위하여 앞에서 개발된 물리화

학적 모델을 근거로 COMSOL Multiphysics의 “Chemical Engineering Module"과 "Heat

Transfer Module"을 이용하여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② 입력조건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붕소의 잠복현상은 원자로의 운전조건에 따라 변화할 것이

다. Dickinson 등이 개발한 CCM (크러드 Chemistry Model)의 입력조건을 찾기 위하여 운

전 중인 PWR형 원전의 운전조건을 조사하여 입력조건을 선전하였다. 이 입력조건을 표준

입력조건으로 Table 10-13에 정리하였다. 이 조건은 원전의 운전조건으로 이외에도 모델의

계산을 위하여 다양한 화학종의 초기농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에는 붕산 LiOH의 평형 반응에 따른 화학종의 농도, 물의 방

사화에 의한 방사화 생성 화학종의 농도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계산의 초기 값

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에서 각종 화학종의 농도를 초기 농도로 설정하고 이 값은

각종 문헌자료로부터 수집하였다.

다) 결과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계산된 온도 분포는 Fig. 10-14부터 Fig. 10-16에 주어져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대 온도는 다공성 매질의 하단부에서 나타나며 크

러드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대 온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크러드 층의 두께가 증가할지

라도 최대 온도의 차는 Fig. 10-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2.5 K의 차이를 보인다. 온도 차

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크러드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물의 증발에 기인한 열 배출 표면적

도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pH의 분포는 Fig. 10-18에서 Fig. 10-20에 주어져 있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냉각재에서의 pH 보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의 pH가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H의 변하는 크러드 층의 상부에서부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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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크러드 중심부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

10-21에서 Fig. 10-23에 보인 바와 같이 pH 변화의 이러한 경향은 크러드 층의 주께가 증

가할수록 크러드 층의 중간부에서 pH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붕산의 농도 분포는 Fig. 10-24에서 Fig. 10-26에 주어져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붕산의 농도는 증기배출구와 접하는 크러드 층의 하

단에서 최대 농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붕산의 최대 농도는 크러드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높아지며 40 μm의 두께에서 약 745.9 mol/m3의 농도로 냉각재에서 보다 약 7배 높은 값

을 보인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붕산의 침전물은 LiBO2의 농도 분포를 Fig. 10-27에서

Fig. 10-29에 보였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LiBO2의 침전은 피복관과 접하고 있는

크러드 층의 하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크러드 층의 두께가 갘소할수록 서서히 감소하

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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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 크러드 층의 특성

크러드 층의 특성 값

층의 두께 [μm] 25～60

증기배출구 밀도 [#/mm2] 3,000

증기배출구 반경 [μm] 2.5

공극률 0.8

Tortuosity 2.5

구성성분 마그네타이트, 니켈페라이트

Table 10-2. 크러드 층에 존재할 수 있는 화학종

고체 용해된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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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3.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공에 있는 화학종

번호 화학종 번호 화학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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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4. H+, OH-, Li+ 이온의 전도도와 확산계수 [10-20]

온도(℃) 0 18 25 50 100 150 200 250 300 400

H+

전도도 225 315 349.8 463 634 752 824 865 894 960

확산계수

[cm2/s]
5.5 8.2 9.3 13.4 21.1 28.4 34.8 40.4 45.8 57.7

OH-

전도도 105 171 198.3 447 701 821

확산계수

[cm2/s]
2.6 4.3 5.0 11.7 19.3 23.4

Li+

전도도 19.4 32.8 38.7 156 329 562

확산계수

[cm2/s]
0.5 0.8 1.0 4.0 8.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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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5. 크러드 층의 공극에서 화학종의 분자확산계수(단위 m2/s) [10-22]

확산계수의 온도 의존성
참

고

1  
 ×  exp

  9

2    ×  exp 
  9

3 

 
 ×  exp

  9

 
  exp 




 

  10

4    ×  exp
  9

5 

  
 ×  exp 

  9

 
 × exp

  10

6   
 ×  exp

  9

7 


8  

   ×  exp
  9

   exp  
  

 


 
 





9  

   ×  exp
  9

   exp  
 

 


 
 




10 

11 


   ×  exp
  9

12 

13   
 × exp

  10

19     exp  
 

 


 
 







- 225 -

Table 10-6. 기체의 확산계수에 대한 Lennard-Jones 인자

기체 화학종  [Å]  [K]

 2.605 572.4

 2.92 38.0

 3.458 107.4

Table 10-7. 용해된 화학종의 몰 부피

Species Molar Volume (m3)

 0.03E-3


 0.03E-3


 0.06E-3


 0.09E-3

 0.09E-3

 0.0025E-3

 0.006E-3

Table 10-8. 방사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종의 G 값

    

1  3.54 0.65 0.15

2  0.87 0.46 0.20

3  0.60 1.17 1.96

4  4.51 2.00 1.13

5  0.55 0.65 1.12

6  0.00 0.05 0.30

7 
 0.00 0.00 0.00

8   0.00 0.00 0.00

9   0.00 0.00 0.00

10  0.00 0.00 0.00

11 
 0.00 0.00 0.00

12  0.00 0.00 0.00

13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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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9. 물의 방사화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상수  · ·  와

활성화에너지 ·   [10-27]

No 반응식   

1    5.500E+09 7.90E+3 2.540E+10
2      3.100E+10 1.47E+4 5.345E+11
3    9.300E+09 8.20E+3 4.553E+10
4     7.100E+09 1.42E+4 1.111E+11

5 
   

 1.000E+10 1.76E+4 3.204E+11

6     2.700E+07 1.42E+4 4.225E+08
7    3.400E+07 1.92E+4 1.401E+09

8    
 1.200E+10 1.42E+4 1.878E+11

9 
   

 7.500E+09 1.42E+4 1.174E+11

10    
 1.800E+10 1.42E+4 2.817E+11

11      1.700E+06 NA 1.500E+08

12       
 5.500E+09 NA 5.500E+09

13     
 2.400E+10 1.40E+4 3.613E+11

14  
  

  1.300E+10 1.42E+4 2.034E+11

15    
 2.000E+10 1.42E+4 3.130E+11

16      1.200E+10 1.56E+4 2.463E+11

17    
 1.900E+10 1.36E+4 2.647E+11

18     2.300E+10 1.26E+4 2.640E+11

19      1.900E+01 1.42E+4 2.973E+02

20  
     3.500E+09 1.42E+4 5.477E+10

21    5.500E+09 1.46E+4 9.301E+10

22 
  

 2.000E+10 1.42E+4 3.130E+11

23    2.000E+10 1.42E+4 3.130E+11
24    5.100E+09 1.07E+4 4.052E+08
25    2.100E+10 1.03E+4 1.544E+11

26      2.200E+07 3.76E+4 3.201E+10

27      8.400E+05 2.06E+4 4.541E+07

28  
  

 9.600E+07 7.60E+3 4.184E+08

29    
 8.000E+05 NA 3.900E+05

30  
  

 5.000E+10 1.42E+4 7.825E+11

31  
  

 5.000E+08 1.88E+4 1.907E+10

32 
   

 5.700E+04 NA 1.200E+07

33    4.000E-08 6.30E+4 3.000E-02
34    5.000E+09 1.42E+4 7.825E+10

35      2.599E-05 NA 1.400E-01

36      1.430E+11 1.42E+4 2.238E+12

37 


   
 1.770E+09 8.00E+4 9.497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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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0. Temkin isotherm에서 인자들의 맞춤

인자 값

A1 [moles/m
2] 1.938×10-5

E1 [K] 222.7

A2 [m
3/mol] 2.426×10-3

E2 [K] 859.9

Table 10-11. 다공성 크러드 층에서 크러드 표면에서 예상되는 전기화학반응

전기화학반응

Standard Electrode 

Potential: Standard Gibbs 

free energy

1 
 

2 
 

5 
 



6 
 



7 
 



10 
 

11 
 

14   

15    

16   ∋

17  
  

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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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2. 물리화학적 특성

구

역
표면재료

평균 온도 

(℃)
부피 (m3)

표면적 

(m2)

유속 

(m/s)

유량 

(m3/s)

1 295 2900 8.7 26
2 308 2900 8.7 26
3 322 2900 8.7 26
4 332 2900 8.7 26
5 330 190 14.3 26
6 330 18000 5.7 26
7 295 18000 5.7 26
8 295 380 14.3 26
9 Zircaloy 308 2900
10 Zircaloy 330 2900
11 Zircaloy 340 2900
12 Zircaloy 340 2900
13 Stainless Steel 329 190
14 Inconel 328 18000
15 Inconel 293 18000
16 Stainless Steel 294 380

Table 10-13. 모델 계산을 위한 표준입력조건

입력인자 값

냉각재 온도 [℃] 345.4

계통 압력 [atm] 153.42

다공성 매질 공극률 0.8

증기배출구 반경 [μm] 2.5

증기배출구의 밀도 [#/mm2] 3,000

모델 셀의 반경 [μm] 10.3

크러드 층의 두께 [μm] 25 - 60

열속 [MW/m2] 1

Li 농도 [ppm] 2

B 농도 [ppm] 1200

수소 농도 [cc(STP)/kg] 25.3

감마 Dose rat [Mrad/h] 1200

중성자 Dose rate [Mrad/h] 2400

중성자 Flux [#/cm
2
s] 3.6×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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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Fig. 10-1. RVS-3 loop의 실험에서 Zr 피복관 표면에 침전된 Crud의 SEM 사진

(a)미포화 비등이 발생하지 않은 피복관 하부에 침전된 Crud (b)미포화

비등이 발생한 노심 상부에 침전된 Crud

Fig. 10-2. Diablo Canyon 원전에서 수거된 크러드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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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 Callaway 원전 9주기 크러드 시편의 SEM 분석결과 [10-10]

Fig. 10-4. AOA가 발생한 원전의 크러드에서 Byer 등의 층구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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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5. Pan 등에 의한 다공성 크러드 층의 “wick boiling model" 개략도 [10-12]

Fig. 10-6. 다공성 크러드 층의 기하학적 구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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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7.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유효열전도의 온도에 대한 변화(크러드의

열전도도: 4.5 W/m/K인 경우)

Fig. 10-8. 물의 점성도의 온도에 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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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9. 포화상태에서 온도에 대한 물의 밀도 변화

Fig. 10-10. 압력 153.42 atm에서 온도에 대한 증기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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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1. H+, OH-, Li+ 이온의 확산계수

Fig. 10-12. 붕산의 각 반응에 대한 평형지수의 온도에 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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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3.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모델

Fig. 10-14. 온도 분포 (크러드 두께: 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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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5. 온도 분포 (크러드 두께: 30 μm)

Fig. 10-16. 온도 분포 (크러드 두께: 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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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7. 크러드 층의 두께에 따른 최대 온도 붕산의 최대 농도에 대한 비교

Fig. 10-18.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pH 분포 (두께 : 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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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9.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pH 분포 (두께 : 30 μm)

Fig. 10-20.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pH 분포 (두께 : 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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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1.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축방향 거리에 따른 pH 변화 (두께: 25 μm)

Fig. 10-22.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축방향 거리에 따른 pH 변화 (두께: 3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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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3.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축방향 거리에 따른 pH 변화 (두께: 40 μm)

Fig. 10-24. 붕산의 농도분포 (두께: 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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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5. 붕산의 농도분포 (두께: 30 μm)

Fig. 10-26. 붕산의 농도분포 (두께: 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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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7. 붕산 침전물 LiBO2의 농도 분포 (두께 : 25 μm)

Fig. 10-28. 붕산 침전물 LiBO2의 농도 분포 (두께 : 3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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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9. 붕산 침전물 LiBO2의 농도 분포 (두께 : 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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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및 수화학 운전 방안 도출

1) 방사성 크러드 포집 및 분석

가) 연구배경

국내 대부분의 경수로 원전은 장주기 고연소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핵연료 표면에 크러드(CRUD)

가 침적되거나 축방향 출력편차(AOA)가 발생하여 종종 출력 감발 운전을 하고 있으며 핵연료 피복

재에 침적되어 국부적인 부식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

생성 있는 크러드의 핵종 농도값과 원소들에 대해 정확하고 재생성이 높은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

다. 국내 원전의 경우 공기 중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Grab 시료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과

정에서 쉽게 산화․침전을 일으켜 대표성 있는 분석값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크러

드 분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크러드의 이동 메카니즘이나 계통 방사선량 저감화에 별반 기

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원전에서는 계통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 1차계통에 아연을 주

입하는 발전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원전에서도 경수로인 울진 원전 1호기를 필두로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계통 배관 내 방사성 크러드의 침적 및 핵종의 이

동메카니즘 변화와 계통의 방사선량율에도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통 내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의 grab sampling 법으로는 대표적인 부

식생성물의 농도 분석값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중앙 전력연구소(EPRI)에서

PWR 원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원전에서 얻을 수 있는 원자로 냉각

재 계통(RCS)과 화학제적제어계통(CVCS)의 부식생성물의 농도값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으로 인해 대표시료를 채취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

다. 아연주입을 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Vandellos Ⅱ 원전은 시료채취시 공기와의 접촉을 최

소화 시킬 수 있는 isokinetic sampling 법을 적용하여 그간 시료별 큰 차이를 보였던 분석

값들의 들쑥날쑥함이 사라졌으며, 분석 자료에 대한 재생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원전의 경우는 방사성 크러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표시료에 대한 연속적

인 채취 및 분석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축적된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크러드의 이동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통 선량 저감화에

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국 EPRI는 수화학 지침서상에 대표시료를 채취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원전 운영국에서는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러드 분석값의

재생성이 크게 향상된 대표시료 채취 기술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방사성 크러드 관리 및 AOA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대표시료 채취 기술 및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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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크러드 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계통 방사선량 저감화와 작업자

의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 원전 크러드 거동 및 해외 채취 사례

① 경수로 원전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거동

㉮ 방사성 크러드 저감화를 위한 수화학

경수로 원자로에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하고, 유량이 늘어나도

압력 강하가 적으며, 열전달 계수도 큰 편이며 중성자의 감속능력도 있는 등 그 특징이 높

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계통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대형

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사선으로 인한 물의 방사화분해로 방사성 기체가 발

생되며 많은 물질을 용해시키고 재료에 대한 부식성도 작지 않다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기기재료에 대한 부식성에 다소 문제를 남기고는 있지만, 경수로에서는 이 특성을 적절한

제어를 통해 냉각재로 사용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수로의 발전 메카니즘은 화력발전소와 마

찬가지로 원자로에 의해 생성된 증기를 이용한 터빈에 의한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구동기

구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BWR의 경우, 보일러에 상당하는 것이 원자로이며,

PWR의 경우는 증기발생기가 이것에 상당한다. 따라서 경수로 발전소의 최초 도입 시에 원

자로 특유의 핵연료 출력제어가 가능하다면 종래의 화력발전소에서 경험한 수질관리의 연

장선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틀

리지 않으며, 지금까지 개발해 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경수로 초기 도입을 과감히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 일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고순도의 보일러수를 다량으로 얻는 기술이다.

1,100 MWe 급의 비등수형 원자로(BWR)의 경우, 한 시간당 약 7,000 톤이나 되는 물이 원

자로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필요한 0.1 μS/cm 이하의 초순수를 얻는 공정에 성공하여 오늘

날 BWR 복수탈염장치 설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화력발전의 경험이 활

용되는 반면, 실제로 경수로를 운전해 보고 종래의 화력발전소에서 문제로 삼지 않은 “중성

순수 또는 붕산수의 방식”, “고온수에서의 코발트(Co)화학” 등 경수로에는 독자적인 수화학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수로 크러드 저감화에 관한 수화학”이다.

㉯ PWR의 방사성크러드 전망

PWR에서의 크러드 대책은 종사자의 피폭선량율이 Fig. 11-1과 같이 BWR보다 낮은 적

도 있어서 늦은 것 같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PWR 설계

자인 WH(Westinghouse)사, 프랑스의 Framatome ANP사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다.

양사 모두 부식생성물의 용해도가 냉각재 온도와 pH에 의존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고 p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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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함으로서 부식생성물의 발생과 핵연료에 크러드가 부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여

기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종래보다 치밀한 pH 제어 운전을 실시하고 있어 냉각재에 있

는 크러드 농도뿐만 아니라 핵연료봉 표면에 부착된 크러드 양도 매우 적어, Fig. 1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수실의 선량율도 다른 나라의 PWR 원전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크러드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확

립되어 있지 않아 전력회사와 발전설비 제작사가 공동으로 계통 내에서의 복잡한 크러드

거동을 규명하기 위해 발전소 운전 상황에 대한 정밀조사와 기초연구를 병행 수행해 오고

있다.

크러드 대책은 원자력발전소 운용에 직결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종래 발전소 설계자, 발

전설비 제작사 및 전력회사가 중심이 되어 연구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

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식생성물의 발생, 방사화 및 크러드 축적 등의 중요한 반응메카니

즘에 대한 해명을 학문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대두되면

서 미국, 영구 및 일본의 원자력 학회나 IAEA에서도 “수화학”에 관한 전문위원회 및 각종

세미나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전력중앙연구소인 EPRI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얻어진 부식생성물의 거동을 살

펴보고자 한다.

② PWR에서의 부식생성물 거동

㉮ 부식생성물 거동 해석

PWR 1차냉각계통에서의 부식생성물의 발생, 이행, 핵연료봉 표면으로의 부착, 방사화,

이탈 및 노심 배관으로의 축적 거동은 복잡하지만 크게 나누면 BWR과 마찬가지로 Fig.

1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①～⑤ 즉, 5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PWR 1차냉각계통에서 부식생성물의 주요한 발생원은 냉각재와 그 접촉 면적이 큰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재질이다. PWR의 선량률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은 Fig. 11-3에서 보여준

것처럼 크러드의 거동 메카니즘을 거치면서 계통 내에 축적되는 크러드의 조성은 대부분

58Co, 60Co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크러드의 저감을 위해서는 이 모체원소인 Ni,

Co의 발생 저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PWR에서는 증기발생기 전

열관 재질로 인코넬(Inconel) 600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합금은 니켈 함유율이 70 % 이상으

로, 특히 전도열에서 니켈 용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인코넬 600의 고온수 부식에 관한 연

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정상상태에서의 부식속도 및 부식생성물에서의 금속방출속도

는 각각 1.5 ～ 4.5, 0.5 ～ 2.0 mdm (mg/dm2/mo)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량의 불순물

인 Co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졌고, 인코넬 600 재질에 포함된 약 0.1 % 미량 불순물도 계통

의 방사성 크러드 생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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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부식생성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PWR에서는 냉각재의 수화학 관리개선에

관한 조사가 각국에서 널리 수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실적용 되고 있다. PWR의 부

식생성물인 니켈페라이트(NiFe2O3) 안에 있는 Fe나 Ni의 용해도가 냉각재 온도와 pH에 의

존하여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중성에서 약알카리 영역으로 1차계통의 수질을 관리

함으로서 저온측(증기발생기)에서의 용해도에 비해 고온측(핵연료봉 표면)에서의 용해도는

높아지고, 증기발생기에서의 용출을 억제하면서 핵연료봉 표면으로 부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연료봉에 부착되는 인자들로는, 용존 수소, 열유속 및 크러드 농도

도 생각할 수 있는데 pH만큼 영향은 크지 않다.

58Co, 60Co 등의 방사성 부식생성물은 노심외 배관 및 기기에 부착·축적되어 1차냉각계통

의 방사선량률을 증가시킨다. 이 부착속도는 냉각재의 pH와 재질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구조재 접액부의 산화막 성장속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 크러드 제어기술 개발 동향

경수로의 크러드 문제는 발전소의 선량률 저감화를 목적으로 공급수의 수질, 선량률, 핵

종의 기여 등 발전소 운용상태의 파악부터 시작하여, 발전소간에 상호 비교하여 이미 운용

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체요법적 대책을 적용하면서 현재 계통 내 방사선량율이

눈에 띄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량의 증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에 대해서는 한층 더 저감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전력회사 및 발전설비 제작사를 중심으로 하

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크러드 문제는 각국의 원자력 학회 등

에서 학문적 수준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

인 대책 제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축적과정

㉰-① 부식생성물의 방출 :

경수로의 경우, 선량기여율이 높은 핵종은 BWR에서는 60Co, 54Mn 이고, PWR에서는

58
Co,

60
Co 이다. 각각의 모체원소는 BWR에서는 Co, Fe이며 PWR에서는 Ni, Co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들의 부식생성물은 냉각재와 금속과의 경계면에 있는 복잡한 환경 하에서 방

출된다. 이것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부식 환경개선, 적정재료 선택 등의 대책이

강구되도록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의 거동은 Fe, Ni에 비해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Co가 경수로에서 선량율 기여가 가장 높은 원소라는 것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게 그 거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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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착, 이탈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함유되어 있는 부식생성물은 여러 가지 화학형태(화합물), 물리

적 성상(이온상, 입자상, 또는 입자상)을 지니고 거동하고 있다. 핵연료봉 표면으로 부착, 이

탈, 노심 외 배관으로 축적되는 것은 이들의 부식생성물의 성상, 냉각재의 pH 및 전기전도

도(미량의 불순물 존재), 금속계면과의 전기 화학적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다. 노심 외 배

관으로의 축적 기구는 실제 발전소에서의 조사 결과도 있어 모델화되고 있는데 노심부에서

의 부착 및 이탈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크러드 부착 시의 Fe와 Co

와의 상호작용, 또는 부착된 입자(크러드)나 이온의 이탈 등이다. 핵 연료봉에 부착된 부식

생성물이 이탈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선량율은 상승하지 않으므로 이 기구에 대한 해명은

매우 중요하다.

㉰-③ 모델링 :

부식생성물의 발생, 이행, 부착 및 이탈을 모델화하여 수학적 해석을 시험하고 있다. 이

모델링이 실증성을 가져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발전소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소

설계 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현 시점에서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방사성부식생성물의 축적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는 부

분이 있어 고유 플랜트의 평가 시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 향후 범용성 있는 code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료 채취 및 측정기술의 향상

통상 운전상태 확인과는 별도로, 예를 들면 크러드 대책과 같이, 부식생성물의 발생 및

이행 등을 정량적(물질을 분석하여 그 원소의 조성량을 비교, 측정하는 것을 정량분석이라

함)으로 파악하려고 했을 경우, 현재의 Grap 시료 채취법으로는 대표시료의 채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원전 운영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크러드의 거동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Capillary 시료채취법이나 Integrated 시료채취법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Fig. 11-4) 국내 원전에서도 크러드의 거동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시료 채취법보다 신뢰성과 분석의 재현성을 지닐 수 있는 대표시료의 채취기술을 검토,

적용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당초 크러드 대책이 그랬던 것처럼,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

한 다음, 상호간에 발전소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료채취법, 분

석법 및 실험법 등에 대해 표준화되고 재생성이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한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Diablo Canyon 및 스웨덴의 Ringhals

원전에서 Capillary 시료채취법과 분석법을 확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만간에 이 대표

시료 채취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원전에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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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원전에서의 크러드 포집기술 적용 경험

㉮ 원자로 냉각재(RCS) 부식생성물의 시료채취 배경

가압경수로 시료채취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부식생성물종들의 흔적(tracer)에 대한 대표적

인 시료를 채취토록 설계되지 않았다. 대신 주된 설계기준은 용해성 붕소와 용해성 핵분열

생성물의 분석을 위해 운전자가 초과 방사선량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액상시료를

얻도록 되어있다. 설치된 시료배관들은 길고 작은 bore-tubing으로 길이에 따라서 고르지

않은 온도변화가 있다. 부식생성물의 측정시에는 입자상 상호작용이 시료배관 벽과 크러드

트랩(crud traps)사이에서 발생하고 부식생성물의 용해성에 변화가 있게 된다. 후자는 시료

가 냉각되면서 1차 냉각재의 산성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 이 양쪽 모두 부식생성물 용해

성이 증가된다. 각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입자 및 용해성 화학에서의

변화와 노심 표면으로 부터의 이동에 대한 질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냉각재의 상태

에 대해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 시료채취를 방해하게 된다.

Westinghouse와 CE 형 가압경수로는 일반적으로 부식생성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시료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RCS 고온관 시료배관 및 CVCS

유출수 시료배관이며, 일부 원전에서는 RCS 저온관의 시료 채취지점도 가능하다. RCS 고

온관 시료배관은 전형적으로 600 피트 (～200 m)길이까지 그리고 보통 3/8인치 (10 mm)

스테인리스 강 tubing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2개 격납 차단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격납벽

을 통과해 보조건물에 있는 중앙 시료실로 연결되는데, 이곳에서 상온으로 냉각된다. 시료

배관길이 때문에 RCS에서부터 시료채취지점까지의 냉각재 이동시간은 10 ～ 15분 정도가

걸리나 이는 유량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대부분의 가압경수로들에서는 이중 격납 차단밸브

를 RCS 시료가 채취될 때에만 개방시켜 놓으나, 대다수의 유럽 원전에서는 이러한 밸브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시료배관을 통해 붕소농도측정기 또는 체적제어탱

크(VCT)로 연속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 시료배관에는 격납차단밸브 외에 보통 다른

차단밸브, 배출구 및 배기 연결관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배관지름에 대한 변화는 물론

입자상 농도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게 되는 크러드 트랩 (crud traps)처럼 작용하게 된다.

미국 가압경수로에서는 VCT로 0.1에서 0.5 gpm (0.4 ～ 2 ℓ/min)으로 단지 10～15분 동안

퍼지흐름을 유지시켜 종종 시료배관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배관 속에 잔류해

있는 오염물질을 전체적으로 퍼지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시료배관을 퍼지 시킨 후에

해당지역 시료채취밸브는 개방시키고 냉각된 시료는 분석을 위해서 포집된다. 운전주기의

횟수에서 고온관 차단밸브에 대한 제한은 일부 미국 원전 운영자들에게 고온관 RCS 시료

배관들의 사용을 제한하게 하고, 이 경우에 CVCS 유출수배관이 1차 냉각재시료를 포집하

는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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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S 유출수배관은 일반적으로 45 ～ 120 gpm 유량으로 운전되고 RCS 저온관 중 하나

로부터 채취된다. 이는 CVCS 재생열교환기의 동체 면을 통과함으로서 ～ 290℉(143℃)로

냉각되고, 압력은 감압밸브 또는 orifice plates로 30 ～ 35 psig(2 ～ 4 bar)로 감압되며, 또

한 유출유량을 조절한다. CVCS 유출흐름은 CVCS 탈염기로 연결되거나 또는 곧바로 VCT

로 연결되기 전에 유출열교환기로 인해서 ～115℉ (46℃)로 더 냉각된다. CVCS 시료배관

은 약 175피트 (53m) 길이로 일반적으로 2개가 장착된다. 이것들은 CVCS 탈염기가 베드

(bed)오염 제거인자가 측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후단 가까이에 장착한다. CVCS 유출수

배관시료를 사용할 때 한 가지 고려사항은 입자상 물질의 축적이 압력을 감압하는 단계에

서 발생할 수 있고, 부식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에서보다 냉각된 CVCS 유출흐름에서 더 용

해성이 있기 때문에 용해도 변경이 유출수가 냉각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VCS 유출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입자는 잔류하고 있는 RCS의 것과 서

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입자농도는 서로 유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RCS 시료배관을

개방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유량 변화와 연관된 형태의 입자상 과도현상(transients)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게다가 CVCS 유출배관에서의 온도변화와 연관된 용해

도변화 또한 RCS 시료배관 길이 아래에서 발생해 RCS와 CVCS 시료배관 양쪽에서 측정

된 용해성 농도(soluble concentrations)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고려사항들로

CVCS 배관이나 RCS 시료배관에서 예상된 것과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될 수

있으나, 이는 RCS 시료배관에서의 특징인 과도현상효과(transient effect)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RCS는 용해성, 콜로이드 및 입자상 종들이 혼합되어 있으나, 이것들을 2개 주요 분율로

나누는 것이 관례적이다. 이 두 가지는 0.45 ㎛ millipore 또는 이와 비슷한 여과지를 통과할

수 있는 “용해성” 분율과 0.45 ㎛ 필터로 걸러지는 “입자상” 또는 “비용해성” 분율이다. “용

해성” 분율은 실제의 용해성 분율로 모든 콜로이드성 및 작은 입자상 종들의 혼합된 상태이

다. 일부 환경 하에서 다른 포집 가능한 최소한의 미크론 크기가 사용되어 질 수 있으나,

0.45 ㎛ cut-off가 보통 사용되는 크기이다. 비록 많은 입자들이 더 작은 크기들일지라도 더

큰 입자들은 더 높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질량 분율을 생성하게 된다. RCS에

서 부식생성물의 상당히 많은 분율은 콜로이드상의 종들로 나타난다고 제안되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RCS에 있는 강한 환원조건 하에서 용해성 종들로서 주된 부식생성

물 종으로 등장하는 제1철(ferrous iron)만이 유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콜로이드성

제2철 수산화물형태 및 다른 부식생성물 방사성핵종이 젤라틴으로 된 침전과 함께 응결될

때 즉, 냉각재가 공기 중에 노출되자마자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콜로이드성 종들은 탈기

조건하에서 알려진 문제들로, 특히 다양한 가압경수로의 액상 방사성폐기물의 흐름을 분석

할 때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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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드(crud) 문제가 많지 않은 영국의 Sizewell B 원전과 스웨덴의 Ringhals 원전에서

isokinetic sampling시에는 낮은 입자의 농도가 나타나 덜 중요한 것으로 경험상 나타났다.

이러한 가압경수로에서 RCS 입자들은 지름이 주로 (＞95%) 1 ㎛ 또는 이보다 작았고, 시

료배관에 많이 축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1차 냉각재에 핵연료 크러드의 침전물(crud

deposits)에서 나온 다량의 입자상 물질이 존재한다면 그렇지만은 않다. 예로 AOA로 문제

를 겪고 있는 원전 또는 큰 입자상 정지 방출을 생성하고 있는 원전들에서는 다량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일 대표성있는 시료가 포집되어져야 한다면 isokinetic

sampler가 필요할 것이다. 더우기 핵연료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크러드(crud) 양을 가진 냉

각재 성분의 차이점 외에도 콜로이드성 및 입자상 부식생성물이 시료가 시료배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용해된다는 고려사항이 있다. 이것은 시료배관을 따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범위에서는 발생하게 되고 pH 변화를 동반하며, 이 두 가지 모두가 부

식생성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전자는 냉각된 시료배관 흐름이 온도가 떨어질 때 일어나

는 증가된 붕산의 분리로 인해서 염기성이 덜 하거나, 또는 Li 농도가 낮을 때 산성이 더 높

거나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부식생성물 용해도가 중간 시료배관 온도에서 가장 높기 때문

에 발생한다. 예로, RCS에서 존재하는 환원조건 하에서 철과 니켈 용해도는 시료배관의 길

이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데, 약 150℃에서 최고값에 도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콜로이드 종들을 용해함으로서, 또는 큰 입자에 대한 부분적 또는 완전한 용

해로 인해 용해성 농도를 증가시킨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료 채취시 공기 중의 산소(O2)에 노출되면서 침전되는 부식생성

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산소는 2가지 가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비록 이것이

검출 가능한 효과가 되기 위한 방사능 영역 없이 용해 속도는 매우 늦지만 니켈용해도가 상

당히 증가하게 된다. 둘째는 좀 더 심각한 효과인데, 원자로 냉각수 중의 지배적인 원소는

제1철로서 이들은 시료가 공기 중에 노출될 때 제2철로 산화한다. 산화된 철(iron)은 드물게

는 용해성의 제2철 수산화물 또는 hydrated ferric oxide 형태로 침전된다. 철수산화물은 보

통 방사성핵종의 추적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화학 분석에서 응집제로 사용되고 미세한 산성

의 용액에서 조차 제2철은 비용해성 수산화물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용해성 부식생성물의 방사성핵종은 51Cr, 58Co, 60Co, 59Fe, 54Mn를 포함

해 137CS처럼 분열생성물들은 과잉의 철 이온들과 함께 공침한다. 따라서 RCS와 CVCS 유

출수 시료 양쪽 모두를 포함해 local grab 시료는, 만일 시료가 실험실에서 여과되어진다면

입자상 및 용해성 종들 사이의 분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된다. 그러나 비록 결과가

여전히 높게 치우쳐 졌을지라도 가용성에 비가용성을 합한 부식생성물에 대한 총 농도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 값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부식생성물은 시료배관에 축적된 산화물과 상호작용하고 RCS 시료배관을 따라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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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량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시료배관의 유량을 변경하는 것은 측정된 가용성 부식

생성의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에 대한 예를 Fig. 11-5에 나타내었는데 Doel 1 원전

에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출력변화 또는 제어봉 낙하시험 등의 일상적인 시험시 과

도현상(transients)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해성 과도현상(soluble transients) 외에도 시료배

관의 밸브들이 변경될 때 1주일 정도는 입자상 과도현상(transients)이 일어난다. 이러한 형

태의 영향에 대한 예로 스웨덴 Ringhals 2 원전의 실 시험운전 자료를 Fig. 11-6에 나타내

었다. Fig. 11-5, Fig. 11-6에서 나온 실증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초기 배관을 개방할 때를

포함해서 시료배관 유량에서의 장애는 이 두 가지 용해성 및 입자상 부식생성물이 최대치

가 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10～10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러한 과도현상(transients)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료배관을 사용

하는 것이나,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퍼지(purge)를 연장해서 높은 유량으로 하고, 시료

가 채취될 때마다 매번 동일한 유량과 퍼지(purge)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일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단계들은 필수적이다.

㉯ RCS 고온관 시료채취 관행

대부분의 가압경수로에 기 설치된 RCS 시료배관에서는 일반적인 시료채취법으로는 정

확한 입자상과 콜로이드성 및 용해성에 대한 분율이나 농도를 나타내는 대표성이 있는 부

식생성물에 대한 분석값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시료 퍼지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채취

한 시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핵연료 표면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방출, 특히 입자상 방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보다 신뢰성 높은 분석값을 얻기 위해서는 시료배관을 지속적으

로 흐르게 하고 시료흐름이 공기에 노출되기 전에 여과되도록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재현

성 있는 부식생성물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신뢰성 높은 분석값을 얻기 위한 한 가

지 접근방식은 최소 1주나 2주 동안 유량의 흐름 장애가 없이 VCT로 흐르도록 유지하고

시료채취시 공기(산소)에 노출시키지 않고 입자상 분율을 포집하도록 필터 통기구(filter

stacks)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영국의 Sizewell B 원전은 약 2주 동안 시료배관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유로를 형성시켰고, 스웨덴의 Ringhals 원전은 시료 포집동안 시료배관에 붙

어있는 밸브를 만지지도 말고 이동도 없도록 하였다. 게다가 양쪽 원전들은 시료 채취시 공

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millipore 또는 유사한 0.45 ㎛ 필터에 바로 통과시켜 냉각재를

여과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량흐름은 용해성 및 입자상 농도가 포집될 수 있도록 좀 더 빠

르게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포집된 시료에서 측정된 것은 절대적인 의

미에서 RCS 농도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좀 더 신경을 써서 포집하게 된다면 분

석 결과 값은 절대적인 농도와 관련시킬 수 있다. 상호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순환루프의 원

자로 냉각계통에서 신뢰성 높은 부식생성물에 대한 분석 값을 얻기 위하여 고려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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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충분히 RCS 고온관 시료배관을 퍼지시킴

둘째,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높은 유량을 유지토록 해야 함.

(최소 1～2주 동안 지속적인 유량 유지)

셋째, 용해성 및 입자상 분율이 요구된다면 시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격납격리밸브의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미국 가압경수로는 이러한 모든 목표들

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각 원전들은 이러한 제한적인

시료 채취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분석 결과 값들이 대표성과 변이성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예로, 30분 동안 시료배관을 퍼지(purge)함으로서 비록 농도가 정

밀하지 않을 지라도 경향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결과 값

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RCS 시료채취의 대체 방안으로 CVCS 유출수의 배관 시

료를 사용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가압경수로에서 부식생성물의 시료채취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RCS 시료배

관을 퍼지한 후 개방된 플라스틱 병이나 시료 용기에 시료를 포집하는 것이다. 만일 크러드

시료를 얻기 위해 분리, 여과가 이루어진다면 공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실험이 행해지게 된

다. 이 방법은 스페인의 Vandellos II 원전에서 8주기에 CVCS 시료 panel이 시험 가동될 때

까지 사용되었다. 이것은 CVCS 시료 panel에 사용된 탄소필터가 포화되도록 충분히 높은

농도가 될 때, 총 부식생성물 농도를 얻기 위해서 발전소 정지나 기동기간 동안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이 RCS 시료채취법은 1시간 동안 대부분의 가압경수로의 시료 채취 시와 비교

해 더 높은 유량으로 퍼지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나온 분석결과 값에서의 기울어짐

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스페인의 Vandellos II 원전에서 얻은 결과는 “grab” 시료 채취법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이며 CVCS 시료 panel을 사용해 얻은 결

과들과의 비교를 위해 제시하였다. 많은 가압경수로들과 비교해 본 결과, 소위 용해성 및

비용해성 방사능핵종에 대한 분율을 얻기 위해 시료를 실험실에서 0.45 ㎛ millipore 필터

로 여과시 사용된 방법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3주기∼7주기 동안에 얻어진 결과들

에 대한 예를 Fig. 11-7에 나타내었다.

58Co, 60Co 및 기타 부식생성물의 방사성핵종에 대해 Vandellos II에서 측정된 용해성/비

용해성 분포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용해성 분율이 항상 용해성 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다.
58
Co의 경우, 용해성 종들보다 냉각재에서 입자상이 10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은 데이터에서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배(boat)" 모양을 가진 농도변화가

주기 동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비용해성 54Mn이 용해성 54Mn보다 분명하게

더 많았다는 것과 일부 134Cs와 137Cs이 항상 비용해성 분율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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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핵종은 용해성 분율에서만 나타나야 한다. 등량 CVCS 시료에 대한 제한된 수량만이

분석되었을지라도 이것들은 실험실에서 여과되어졌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록

대부분의 원전들이 시료를 여과,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결과가 종종 다른 가압경수

로들에서도 보고되었다.

부식생성물 분석을 위해서 RCS "grab" 시료를 사용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료배관, 아마도 필수적이진 않지만 capillary line이 RCS 시료를 포집하기 위해서 일반적

인 고온관 시료배관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방법들 중에 스웨덴의 Ringhals

원전에서 사용한 것처럼 뛰어난 감도를 얻기 위해 다량의 integrated 시료 포집법을 사용함

으로서 가장 대표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접근방식은 좋은 RCS 시료채취법을 사용

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에 설명하였다.

발전소 별로 3개씩 RCS capillary 시료채취 배관을 Ringhals 2, 3 및 4호기와 Sizewell B

원전에 설치되었다. 각각의 발전소에서 capillary heads를 설계한 AEA Technology사가 보

조건물 시료실에서 일반 RCS 고온관 시료배관의 출구 가까이에 포집기를 설치하였다.

capillary 배관은 30 ml/min ～ 40 ml/min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였고, 체적제어탱크

로 약 200 kg/h의 유량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되어있는 고온관 시료 by-pass 배관이 있

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시료배관 흐름이 capillary sample heads로 흘러들어가야 한

다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이 배관에는 입자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온라인 입자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3∼4일 이상 여과 포집기에서 RCS 냉각재 시료를 포집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데, 200∼300 ℓ의 integrated 체적과 동등하고, 유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운전 요

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이 기간 동안 고온관 시료배관에서는 밸브이동을 금지시키고 유량변

화 또한 금지시켜 과도현상(transients)을 최소화 시킨다. 시료는 ∮47 mm 여과지가 장착된

millipore holder를 사용하여 포집하다. 홀더 안에는 상단엔 0.45 ㎛ 보다 미세한 millipore

filter를, 아래쪽은 Gelman사 제품의 양이온 멤브레인 2개를 포개어 장착시킨 다음,

capillary 배관의 말단과 연결해 시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여과시킨다. 계통

수 중에는 음이온 종은 거의 없으며 여과지의 재질도 좋지 않아 음이온 멤브레인은 최근에

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재도입될 수도 있다. 시료채취 후에 holder는 검출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감기가 짧은 종들은 붕괴를 위해 5～10일 동안 방치, 건조시킨 후 분리한

다. holder는 그 후에 열어 millipore filter와 양이온 멤브레인 2개를 방사성핵종별 농도 분

석을 위해 각각 γ-분광기로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필터와 멤브레인은 마이크로웨이브 산분

해 장치(microwave digestion system)에서 고농도의 산(1/3 HCl + 2/3 HNO3)으로 용해하

고 원소별 농도 측정은 ICPMS 또는 ICP-OES로 분석한다.

Fig. 11-8, Fig. 11-9에 Ringhals 2 원전에서 5년에 걸쳐 분석한 철, 니켈 및 코발트 농도

와 59Fe, 58Co 및 60Co 방사능 농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우세한 원소의 부식생성물

은 1～2 ㎍/kg(ppb)의 Fe이고, 그 다음이 0.05～0.2 ㎍/kg인 Ni이며, 다음은 0.002 ㎍/k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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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kg 또는 ppt)인 Co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가압경수로에서 나타난 값과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또한 대부분의 원소의 철(59Fe)과 코발트(60Co)

은 용해성 종으로 나타나는 반면, Ni은 거칠면서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거나 입자상 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CVCS 유출수 배관시료 채취

CVCS 유출수 배관시료는 탈염기 정화인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정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grab 샘플링을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시료는 부식생성물의 분석을 위한 냉

각재 시료의 주된 제공처로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된 이유로

는, 시료가 더 이상 RCS와 동일한 온도에 놓여있지 않고 계통에서 낮은 유량 및 낮은 온도

로 인해서 입자상 및 용해성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온도는 용해성 부

식생성물의 종들을 측정할 때 장점이 되는데 고온관 시료배관의 높은 온도부분에서 일어나

는 시료 배관벽에서의 산소와의 상호작용이 배제되며 게다가, 입자상 농도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CVCS 유출수 배관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RCS에서의 그것과 입자

상 농도가 평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Vandellos II 원전에서 주요 시료

패널의 사용시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155 bar의 압력이 걸려있는 RCS 시료배관과

더 낮은 압력의 시료배관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cross-leakage 때문이다. cross-leakage를

막기 위한 측정으로 분리된 CVCS 부식생성물 시료 판넬(panel)이 설계되었고, 일상적인 부

식생성물 감시는 CVCS 유출수 배관쪽으로 이동되었다. 바람직한 입자상 시료채취를 얻기

위해 CVCS 탈염기 전단에 nominal isokinetic sample head가 수직으로 설치되고 판넬은

시료채취지점에서 5～10 m 지점에 위치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부식생성물 시료를 일정 압

력이 걸려있는 라인 상에서 직경 47 mm millipore 여과지를 필터홀더(filter holder)를 장착

시켜 filter stack에서 채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원자로냉각재가 공기에 노출되

지 않고 여과되었고, 이리하여 용해성 및 입자상 분율 사이에서의 원래의 분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필터홀더는 상단에는 1장의 0.45 ㎛ millipore 필터와 밑쪽은 1

장의 0.45 ㎛ Gelman사 양이온필터를 장착한다. 0.45 ㎛ Gelman사 음이온 필터가 장착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식생성물은 양이온 필터에 잡히기 때문에 음이온 필터는 사용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통수 중에 요오드 등의 음이온성 핵종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음이온

필터의 사용도 검토되어 져야 한다.

Vandellos II 원전에 설치된 시료 판넬과 유사한 판넬이 현재 스페인의 Asco 1 & 2호기

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필터포집기는 발전소 정지 및 기동기간 동안에 나타난 농도에

서는 쉽게 포화되기 때문에 단지 정상운전 동안에만 사용된다.

개별적인 필터들은 용해성 및 입자상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얻기 위해 γ-분광기(γ

-spectroscopy)로 측정된다. 양이온 종은 이후 용해성 원소의 분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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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녹여 분리하고, 반면 millipore 필터는 입자상 원소 분율을 용해하기 위해서 왕수

로 분해시킨다. Vandellos II 원전은 Co와 Ni 이온을 분석하기 위해 13주기까지는 stripping

voltammetry로 분석하였고 Fe는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로 분석

하였으나, 최근에는 ICPMS가 Vandellos II 원전에서 사용되었고 ICP-OES는 Asco 원전에

서 사용되었다. Vandellos II 원전에 설치된 시료 판넬은 일상적인 부식생성물의 시료채취

를 위해 8주기 이후부터는 지난 10년 동안 사용되어왔고, 14주기의 마지막까지 나온 결과에

대한 예를 Fig. 11-10에 나타내었다.

Vandellos II 원전은 8～9주기는 12개월 운전을 하였고 10～14주기까지는 18개월의 장주

기 운전을 행하였기 때문에 과도기 상태라고 여겨진다. 11주기부터는 4.5%까지 출력을 증

강시켰고 수화학체계는 12주기까지는 Modified Chemistry 체계를 따랐으며 13～14주기에

는 Constant Coordinated Chemistry 체계를 따랐다. RCS 판넬을 사용해서 얻은 이전의 데

이터와 비교할 때 CVCS 판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RCS에서 용해성 및 비용해성 종 사이의 분포는 공기에 노출 없이 측정되었을 때 상

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용해성 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의 재현성이 매우 좋게 개선됨.

- 부식생성물 양상에서의 조직적인 변화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음.

Capillary 측정법의 적용으로 매우 향상된 재현성으로 인해 18개월 주기로의 변경 및 출

력증강으로 인한 입자상 58Co, 60Co, 51Cr, 54Mn 및 다른 방사능핵종 농도에 대한 변화 추이

도 신뢰성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 연료주기, 열효율, 전 주기 pH 및 핵연료 장전 형태 등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은 또한 용해성 58Co 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용해성

54Mn 의 준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원소 상 부식생성물에 대한 분석자료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석 값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미국 Callaway 원전의 적용경험

Callaway 원전은 방사성 시료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없는 보조건물에 위치해 있는 시료

실에 연결된 표준 RCS 고온관 시료배관을 가진 Westinghouse 4-loop 가압경수로이다. 지

속적으로 시료가 흐르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냉각재 시료가 필요할 때마다 격납

격리밸브 2개를 열고, 배관은 약 30분 동안 VCT로 퍼지 시킨 후 약 5～10분 정도 배수시키

면서 시료를 포집한다. 정상운전동안 부식생성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RCS Hot Leg 시료라

인을 수분동안 배수시킨 후 1000 ㎖의 시료를 여과지가 장착된 분액깔대기를 이용하여 여

과한 후 여과된 필터를 일정시간 건조, 붕괴시킨 후 이온 및 핵종을 분석한다. 이 배관은 주

로 아연분석을 위한 시료포집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시료배관에 유로가 형성될 때는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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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 동안 RCS 시료배관의 고온부에서 산화물로의 아연흡수는 배관에서 산화물이 아연

과 포화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CVCS 시료배관을 이용해서 관찰된 값들과

비교 시 항상 낮게 나타났다. 아연흡수로 인해서 RCS 고온관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는 여전

히 CVCS 시료배관을 사용해서 측정된 것들의 약 50% 정도이다.

RCS 고온관 시료배관을 이용하여 분석한 58Co, 60Co, 철 및 Ni 이온들의 분석값이 과소평

가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4년 10월 8일에 부식생성물의 시료를 포집하는 일반적인 방

법이 CVCS 시료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Vandellos II 원전에서와 같이 시료 채취위치

의 변경으로 데이터의 재현성이 곧바로 개선되었으며 Fig. 11-1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결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선에는 58Co 및 60Co의 경우 표

시되던 배(boat) 모양의 양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포함하며 다른 가압경수로 원전에서의 시

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어봉을 월별, 분기별 낙하 시험시 입자상 과도현상

(transients)에 대한 측정값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으며 51Cr의 분석 자료에서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Vandellos II 원전과는 달리 CVCS로의 시료 유로변경은 약간의 상이한 측정 농도 값을

보여 주었다. 측정된 58Co 및 60Co 농도는 10배까지 더 높았고, 반면 Ni 농도는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Fe 농도는 낮게 나타났다. 원래의 RCS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말하려고 한

다면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CVCS 데이터에 대한 훨씬 좋은 재현성은 어떠한 경우에든

현존하는 어떠한 치우침보다도 더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Callaway 원전에서는 정상운전동안에 단지 총 방사능만이 측정되었으나, 작은 변경만으

로도 필터포집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용해성 및 입자상 분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봉 낙하시험이나 출력변화가 있을 때 마다 보여 주는 농도 스파

이크(concentration spike)로 볼 때 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입자상 농도가 냉각재에 존재한

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다) 방사성 크러드 포집 및 분석 결과

① 방사화 부식생성물 (CRUD)의 대표시료 채취

㉮ 크러드(Crud)의 생성

㉮-① 원자로 냉각재계통 주요재질의 전면부식과 크러드의 생성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발견되는 불용성 금속산화물의 현탁물질을 크러드(CRUD,

Chalk River Unidentified Deposits)라 하며 이것은 캐나다의 AECL 소속 Chalk River 연구

소에서 발견하여 당시 “Chalk River Unidentified Deposits"라고 불리던 것의 약칭이다. 이

들 크러드는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생성된다. 즉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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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계통의 전면 부식결과 생성되는 부식생성물(Corrosion Product)과 마모에 의하여 생

성되는 마모생성물(Metallic Wear Product)이다.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냉

각재계통은 원자로 용기(Reactor Vessel), 원자로 용기내장품(Vessel Internals), 원자로 냉

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가압기 및 관련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설비들은 항상 고온

의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강이나 인코넬(Inconel) 등과 같은 내식성

이 강한 금속을 주요 재질로 사용하고 있다.(Table 11-1)

㉮-② 크러드의 특성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중의 크러드 농도는 10 ～ 20 ppb 정도이며, 그 입자의 크기는 1～

10 μm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다. 또 원자로 냉각재 등의 방사화학적 분석조작상의 전문용어

로서 0.45 μm Millipore filter를 통과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크러드 입자들을 수

집하여 조사해 보면 비교적 색깔이 검고 자성을 띄고 있으며, 또 상당기간 운전한 원자로의

냉각재에서 수집한 크러드는 방사능 준위가 높다. 크러드의 주성분은 Fe2O3․nH2O

(Hematite) 또는 Fe3O4 (Magnetite)형의 철 산화물과 NiFe2O4 (Nickel Ferrite)가 주종을 이

루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NiFe2O4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또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1차계통의 화학환경은 환원성이므로 퇴적물은 그 외

에도 FeOFe2O3, NiOFe2O3, CoOFe2O3, FeOCr2O3 등으로 되어 있다. 또 이들 못지않게 크러

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로 코발트(Co)를 들 수 있다. 코발트는 니켈이 함유된 내식성 합

금에서 미량의 불순물로 발견되고 있다. 즉, 스테인리스강의 인코넬에서는 코발트가 대략

0.1% 정도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으나 크러드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코발트의 함량은 전술

한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코발트가 발견되고 있다. 크러드 내 1% 이상이 코발트로 되

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대부분 마모생성물(Wear Product)에서 발생된 크러드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 코발트 합금강인 스테라이트(Stellite)와 같은 합금은 내마모성과

고온 경도가 크며 열팽창계수와 용융온도가 강(steel)에 가깝기 때문에 밸브 시트 등의 덧

붙이로 많이 사용된다.

크러드는 발전소가 계속 운전됨에 따라 그 생성량은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들 크러

드의 존재는 발전소 운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전

열면(Heat Transfer Surface)은 핵연료 피복관이며, 핵분열 결과 발생된 열이 피복관을 통

하여 원자로 냉각재로 전달되는데 여기에 크러드가 침적되면 열전달 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크러드들은 또한 붕소를 함유하고 있어 발전소의 기동 시나 또는 정지 시에

크러드 방출로 인하여 노심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어서 정반응도 투입(Positive Reactivity

Insertion)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증기발생기 튜브에 크러드가 침적되면, 마찬가지로 열전

달 능력이 감소되어, 증기 출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특히 방사성 크러드가 침적하게 되

면 증기발생기 내부를 높은 방사선 영역으로 만들어 증기발생기의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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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 외에도 제어봉 구동장치나 밸브와 같은 기계적 장치의 저 유속 부위에 크러드가

침적 고착되면 기계적 오손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② 원자로 냉각재 크러드 시료 채취상의 문제점

㉮ 개요

원자로 1차계통의 시료 채취라인은 3/8" SUS의 재질로 대부분의 시료채취는 후드를 갖

춘 별도의 시료채취실(Sampling Room)에서 이루어진다. 통상 시료채취 라인의 길이는 20

0～300 m 정도이며 중간에 격납건물(CV)차단밸브가 Normal Close 상태로 있으며 시료 채

취 시에는 밸브를 열어 약 20분 정도 VCT로 순환시키면서 5～10분 정도 배수시킨 후 시료

를 채취해 오고 있다. 시료 채취실로 들어오기 전단의 배관 상에는 분석원의 피폭 보호를

위한 delay coil (3/8", 총길이 약 200 m)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연코일을 지나면서 높은

γ 에너지를 띤 N-16 (반감기: 7초)은 감쇄되어진 후 시료를 채취토록 설계되어 있다.

㉯ 문제점

Delay coil의 통과로 인한 머무름 시간에 의한 지체와 주기적인 핵연료봉 낙하 시험, 출

력변동 및 기타 밸브 조작 시 배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크러드의 탈착으로 인해 약 1시간

이상 VCT를 통해 순환되거나 기존 배관에 체류되어 있었던 시료가 충분히 배수되지 않으면

재현성 있는 CRUD 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

국내 원전의 시료채취법은 VCT로 연속, 순환 운전하는 유럽 원전과는 달리 미국 원전의

시료 채취법과 유사하게 평상시에는 “normal close”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시료 채취 시

에만 일정시간 VCT로 순환시킨 다음 소량 배수 후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실제 동일 조건

하에서 크러드의 농도조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퍼지(10-20분), 밸브차단 후

채취 및 4시간 퍼지 후 시료법으로 변화를 주어 시료를 분석해 본 결과, CRUD의 농도가

시료채취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Table 11-2). 밸브 차단 후 채취한 시료는 퍼

지 후 채취한 시료보다 약 39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4시간 퍼지 후 채취, 분석한 시료보

다는 5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국내 원전의 크러드 채취법은 실제적으로 포지시

간 및 포집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apillary 시료채취기 설치 운영 가능성 검토

○ 원자로냉각재 hot leg 시료는현재시료채취기사용지점과 grab 시료채취가가능하도록되

었으며, 시료채취기 설치 지점에 연속 감시가 가능한 DO/DH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T자로 연결

하면 시료채취를 별도의 설계 변경 없이 밀폐된 시료의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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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계통수 시료라인에 설치 운영시는 별도 사용을 위한 인허가 등을 고려해야 하

나 CVCS 탈염기 입구측에서의 시료채취 시는 안전성과 관련이 적으면서 대표성 있는 시료

의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포집장치의 설치는 CVCS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봄.

○ 시료채취기를 연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배관 내벽에 침적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주기적 세척 방안이 필요함(예: 매 사용 시마다 H2O2+HNO3로 세정하거나 초음파에 의

한 세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연속시료 포집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유량을 적산할 수 있는 off-line 방식의

적산계 사용법을 고려해야 함.

○ 국내 PWR 원전의 CRUD 시료 채취는 ASTM에 제시된 입자 크기의 기준을 적용해

0.45 ㎛ 필터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장 시료 채취결과 계통수 중에 입자가 큰 크러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3 ℓ 이상의 시료 채취가 어려움. 따라서, 장기 시료채취를 위한 극미량

연속식 시료 채취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CRUD 입자 시료는 시료 채취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 함.

▶ 공기와의 시료 접촉 후 측정시료는 즉시 여과, 측정한 시료보다 약 6배 정도 방사능

농도가 낮아짐.

▶ 음이온수지(R-OH) 에 여과 후 측정결과 수지의 방사능 농도가 약 100배 정도 높아

짐.

○ 필터의 Pore 크기가 각기 다른 여과 시험 후 방사능 농도 측정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운전 중 CRUD 입자는 수 마이크론 정도임을 확인함.

○ pH 13 이하의 콜로이드 상에서는 +전하를 띄기 때문에 음이온 수지가 코팅된 필터의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연속적인 시료 포집을 위해서는 운전주기 및 필터의 크기 선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한 것으로 봄.

○ 노심초기 CRUD 거동 파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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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분석법

○ 냉각재 시료는 0.45 ㎛ 필터를 기준으로 크러드를 채취하고 있으나, 산화성 분위기하

에서는 미세한 콜로이드가 (+) 전하를 띠므로 R-OH 수지를 사용하여 CRUD를 분석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③ Grab sampling 법의 문제점 및 특성 분석

㉮ 개요

원자로 냉각재 중에는 화학성분인 Cl, F, B와 핵분열성 물질인 I, Cs, Xe 등과 같은 균질

한 시료가 존재하는가 하면 Co, Ni, Fe, Cr 등과 같은 부식성 생성물인 CRUD와 같은 입자

성 및 용해성 시료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입자성을 띤 물질은 존재의 특성상 이들 물질에

대한 대표시료의 채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grab 채취로 인해, 분석결과에 대한 재현성이 떨

어져 CRUD 생성거동에 대한 메커니즘 파악이 어렵다. 이로 인해 계통 선량율의 제어와 작

업자 피폭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선진 원전 운영국에서는 앞 다투어 대표시

료를 채취할 수 있는 capillary sampling 법이나 integrated sampling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설비를 제작, 부착하여 재현성 있는 대표시료 채취법을 채택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수로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rab Sampling 법에 대

한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재현성 있는 시료 채취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CRUD 성상 분석

㉯-① 입자 구성 성분

㉯-①-a 대표적 성분 : 구조물의 방사화로 인해 생성되는 핵종.

(Mn-54/56, Co-58/60, Fe-59, Cr-51 등)

㉯-①-b 부수적 성분 : 핵연료, 제어봉 및 밀봉재의 결함으로 인해 생성되는 핵종

및 이온 (Ag-110m, Zr, Nb 등)

㉯-② 입자 크기 및 성상 분석

㉯-②-a 정상 운전 중 (영광 6호기, 주기말 시험)

원자로 계통 내에 존재하는 크러드의 성상은 계통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시료의

포집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CRUD가 시료의 포집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직접 받았을 때와 일정시간 배수 후 받았을 때, 시료를 대기 중에 장

시간 개방시켰을 때와 필터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등 다양한 환경 하에서 방사능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②-b 사용 여과지 및 수지

5 ㎛, 0.45 ㎛, 0.1 ㎛, R-OH(음이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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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 분석 결과

ㅇ 채취한 시료를 즉시 여과시킨 것과 대기에 개방시켜 공기 중의 산소가 유입된 상태에

서 여과시킨 후 계측한 결과는 시료 내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 0.45 ㎛ 기준시 방사성

크러드 물질이 절반 정도는 필터를 통과해 빠져 나왔으며 여과속도도 매우 빨라짐을 육안

으로 확인하였음.

ㅇ 필터 pore의 크기가 각기 다른 3개의 필터(0.1, 0.45, 5 ㎛)에 시료를 곧바로 통과시켜

측정해 본 결과, 모두 비슷한 농도 값을 나타내 운전 중 CRUD 입자는 환원성 분위기(DH:

40 cc/㎏)하에서는 입자는 수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었음.

ㅇ 채취한 시료를 대기 중에 개방시켜 4일 정도 방치한 후에 0.45 ㎛ 필터에 통과 시킨

후 측정해 본 결과, 즉시 여과 후 측정한 시료에 비해 방사능 농도가 약 1/6 수준으로 낮아

졌으며, 음이온수지(R-OH)에 여과 시킨 후 수지를 측정해 본 결과, 방사능 농도가 100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의미는 공기 중에 방치된 시료는 용액 내에서 아

주 미세한 콜로이드 상태로 변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어 음이온수지에 대부분 제거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과된 여액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미량의 Mn-54만 여액 중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전 주기 운전기간 동안의 CRUD 농도 변화

㉯-③-a 주기구분 (각 운전 단계의 기간은 2개월 정도임)

- BOL : 50 % 출력 ～ , - MOL : D+ 7개월 ～, - EOL : D+ 14개월 ～

㉯-④ CRUD 분석결과

원자로 계통내의 크러드(CRUD)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 월별로 YGN #5&6를 대상으

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왔다. 운전 초기(BOL)에는 크러드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다가 운

전 중기(MOL)에는 비교적 일정한 농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노심말기(EOL)에는

계통의 화학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CRUD의 농도도 크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모의크러드를 이용한 시료 채취

㉮ 모의 크러드 실험을 위한 시료 선정

㉮-① 일반적인 크러드 입도 분포

Kori #1 10주기 재장전 기간과 11주기 및 12주기 정상운전 기간 중에 채집한 부유 크러드

는 대부분 2 μm 전후의 입도를 갖는 크러드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리 1호기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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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장전기간 중에 채집한 수실 크러드의 입도분포 중 수실 크러드는 부유 크러드에 비해

상당히 큰 입도에서 최대의 분율을 나타내며 증기발생기 A, B 모두 7～11 μm에서 최대 분

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판 내벽에서 채취한 크러드의 경우 12 μm

정도 크기가 가장 많다. 평균 입도는 부유크러드의 경우 약 2.6～3.7 μm로, 수실 크러드의

경우 12.9와 17.4 μm로 전열판 크러드는 17.8 μm로 분석되었다. 부유 크러드의 평균 입도가

수실 크러드보다 매우 작았으며, 고리 1호기 10주기 재장전 기간 중에 채집한 부유 크러드

보다 11주기 및 12주기 정상운전 기간 중에 크러드 평균입도가 약간 작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11주기 및 12주기 중 크러드가 소량 존재해도 평균 입도는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서 크

러드의 평균입도를 구할 때 큰 크러드가 소량 존재해도 평균입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

어 정확한 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입도보다는 입도분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Fig. 11-12～Fig. 11-15)

㉮-② 모의크러드 시료 선정

일반적으로 크러드의 조성은 비화학양론적인 니켈페라이트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

으로 마그네타이트, 니켈페라이트, 코발트페라이트, 헤마타이트를 고려하였다.(Fig. 11-16)

마그네타이트는 Aldrich 사에서 판매한 것으로 평균 입자크기는 약 5 μm 정도로 실제 크러

드 입자보다는 조금 큰 형태이다. 마그네타이트의 자기적 성질은 페리자성체로써 비교적 자

화성이 큰 자화율을 가져 CRUD의 그것과 유사하며, 비중은 5.16 g/cm3 이며, 물에는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콜로이드 용액을 제조하는데 용이하다. 코발트페라이트(CoFe2O3)

시료는 일본 고순도 화학연구소의 제품으로 그 입자의 크기는 마그네타이트 입자보다 비슷

하거나 조금 작은 편이다. 자화강도 및 비중은 마그네타이트와 거의 유사하며 자기장 내에

서 입자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입자 크기는 2～3 μm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그네타이트보다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니켈 페라이트 입자는 CoFe2O3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순도 화학연구소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입도 크기는 3～4 μm 정도이다. NiFe2O3의 자화강도는 마그네

타이트나 코발트 페라이트의 60% 정도이며 비중은 5.37이다. Fe2O3는 Fe3O4와 함께 일반적

인 적철광(삼산화철) 중의 하나이다. Fe2O3는 Fe3O4나 CoFe2O3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

어 실험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Fe2O3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Fe2O3의 입자는 상대적으로 1 μm 미만으로 매우 작았다. 이 네 개의 시료를 입도분석

한 결과를 Fig. 11-17에 나타내었다. Fe2O3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모의크러드 시료선정시 NiFe2O3나 CoFe2O3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③ 크러드 시료 전처리

ㅇ 필터를 통해 걸러진 여과지 무게를 정확히 재고, Teflon Vessel에 넣는다. 질산 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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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4 ㎖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ㅇ Reference를 위한 Vessel을 준비하고, 나머지 Vessel과 함께 장치에 넣는다.

ㅇ 알맞은 시료 분해 시간을 설정하고, 완료되면 Vessel을 충분히 식히고

ICP-AES 또는 ICP-MS, AA 분석을 위해 알맞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④ 모의크러드 제조 절차 및 제조

ㅇ 0.1 M Ni(NO3)2․6H2O 250 mL과 Fe(NO3)3․9H2O 용액 750 ㎖를 2 ℓ 용기에 질소

주입으로 1 시간 교반시킨다.

ㅇ K2CO3(NH3)로 pH 10(공침물 생김)으로 맞춘다.

ㅇ pH를 맞춘 후 3 시간 숙성시킨다. 이때 stirring 해준다.

ㅇ 공침물을 2차 증류수, K2CO3(pH 10) 또는 NH3 (pH 10)으로 여러 번 세척한다.

ㅇ 100℃에서 4시간 진공건조 시킨다.(진공오븐)

ㅇ 건조된 생성물을 공기 분위기하에서 전기가열로 내에서 1050℃로 1시간동안 하소시킨

다.

ㅇ 생성물을 분쇄하여 300 lb의 압력에서 12 mm(Φ) × 4 mm(h) pellet을 제조한다.

ㅇ 제조된 pellet을 1300℃에서 6시간 동안 소결한다.

ㅇ 분쇄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모의크러드의 자료를 토대로 본 실험에 필요한 모의크러드 시료용액을 제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용액을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Boron 농도 : 600 ppm

- Lithium 농도 : 2.2 ppm

- Nickel Ferrite 사용량 : 약 1 g/30 DI water

㉯ 크러드 포집장치 제작

실험에 필요한 semi-pilot 규모의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장치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 모의 시료를 혼합, 순환시키면서 저장되는 저장

용기와, 상기 저장용기에 저장된 시료들이 순환하는 배관에 장착되어 전체유량을 조절하는

순환펌프, 상기 저장용기에 저장된 시료가 순환되는 배관에 장착되어 전체유량을 조절하는

순환밸브와, 상기 배관과 연결되고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용존산소부와, pH를 제어, 측정하

는 pH 측정부와,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Conductivity)부 상기 전도도부와 제 3 순환밸

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에 연결되고 유량 설정과 측정값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진 시

료를 공급받는 배관과, 상기 배관의 끝단에 장착되어 시료를 채취하는 capillary tube 등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마지막 capillary tube 끝에는 47 mm membrane filter holder를 장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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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0.45 μm membrane filter와 그 밑에 cation filter를 장입하여 모의크러드를 포집하였

다.(Fig. 11-18) 여기서, 상기 저장용기의 상부에는 용기 내에서 혼합시료가 잘 섞이면서 용

해될 수 있도록 교반기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상기 저장용기에 저장된 시료가 순환되는 배

관에 장착되어 전체유량을 조절하는 순환밸브는 상기 저장용기와 순환펌프 사이에 장착되

는 제 1 순환밸브와, 상기 저장용기와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배관에 장착되는 제 2 순환밸

브, 상기 순환펌프와 제 2 순환밸브의 사이에 장착되고 역류하는 시료를 저장용기에 전달하

는 제 3 순환밸브로 구성하였다.

상기 제 2 순환밸브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과 연결되어 용존산소를 측정

하는 용존산소 계측부는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용존산소측정기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상기 용존산소 계측부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과 연결되어 pH를 측정

하는 pH부는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pH측정기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상기 pH부

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과 연결되어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 측정부는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및 전도도계(conductivity meter)로 구성하였다. 상기 전도

도 계측부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에 연결되는 배관은 연결밸브와 고압펌프

를 이용하여 유량 설정과 측정값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진 시료를 공급받게 된다.

상기 배관의 끝단에 장착되어 시료를 채취하는 capillary tube는 극미량의 시료를 연속적

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내경이 0.15 mm인 모세관 튜브로 형성되면서 분당 3 ～ 5 ㎖의 시

료를 연속적으로 포집하고, 배관 내에서 유량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50 ～ 75 m 길이의 회

전형 롤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기 capillary tube에는 입자성(particle)과 이온(Ion)성

의 물질을 동시에 포집할 수 있도록 인라인 필터 홀더(in-line filter holder)가 추가적으로

장착되었다. 이를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상기 인라인 필터 홀더의 상단에는 크러드(CRUD)

시료를 포집할 수 있도록 0.45 ㎛ 입자성 시료채취를 위한 멤브레인 필터가 장착되고, 멤브

레인 필터 하단에는 양이온을 포집할 수 있도록 금속성 양이온필터가 장착되어 입자성과

이온성의 물질을 동시에 포집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기 고압펌프와 capillary

tube 사이에 위치한 배관에는 시료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와 시료의 온도를 측정

하기 위한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다.

㉰ 모의크러드를 이용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

이와 같이 구성되는 capillary sampler를 이용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의 모의크러

드 포집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 시료를 혼합, 순환시키면서 상단에는 내부에 수용되는 시료가 잘 섞이면서 용

해될 수 있도록 교반기가 장착되는 저장용기를 고정, 설치한 후 상기 저장용기에 저장된 모

의시료들이 순환하는 배관상의 전체유량을 조절하는 순환펌프를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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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저장용기에 저장된 시료가 순환되는 배관에 순환밸브를 장착하여 전체유량

을 조절하되, 상기 순환밸브는 상기 저장용기와 순환펌프 사이에 장착되는 제 1 순환밸브

와, 상기 저장용기와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배관에 장착되는 제 2 순환밸브와, 상기 순환펌

프와 제 2 순환밸브의 사이에 장착되고 By-pass되는 시료를 저장용기로 이송하는 제 3 순

환밸브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상기 제 2 순환밸브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

관에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용존산소측정기로 구성되어 용존산소를 제어, 측정하

는 용존산소 제어부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상기 용존산소제어부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

치하는 배관상에는 pH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pH측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pH

를 제어, 측정하기 위해 pH부로 연결시켰다. 또한, 상기 pH부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

하는 배관에 전도도 제어를 위한 개폐밸브, 유량계, 역류방지밸브 및 전도도계로 구성되어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Conductivity)부를 연결하였다. 다음으로 상기 전도도부와 제 3

순환밸브 사이에 위치하는 배관에 연결되고 유량 설정과 측정값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

진 시료를 연결밸브와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공급받는 배관을 연결한 후 상기 배관의 끝단

에 시료를 채취하는 capillary tube를 장착하면 capillary sampler를 이용한 방사성 부식생성

물 포집장치의 조립은 완성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capillary sampler를 이용한 방사성 부식생성물 포집장치를 운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전 절차로 수행하였다.

먼저, 유량 설정과 측정값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저장용기에 장착되는 교

반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계통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부식생성물과 유사한 모의 부식생성물

을 잘 섞은 후, 순환펌프를 통해 전체유량을 조절한 다음, 제 2 순환밸브를 이용하여 시료들

이 배관을 따라 저장용기에 수용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시료의 용존산소를 측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2 순환밸브를 열고, pH 체크밸브와 전도도 체크밸브를 닫은 후,

제 1 순환밸브와 용존산소 체크밸브를 조절하여 용존산소 측정기로 시료가 유입되도록 한

다. 여기서, 상기 용존산소 측정기에 유입되는 유량은 용존산소를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100 mℓ/min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상기 pH 체크밸브와 전도도 체크밸브는 제어판에서 SV 2와 SV 3의 on/off 버튼을

눌러 off 상태가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시료의 pH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1 순환밸

브와 제 3 순환밸브를 그대로 두고 개방된 체크밸브를 제어판의 SV 1을 눌러 off 상태로

한 상태에서, SV 2를 눌러서 pH 체크밸브를 개방된 상태가 되도록 한 후, 유량계를 확인하

면서 유량을 100 mℓ/min 조절한 다음, pH 메터기로 읽혀지는 값을 측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료의 pH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도도 체크밸브와 SV 3를 열고 전도도계를

통해 읽혀지는 값을 측정하면 된다. 여기서, 상기 용존산소부, pH부, 전도도부의 측정은 따

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존산소부, pH부, 전도도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즉, 상기

용존산소부, pH부, 전도도부를 동시에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1 순환밸브, 역류방지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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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pH 체크밸브, 전도도 체크밸브들을 열고 상기 제 2 순환밸브를 이용하여 전체 유량을

100 mℓ/min으로 조절한 다음, 각각의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유량계들을 확인하면서

유량을 100 mℓ/min으로 조절함으로써 각각 측정 장치에서 읽혀지는 값들을 한꺼번에 측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량설정과 측정값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맞춘 다음, 상기 최적

의 조건에서 밸브 연결밸브를 SV 4를 On 시킨 다음 방사성 부식생성물을 capillary tube로

보내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capillary tube의 사이즈는 아주 작기 (1/16

인치) 때문에 고압펌프를 통해 유량을 조절하되, 상기 고압펌프는 최대 3,500 RPM에서 0

PSI의 압력일 때 76 ℓ/hr의 유량을, 250 PSI의 압력에서는 19 ℓ/hr의 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펌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Fig. 11-19, Fig. 11-20은 고압펌프에 50 m 길이

의 capillary tube를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capillary tube에 걸리는 압력에 따라 유량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특히 본 장치에서 상기 capillary tube는 실제 발전소의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시에 적

용하였을 경우, 유량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시료를 채취하면 부식생성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

추어 시료를 포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반감기가 짧은 방사선 원

소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capillary tube를 통과한 부식생성물(CRUD) 시료는 polycarbonate 재질의 47 mm 인라인

여과 홀더(in-line filter holder)가 장착된 0.45 um 멤브레인 여과기(membrane filter)와 양

이온 여과기(cation filter)를 사용하여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시료를 최적의 조건에서 포집이

가능하게 된다.(Fig. 11-21)

이때, 포집된 방사성 부식생성물 여과시료는 마이크로웨이브 산분해 장치(Microwave

Digestion System)를 이용하여 공기와의 접촉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

료를 분해시켜 분해된 시료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나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를 이용하여 그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해된 시료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on Chromatography, IC)를 이용하여 방사성 부

식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의 함량도 분석하게 된다.

㉱ Microwave 산분해 장치를 이용한 크러드 시료 전처리

앞서 언급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채취된 모의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

하기 위하여 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이용하여 산 분해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apillary tube를 통과하여 membrane filter에 채취된 시료를 공기와의 차단을

최소한 하기 위하여 N2 gas로 퍼징한 후에 petri dish에 옮겨 담은 다음, furnace로 신속하

게 옮긴 후 membrane filter의 수분이 거의 다 사라질 정도(약 1시간)까지 건조시킨다.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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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membrane filter를 데시케이터에서 충분히 식힌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Fig. 11-22)

⑤ Capillary 포집 장치를 이용한 크러드 시료분석 및 평가

㉮ 시료채취법에 따른 시료무게 측정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capillary를 이용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와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먼저 각 방법에 의해 채취된 시료의 양을 조사하였다. capillary를 이용

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의 경우, 극미량의 시료를 분당 4㎖의 일정한 유량으로 연속

적으로 흘려주면서 매 시간 시료를 채취하였고 grab 시료채취는 장치전체를 순환시키지 않

고, 용기(reservoir)에서 매 시간 바로 채취하였다. capillary시료 포집법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킨 포집하기 때문에 채취된 시료의 분석 값이 비교적 안정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11-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12시간 시료를 채취하는 동

안 시료 포집량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제조한 모의시료의

입자가 불균질한 용액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capillary를 통과하는 동안 입자가 큰 CRUD

는 모세관 벽에 부착되어 관막음 현상을 나타내면서 포집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동일 시간동안에 grab sampling법을 이용하여 포집된 시료를 여과하여 무게를 측

정해 본 결과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부터는 시료 포집량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값도 capillary에 의한 분석 값에 비해 불 균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 시료 포집 시 마다 포집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공기 중 산소와의 반

응으로 철염 형태의 침전을 이루기 때문에 침전물 형태의 시료를 여과 시에는 capillary를

이용한 포집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포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원소분석

각 모의크러드 시료를 채취한 후 산분해법으로 시료를 용해시켜 측정한 원소들을 분석하

였다. 먼저 capillary sampling법으로 채취된 시료의 원소분석을 하였다. Fig. 11-2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Fe과 Ni의 농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값은 일정 농도값 범위에

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1-25에서는 grab sampling에 의해 채취된 시료의

원소를 분석하였다. grab sampling에 의한 시료채취법에서 Fe의 원소 분석 값을 보면 각

시간대에 측정된 값들이 비교적 불규칙적으로 측정되었으며, 농도에서도 그 범위가 넓게 나

타났다. 동일 조건과 환경 하에서 채취한 시료들의 포집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는 실제

원전에서 grab sampling에 의한 방사화 부식생성물(CRUD)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매 분석시마다 분석 값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톱니바퀴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grab sampling 분석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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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냉각재 크러드 시료의 포집 및 분석(YGN#5&6)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보여준 capillary sampler를 국내 원전에 적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 시료채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Table 11-3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시료 채취에서의

millipore filter를 Table 11-4에 나타내었다.

Capillary 포집법의 비교 실험을 위해 선정한 원전의 시료채취실내의 3/8“ 배관상에

capillary 포집기를 장착하여 총 5회에 걸쳐 시료를 포집하였다. 시료 포집을 위해 분당

100cc의 유량으로 각각의 필터에 대해 1 ℓ, 5 ℓ, 10 ℓ를 통과시킨 후 크러드 시료의 방사

능을 분석하였다. 총 1 ℓ와 5 ℓ를 통과시킨 시료는 1.4 μCi 와 1.8 μCi로 유사한 방사능

값을 나타냈으나 10 ℓ를 통과시킨 필터의 방사능은 방사능 농도가 높아 Dead Time으로

인해 곧바로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grab 포집법인 분당 4 ℓ의 유량으로 통과시

켜 얻은 1 ℓ의 시료를 분석해 본 결과, 방사능량이 총 4.2 μCi로 capillary 포집법에 의해

얻은 시료의 방사능보다 약 2.7배 높게 나왔다. 이는 짧은 시간동안에 빠른 유속으로 배수

시키기 때문에 배관벽에 침적되어 있는 크러드의 탈리로 인한 일시적인 크러드의 증가에

기인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원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사능 추이를 나타내고 있

어 capillary 포집법이 grab 포집법보다 대표성과 신뢰성이 한충 더 높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원자력발전소 운전의 효율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들은 장주기 운전

(long term cycle operation) 패턴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 추세이다. 노심환경의 변화는 노심

안에 장입된 핵연료봉 표면상의 크러드 침적과 방사화된 크러드의 계통 배관내로의 이동,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방사선장의 증가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량 증가에 기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크러드(CRUD)의 정확한 분석은 크러드의 거동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축방향 출력편차(AOA)를 제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원전

작업자의 피폭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이유로 미국 중앙전력연구소(EPRI)에서는 수화학지침서(Rev.4, 5, 6)

상에 대표시료 포집의 중요성에 대해 지침으로 기술하였으며 각국의 원전에서는 앞 다투어

자체적으로 개발, 적용해오고 있다. 현재 Capillary 포집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

전으로는 미국의 Diablo Cayon, Calloway 원전과 스웨덴의 Ringhals 2, 3 & 4, 영국의

Sizewell B 원전 및 스페인의 Vandellõs 원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국내 원전에 실 도

입,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시험용 Capillary포집장치를 개발하여 원

전 수화학 환경과 유사하게 모사한 모의 크러드를 제조하여 적용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자로냉각재 중에 함유된 크러드의 성분 및 입자의 크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터 pore의 크기가 각기 다른 3개의 필터(0.1, 0.45, 5 ㎛)를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 270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채취한 시료를 즉시 여과시킨 것과 대기에 개방시켜 공기 중의 산소가 유입된 상태

에서 여과시킨 후 계측한 결과는 시료 내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 0.45 ㎛ 기준시 방사성

크러드 물질이 절반 정도는 필터를 통과해 빠져 나왔으며 여과속도도 매우 빨라짐을 육안

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필터 pore의 크기가 각기 다른 3개의 필터(0.1, 0.45, 5 ㎛)에 시료를 곧바로 통과시

켜 측정해 본 결과, 모두 비슷한 농도 값을 나타내 운전 중 CRUD 입자는 환원성 분위기

(DH: 40 cc/㎏)하에서는 입자는 수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채취한 시료를 대기 중에 개방시켜 4일 정도 방치한 후에 0.45 ㎛ 필터에 통과 시

킨 후 측정해 본 결과, 즉시 여과 후 측정한 시료에 비해 방사능 농도가 약 1/6 수준으로 낮

아졌으며, 음이온수지(R-OH)에 여과 시킨 후 수지를 측정해 본 결과, 방사능 농도가 10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의미는, 공기 중에 방치된 시료는 용액 내에서 아

주 미세한 콜로이드 상태로 변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어 음이온수지에 대부분 제거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과된 여액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미량의 Mn-54만 여액 중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치실험을 위한 모의크러드의 제조는 모의크러드의 자료를 토대로 본 실험에 필요한 모

의크러드 시료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일본 고순도 화학연구소에서 제조한 Ni, Co 및 Cr과

함께 합성된 페라이트(Fe2O3)를 표준 조제시약으로 사용하였다. 모의 크러드 제조 환경은

원자로 냉각재와 유사하게 붕소 농도는 600 ppm, Li 농도는 2.2 ppm 및 Nickel Ferrite 사

용량은 용존산소가 5 ppb 이하인 30 ℓ의 순수에 약 1 g 정도가 들어가게 제조하였으며 모

의크러드 용액 제조 후 용액 중의 성분 확인을 위해 시료를 분석해 본 결과, 원자로 냉각재

시료와 유사한 성분의 원소 즉, Ni, Co, Cr 및 Fe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원전 현장의 실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YGN #5를 대상으로 1차 계통 시료채취 라

인에 capillary tube를 실제 해외 원전에서 사용되는 tube 길이(200m)보다 약 5～6배 정도

짧은 capillary 튜브 끝단에 시료포집용 홀더를 달아 총 5회에 걸쳐 시료를 포집, 분석하였

다. 본 실험을 위해 제작한 capillary sampling system은 해외 원전에서 사용 중인 포집조건

과 유사한 장치로서 장착된 필터 홀더 상층단에는 필터 직경이 47 mm인 0.45 ㎛의

millipore 필터를, 하단에는 양이온성 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cation 필터를 장입하였으며 튜

브의 직경은 1/16
〃
(0.16 cm), 유량은 분당 4 ㎖ 정도로 유량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제작하였

다. 시료의 통과량은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사용제한과 배수량의 제한 및 주변공간 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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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을 고려하여 1회 시료 채취시 통과 유량은 총 3 ℓ 이내로 제한하였다. 해외 원전의

경우 capillary sampler로 1회 포집시 통수량은 총 200∼300 ℓ로 (3∼5 ㎖/분)로 약 2∼3일

정도 걸리지만 본 실험에서는 포집상의 제약으로 약 10시간 정도밖에 포집할 수 없었다. 실

제 통과 유량이 해외 원전에 비해 약 1/67∼1/10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표시료 값이라 하

기엔 상당히 미흡한 통과량이지만 capillary포집기의 설치 및 운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분석 값의 경향을 대충이나마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Grab sampling 법과 capillary sampling 법의 분석차를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해 동일 조

건하에서 채취, 분석해 본 결과 grab 채취에 의한 분석값이 capillary 채취법보다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 채취횟수의 제한으로 핵종별 변화추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capillary 측정값이 grab 분석값보다 약간 낮으면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었

다.

비록 소량의 시료포집에 의한 분석 값이었지만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capillary sampling 법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적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FSAR의 개정

및 사용자의 관심이 고조되어 진다면 조만간에 전 원전에 확대 적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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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설 비 재 질 비 고

1. 핵연료

1) 피복관 Zr-4

2) 묶음쇠 Inconel-718
영광1, 2호기:

중간 6개 Zr-4

3) 안내관 Zr-4

2. 제어봉 집합체

1) 중성자 흡수물질 ․Ag-In-Cd
고리1, 2 및울진 1,

2

․B4C + HF
고리3, 4 및영광 1,

2

스테인리스강

3. 가연성 중성자 흡수봉

영광1, 2호기
1) 중성자 흡수물질 ․Borosilicate Glass

․B4C-Al2O3

2) 외부피복관 스테인리스강

4. 원자로 용기 스테인니스강 피복된 탄소강

5. 증기발생기의 튜브 Inconel-600

6. 기타 원자로 냉각재 스테인리스강

계통 관련 배관

Table 11-1. 원자로 냉각재계통 주요 구성설비의 재질(PWR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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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후 방사능 농도

(채취일:‘08.12.03)

밸브 차단 후 방사능 농도

(‘08.12.04 10:00)

4시간 퍼지후

방사능 농도

Cr-51 : 4×10 Cr-51 : 3×103 Mn-54 : 5×100

Mn-54 : 7×100 Mn-54 : 1×102 Mn-56 : 1×10

Mn-56 : 8×100 Co-58 : 1×103 Co-58 : 4×10

Co-58 : 4×10 Fe-59 : 5×10 Co-60 : 2×100

Nb-95 : 2×10 Co-60 : 3×102 Nb-95 : 1×10

Zr-95 : 2×10 Nb-95 : 8×102 Zr-95 : 8×100

Nb-97 : 8×100 Zr-95 : 6×102 Nb-97 : 2×10

Zr-97 : 5×100 Zr-97 : 2×10

Σ= 1.5×102 Σ= 5.8×103 Σ= 1.0×102

Table 11-2. 시료채취 조건 변화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농도(YGN 제3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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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방법 핵종분석결과 비고

1

▸날짜: 09.02.16 (14:00)

▸필터가 장착된 연속시료 채취기로4000

cc/min 으로 총 10,000cc 시료 채취

▸ Dead Time : 98%

방사능 농도 측정 불가

정지후,

재기동시

2

▸날짜: 09.02.17 (10:06)

▸절차서에 따라 1000cc병에

4,000cc/min 으로 1000cc 채취

▸CR-51: 1.331E+00

▸Mn-54: 5.607E-02

▸Mn-56: 2.198E-01

▸Co-57: 3.491E-03

▸Co-58: 2.534E+00

▸Co-60: 5.217E-02

∑= 4.196E+00

3

▸날짜: 09.02.18 (14:00)

▸필터가 장착된 연속시료 채취기로

100cc/min 으로 총1,000cc채취

▸CR-51: 4.106E-01

▸Mn-54: 1.018E-01

▸Fe-59: 2.046E-02

▸Co-57: 3.178E-03

▸Co-58: 1.035E+00

▸Co-60: 1.856E-01

∑= 1.756E+00

4

▸날짜: 09.02.20 (13:50)

▸필터가 장착된 연속시료 채취기로

100cc/min 으로 총 1,0000cc채취

▸ Dead Time :23%

방사능 농도 측정 불가

Co 방사능

농도가

평소의 10배

증가됨.

5

▸날짜: 09.02.26 (13:50)

▸필터가 장착된 연속시료채취기로

100cc/min 으로 총 5,000cc 채취

▸CR-51: 3.734E-01

▸Mn-56: 2.123E-02

▸Fe-59: 1.087E-02

▸Co-57: 1.361E-03

▸Co-58: 8.295E-01

▸Co-60: 1.856E-01

∑= 1.422E+00

Table 11-3. 영광 원전 capillary sampler에 의한 CRUD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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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일시 채취 필터
채취량(L)

유량(L/min)
비고

09.02.16 (14:00)
10 ℓ

(4 ℓ/min)

방사능

농도측정불가

Dead Time:

98%

09.02.17 (10:06)
1 ℓ

(4 ℓ/min)

방사능 농도:

4.196E+00

09.02.18 (14:00)
1 ℓ

(100 cc/min)

방사능 농도:

1.756E+00

09.02.20 (13:50)
10 ℓ

(100 cc/min)

방사능

농도측정 불가

Dead Time:

23%

09.02.26 (13:50)
5 ℓ

(100 cc/min)

방사능 농도:

1.422E+00

Table 11-4. YGN 원전에서의 capillary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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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미국 원전의 년간 피폭선량 실적

Fig. 11-2. 경수로 SG 수실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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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냉각재 표면에 부착된 방사성 크러드 조성 및 선량 기여

Fig. 11-4. Integrated Capillary Samp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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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Doel 1에서 유량변화로 인한 가용성 니켈 및 코발트 농도 변화

Fig. 11-6. Ringhals 2 원전의 핵연료 교체 후 기동 이후의 RCS

입자상 농도 (1995년 제어봉 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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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Vandellos II 원전에서 여과된 RCS 고온관 “grab”

시료를 사용해 3～7 주기에 측정된 Co-58 및 Co-60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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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Ringhals 2 원전의 Fe(上), Ni(中) 및 Co(下) 농도

※ 데이터에서 입자상은 closed symbol/(0.45 ㎛), 가용성은

open symbol, 굵은 선은 총 농도.

※ IS=Integrated Samples (3-4일 동안 200-30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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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Ringhals 2에서의 Fe-59(上), Co-58(中) 및 Co-60(下) 농도.

※ closed symbol(0.45 ㎛)는 입자상, 가용성은 open symbol, 그리고 굵

은 선은 총 농도.

※ IS= Integrated Samples(3～4일 동안 200-30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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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0. Vandellos II에서 CVCS 시료판넬을 이용해 측정된

부식생성물 방사능핵종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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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1. Callaway에서 RCS 고온관 또는 CVCS 시료배관을

이용해 측정된 13, 15주기의 원소 및 방사능핵종의

부식생성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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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2. Kori #1 11주기 정상가동 중 채취한 RCS 크러드 형태(0.2 μm

Filter, 1ℓ)

Fig. 11-13. Kori #1 12주기 정상가동 중 채취한 RCS 부유 크러드의 형태

(a; x1,000 b; x4,000)

* 백그라운드의 실타래처럼 얽힌 것은 여과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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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4. Kori #1 10주기 연료재장전 기간 중 채취한 SG 수실 크러드의

형태 (a; 작은 입자 b; 큰 입자)

Fig. 11-15. Kori #1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러드의 형태

(a; X100 b; X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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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16. 모의크러드 입자의 SEM 사진

(a) 마그네타이트, (b) 니켈페라이트, (c) 코발트페라이트, (d) 해마타이트

Fig. 11-17. 입도분석 비교그래프



- 287 -

Fig. 11-20. 고압펌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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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1. 고압펌프의 압력에 따른 유량측정 (capillary tube: 50 m)

 

Fig. 11-22. 모의크러드 방사화 부식생성물 포집장치 중의 Capillary Tube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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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3.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의한 산분해

Fig. 11-24. Capillary Sampling법과 Grab Sampling법에 의한 채취시료 무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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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5. Capillary Sampling에 의한 채취시료의 원소분석

0.00E+00

1.00E+05

2.00E+05

3.00E+05

4.00E+05

5.00E+05

6.00E+05

7.00E+05

8.00E+05

9.00E+05

1.00E+06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Fe Co Cr Ni Mn Li B
(ppm)

(hr)

Grab 

Fig. 11-26. Grab Sampling에 의한 채취시료의 원소분석



- 291 -

2) 원전 피복관 크러드 분석

가) 연구배경

핵연료 연료봉에 침적되는 크러드는 원자로내에서 비정상 출력분포 (AOA)의 원인이 되

며 핵분열시 생성되는 중성자에 조사되어 방사화 됨으로서 냉각계통을 오염시킨다. AOA는

외국의 여러 발전소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AOA가 발생한 발전소의 크러드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발전소의 크러드를 비교분

석 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사용하여 AOA가 발생한 울진 2호기 크러드와 AOA가 발생하지 않은 영광 1호기

핵연료봉 크러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핵연료봉의 외관분석, 산화층 분석,

그리고 기타 화학분석 등의 크러드 특성 자료들이 AOA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크러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나) 크러드 시편 분석

① 시편제작

원자력연구원 조사 후 시험시설 내에 보관 중이던 울진 2호기 K23P04 핵연료 연료봉과

영광 1호기 O10N05 핵연료 연료봉을 사용하였다. 먼저 핵연료봉에 대한 외관 검사와 산화

층 분포를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에 연료봉 표면에 부착된 크러드를 수

집하기 위해 연료봉 피복관과 같은 재질의 zircaloy tube를 사용하여 zircaloy knife를 제작

하였으며 관련 치구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알루미늄 은박지 거치용 선반, 시편용기 등을

준비하였다. 핵연료 연료봉에 부착된 크러드를 분석하기 위한 시편은 Studsvik (스웨덴)에

서 제안한 4 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 Zircaloy knife로 연료봉 표면을 긁어 발생되는 크러드 분말을 알루미늄 은박지에 수집

- Zircaloy knife에 남아있는 크러드 분말을 닦아낸 탈지면

- Knife의 칼날 부분

- 표면을 찍어낸 tape

크러드 채취용 치구를 사용하여 크러드가 가장 두껍게 관찰된 연료봉 하단으로부터 3300

mm 위치에서 Zircaloy 연료봉 표면이 나올 때까지 긁어서 크러드 시편을 채취하였다. 표면

테이핑용 치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여러 번 테이핑하여 크러드를 채취하였다. Table 1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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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시편 제작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었다.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인출한 시료들은 각

시험항목에 적합하게 시편을 제작하였다. Studsvik에 보낼 시편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

고 무게를 측정해 두었다. EPMA 및 SEM/EDS 시험용은 브라스 마운트에 카본테입으로

고정후 카본 코팅을 하고 Pt 코팅을 하였다. ICP-AES 시험용은 플라스틱 vial에 보관하였

다. Fig. 12-1에 조사후시험시설에서 핵연료봉으로부터 크러드를 채취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Fig. 12-2는 테이핑 시편을 SEM/EDS 분석용 시편으로 만든 것이며 Fig. 12-3은 크

러드 시편을 모아둔 플라스틱 용기를 보여준다.

②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2-4는 영광 1호기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낸다. 검사한 모든 위치에서 외관상 크러드

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Fig. 12-5는 울진 2호기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낸 것인데 모든 위치

에서 크러드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울진 2호기에서 AOA가 발생하였는데 연료봉 상단에서

관찰된 크러드가 원인 물질로 생각된다. Fig. 12-6과 7은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의 핵연

료봉의 산화층 분포를 위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영광 1호기의 경우는 2000-3500 mm 사이

에서 산화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Fig. 12-6). 반면에 Fig. 12-7에서 보면 울진 2호기의

경우에는 2500-3400 mm사이에 산화층이 두껍게 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연료봉 하단 (절편

번호 01)은 영광 1호기나 울진 2호기의 경우 산화층의 두께가 약 10 ㎛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절편번호 02와 03 위치에서는 영광 1호기의 경우 산화층의 두께가 높게 나타났다.

연료봉 상단 3100-3300 mm 인 절편번호 04 위치에서는 산화층의 두께가 울진 2호기의 경

우 매우 두껍게 관찰되며 (～ 180 ㎛) 상단으로 갈수록 (절편 번호 05, 06) 점점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핵연료봉을 잘라서 반경방향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산화층의 상태를 전자현미경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2-8은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 핵연료봉 거시절단위치 500-520

mm (20 mm)에서 반경방향으로 산화층을 보인 것이다. 연료봉 하단에서는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의 산화층의 두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2-6과 7에서 나타낸 산화층

두께 그래프와 일치하는 보습을 보인다. Fig. 12-9는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 핵연료봉 거

시절단위치 2200-2220 mm (20 mm)에서 반경방향으로 산화층을 보인 것이다. 영광 1호기

피복관위에 쌓인 크러드 양은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크러드 산화층의 두

께는 10 ㎛ 이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울진 2호기 연료봉 피복관은 50 ㎛ 배율에서도 피

복관위에 쌓인 크러드를 볼 수 있으며 배율이 증가함에 따라 크러드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

였다. 크러드의 두께는 20 ㎛ 이상인 것도 보이며 위치에 따라 두께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2-6과 7의 산화층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영광 1호기인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울진 2

호기 보다 두꺼운 산화층을 보였다. 이것은 피복관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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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각된다. Fig. 12-10은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 핵연료봉 거시절단위치 3300-3320

mm (20 mm)에서 반경방향으로 산화층을 보인 것이다. 영광 1호기인 경우에는 측정한 시

편의 배율이 매우 낮아서 크러드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울진 2호기에는 크러드가 여

러 위치에서 고르게 두껍게 관찰되고 있다. Fig. 12-6과 7의 그래프를 보면 연료봉의 위치

에 산화층의 두께가 10 ～ 180 ㎛까지 보이고 있으나 피복관을 절단하여 측정하였을 때는

그 절단 위치만 나타내므로 산화층의 두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다.

Fig. 12-11은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 핵연료봉 거시절단위치 2300-2520 mm (200 mm)

에서 크러드를 여러번 테이핑하여 만든 시편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이 위치에서는 크

러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형, 침상형, 네모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 입자를 보이

고 있다. 울진 2호기 시편에서 크러드가 더 많이 관찰되었고 침상구조를 가진 결정들도 더

많았다. Fig. 12-12는 영광 1호기와 울진 2호기 핵연료봉 거시절단위치 3300-3520 mm (200

mm)에서 크러드를 여러 번 테이핑하여 만든 시편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이 위치에서

는 산화층의 두께가 100 ㎛ 정도 되므로 (Fig. 12-6, 7) Fig. 12-12에서도 많은 크러드가 관

찰되었다. 영광 1호기 시편은 Fig. 12-11의 위치에서 보다 더 많은 크러드가 관찰되었고 침

상구조도 많아 졌다. 울진 2호기의 경우에는 Fig. 12-11의 위치에서보다 덩어리진 형태의

크러드 보다는 침상 형태의 결정들과 사각형 모양의 크러드가 주로 보이고 있다.

Fig. 12-13은 크러드의 조성을 보기 위해 울진 2호기의 테이핑 시편을 (3300-3520 mm)

5000 배 확대한 사진이다. 이 위치에서는 침상형 결정구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둥근 입자형

결정들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P1 과 P2 위치에서 크러드의 조성을 분석한 결

과를 Table 12-2에 나타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크러드의 주성분으로는 Ni, Fe, Cr

과 함께 핵연료 피복관 재질인 Zr이 검출되었다. P1에서는 Zr이 확인되었으며 크러드의 주

성분으로 알려진 니켈페라이트 구조인 Ni:Fe =1:2 구성비보다 Ni의 양이 약간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니켈페라이트와 그 외 다른 Ni, Cr, Zr 산화물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

나 P2 위치에서는 Si 성분이 발견되었고 Ni:Fe 의 구성비가 1:1에 가까우므로 이 위치의 결

정은 니켈페라이트 일 가능성이 높다. 크러드 성분에 Zr가 발견되는 것은 크러드를 채취할

때 크러드의 양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피복관 재질 성분이 나올 때까지 긁었기 때문

일 경우와 피복관 재질이 부식되었을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 vial에 수집된 영광 1호기 크러드 시료를 이용하여 함유된 방사성 핵종과 그들

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Table 12-3에 나타내었다. 방사능 측정이 끝난 시료를 이용하여

ICP-AES를 측정하였다 (Table 12-4). 크러드 분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던 B이 분석되었

으며 그 외 Co, Cr, Fe, Li, Mn, Ni, Ce, Zn, 그리고 Zr 등이 분석되었다. Ce, Mn, 및 Zn와

같은 미량 성분의 농도는 일정하며 크러드의 주성분인 Fe 와 Zr 농도는 높게 나타났다. Ni

의 함량은 Fe와 Cr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크러드 주성분을

이루며 이 크러드들이 미세한 입자가되어 방사화되면 원전 냉각계통을 오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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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울진 2호기 와 영광 1호기 핵연료봉에 부착된 크러드 시료를 채취하여 특성을 분석하였

다. 핵연료봉 상단 (2200-2220 mm, 3300-3320 mm) 위치에서 크러드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500-520 mm) 위치에서는 크러드의 두께가 상당히 얇게 나타났다. AOA가 발생한 울

진 2호기 핵연료봉에 침적된 크러드가 영광 1호기 보다 더 두꺼웠다. 연료봉 표면에 붙은

soft 크러드를 확인한 결과 (테이핑 시료), 양 호기 모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들이 관

찰되었다. 그러나 울진 2호기의 경우 크러드 양도 많았으며 침상형태의 결정들도 많았다.

크러드 결정입자들의 조성을 비파괴법으로 분석한 결과 Fe. Ni, Cr, Zr, 및 Si 등이 분석되

었으며 B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산으로 용해시켜 성분을 분석하는 파괴시험결과 영광 1호

기 화학분석 시료에서 Zn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B이 검출되었다. 영광 1호기는 AOA를 경

험하지 못하였으나 화학분석 결과 핵연료봉 크러드에 B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크러드에 함

유된 B이 AOA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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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 Crud sampling conditions of K23P04 and O10N05

절편번호
거시절단위치

(하단으로부터 mm)
항목 비고

01 500-520 (20)
-피복관/소결체 조직

(반경방향)
SEM 분석

02 2000-2200 (200)

-Zircaloy knife 플라스틱용기보관

-크러드 분말 플라스틱용기보관

-Taping 샘플링 플라스틱용기보관

03

2200-2220 (20)
-피복관/소결체 조직

(반경방향)
SEM 분석

2220-2420 (200)

-Zircaloy knife 플라스틱용기보관

-크러드 분말 플라스틱용기보관

-Taping 샘플링 SEM 분석

04 3100-3300 (200)

-Zircaloy knife 플라스틱용기보관

-크러드 분말 플라스틱용기보관

-Taping 샘플링 플라스틱용기보관

05 3300-3320 (20)
-피복관/소결체 조직

(반경방향)
SEM 분석

06 3320-3520 (200)

-Zircaloy knife 플라스틱용기보관

-크러드 분말 플라스틱용기보관

-Taping 샘플링 SEM 분석

-감마핵종 분석

Table 12-2. EDS results of crud taping sample (from bottom 3300-3520 mm) from

Ulchin-2.

Elem. O Cr Fe Ni Zr Si

P1 67.51 1.59 18.66 10.97 1.28

P2 55.48 0.51 28.34 14.83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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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3. γ Activity of elements contained crud sample from Young Kwang-1

방 사 능 (Bq/q)

핵종 측정값

Co-60 2.79E+06

Sb-125 3.10E+07

Cs-134 1.29E+06

Cs-137 5.09E+06

Ce-144 1.48E+05

Mn-54 6.88E+04

Zr-95 2.34E+04

Table 12-4. Elemental concentration of crud sample from Young Kwang-1

원소 ㎍/g

B 308

Co <100

Cr 678

Fe(%) 0.27

Li 149

Mn <100

Ni 410

Ce <100

Zn <100

Zr(%)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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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Sampling of crud at post-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Fig. 12-2. Taping samples prepared from nuclear fuel rod.

Fig. 12-3. Sampling vials of crud prepared from nuclear fu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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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fuel cladding from Young Kwang-1.

Fig. 12-5.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fuel cladding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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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6. Oxide layer of nuclear fuel rod from Young Kwang-1.

Fig. 12-7. Oxide layer of nuclear fuel rod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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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8. Oxide layer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500-5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Fig. 12-9. Oxide layer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00-22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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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0. Oxide layer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00-33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Fig. 12-11.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300-25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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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2.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Fig. 12-13. SEM micrograph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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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붕산 적용 타당성 평가

가) 연구배경

PWR에서 반응도는 반응도 제어봉(control rod)과 수용성 붕산(H3BO3)에 이하여 조절된

다.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반응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도 조절 수단사

이에 경제적인 방향으로 분담된다. 일반적으로 반응도 제어봉은 급격한 반응도 변화 기능을

담당하고, 붕산은 핵연료 연소에 따른 장기적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한다. 붕소 동위원소 중

B-10은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3840 barns로 상당히 크며, B-11은 0.005 barns로 흡수단면

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응도 조절기능이 없지만, 현재 가동원전에서는 20

atom%의 B-10을 함유한 천연붕산을 사용한다. [13-1, 5]

PWR 원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천연붕산을 사용할 경우에 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필요

한 량의 5배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높은 붕산농도로 말미암아 원

자로냉각재계통에서 적절한 pH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량의 수산화리튬(LiOH)을 주입하

여야 하고, 그 결과 높은 농도의 리튬은 지르칼로이 피복관 부식을 가속하고 증기발생기 튜

브의 응력부식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부식생성물로

인한 방사선 준위 저감에 효과적인 high pH 운전을 채택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LiOH 농도가 3.5 ppm까지 주입하여 high pH 운전을 수행한 Ringhals-2,

3, 4(스웨덴), Tsuruga, Kansai(일본), Calvert Cliffs-2, Milestone Point 3(미국)등과 같은

몇몇 발전소의 경험을 토대로 점차 high pH 운전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13-3, 17] 최근

에는 가동원전의 대부분이 장주기/고연소도 운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발전소의 부식에

의한 열화방지와 발전소 운전원의 피폭저감을 위한 수화학적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

서 B-10이 농축된 붕산을 사용한다면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를 낮출 수 있고 LiOH 농도

가 제한치인 2.2 ppm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 전주기 동안 high pH 운전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액체폐기물의 증발 농축시 붕산농도가 농축비의 제한인자로 작용

하고 있다. 농축붕산을 사용하면 액체폐기물의 붕소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축비를 높여

농축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WR에서 농축붕산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농축붕산이 바람

직한 용해성 독물질로 검토되었으며 때때로 거론되어 왔다. 198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천

연붕산을 사용중인 Westinghouse 발전소를 대상으로 배관 heat tracing, 탱크 가열기, 단열

재 등을 제거할 목적을 농축붕산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13-1, 4, 8, 19]

또한 농축 붕산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천연붕산에 비해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PWR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근래에는 농축붕산 생산 공정을 개발

함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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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ICRP-60에서 원전 작업종사자의 허용 피폭선량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어 국제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사선 방호기준에 따라 세계 각국이 ALARA 개념을 철저하게

반영,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축붕산의 사용은

ALARA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확보된 폐기물 처분장의

장기 사용과 국내에 신규원전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

술적 문제점 및 적용조건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조건을 고출력 장주기로 전환함에 따라 축방향 출력 불균형

(AOA) 현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생성되

는 부식생성물(CRUD)은 핵연료 표면에 부착되어 핵반응에 사용될 중성자를 소모시키고

핵분열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하여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 계통 내에 발생시켜 효율적인 원

전운영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출력 불균형 해소

방안의 하나로 농축붕산을 사용한 수화학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기 수화학 조건이 계통 방사선량에 미치는 영향과 수화학적 조건 변화가

방사성 크러드, 기기부식 및 폐기물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 농축붕산 사용에 따른 수질 화학

PWR 가동원전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높은 방사선량은 때때로 발전소 보수작업을 어

렵게 한다. 특히, 증기발생기 튜브 plugging이나 sleeving 작업 시 증기발생기 channel head

의 높은 선량율은 운전원의 피폭을 높이고 원활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방사선

량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냉각재 수질화학 조절법

이다. 노심외부의 방사선 준위는 부식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계통내에서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식생성물(CRUD)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에서 침식 용해, 침적의 과정

을 거치면서 운반되며, 노심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방사화되는 양이 증가한다.

이러한 부식생성물(CRUD)의 이동은 원자로냉각재의 pH와 온도의 함수인 용해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Fig. 13-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CRUD의 주성분이 magnetite인 것

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사화 억제방안으로 magnetite의 용해 조건인 pH 6.9에서 운전

되었으나 최근에 CUD의 주성분이 nickel ferrite로 밝혀진 후에는 nickel ferrite가 용해되는

높은 pH를 유지함으로써 노심에 침적되어 방사화되는 CRUD 양을 최소화시키고 있

다.[13-13]

철을 함유한 CRUD는 주로 nickel ferrite(NixFe xO) 또는 nickel-chromium ferrite

(NixCryFe x yO)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9, 10] 이러한 부식생성물은

운전온도에서의 pH가 7.4 이상이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율이 양(+)이 되어 부식생물은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 때 부식생성물은 노심에 침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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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기로 이동하여 침적하게 됨으로써 방사선 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식생

성물의 용해도에 근거하여 냉각재의 pH를 7.4로 유지하는 고 pH운전(최대 리튬농도를 3.5

ppm로 제한)이 스웨덴의 Ringhals Uints 2, 3, 4와 미국의 Calvert Cliffs Unit 3, Millstone

Point 3, Doel Units 3, 4등의 발전소에서 시도되었다. 그 결과, Fig. 13-2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상승하던 방사선량률을 중지시키거나 저감시키는 경향을 보였다[13-13～18]. 그러나 리

튬농도를 2.2 ppm 이상으로 유지하는 high pH 운전을 시도하였던 발전소들은 지르칼로이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산화물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Alloy 600의 1차측에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농도의 리튬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방사선량률을 낮추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수질화학조건을 약알칼리성으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리튬농도의 증가는 지르칼로이의 부식을 촉진시키고, 증기

발생기 튜브재질인 Alloy 600의 1차계통수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내 가동원전도 붕소농도의 변화에 따

라 최고 리튬농도 2.2 ppm의 제한 하에 pH를 6.9 - 7.4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

전하고 있으며 high pH 운전으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Fig. 13-3은 pH 7.4에서의 운전과 최대 리튬농도를 2.2 ppm으로 제한하는 coordinated

pH control scheme에 대한 리튬과 붕소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13-2, 17, 18]. 여기서

보여준 바와 같이 60% B-10으로 농축된 붕산을 사용한다면 핵연료 주기 전기간을 통하여

2.2 ppm의 리튬농도를 초과하지 않고 pH 7.4의 고 pH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축붕산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가 낮아지면 원하는 pH를 유지하기 위

한 LiOH의 주입량도 감소함으로 LiOH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차계통에서 부식생

성물의 주성분인 nickel ferrite의 침전 감소로 방사화량도 상당히 감소하고 보조계통의 방

사선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작업자의 총 피폭율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PWR 원전에 농축붕산을 사용함에 따라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핵연료 노심에 축적

되는 CRUD 저감에 따른 축방향 비정상 출력분포(AOA)의 방지효과로 원전의 안정적 운영

과 함께 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농축붕산 사용에 따른 방사선량 저감

농축붕산 사용으로 Fig. 1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축도 60%의 농축붕산을 적용할 경

우에 핵연료 전주기 동안 pH 7.4에서 high pH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냉

각재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계통 재료의 부식 가능성이 줄어들어 방사성 부식생성물

(CRUD)의 생성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부식생성물은 운전온도에서의 pH가 7.4 이상으로 유

지가 가능하게 되어 온도에 따른 양(+)의 용해도 계수로 인해 부식생물은 용해도가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부식생성물은 노심에 침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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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여 침적하게 됨으로써 방사선 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발전소가

pH 7.4에서 운전된다면 Fig. 1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폭율을 1/6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13-19]

농축붕산 사용으로 인한 ALARA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내(incore)

및 노외(excore)에서의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농축붕산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피폭률 감

소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전적으로 노외에서의 방사선 총량만을 고려하는데 이는 방

사선 피폭률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이 때문이다. 노외에서의 총 방사선량은 1차계통 내부 표

면에 침적된 CRUD 량을 나타내므로 환산 인자를 도입하여 계통 표면 외부에서의 방사선

량으로 계산한 결과, 신규 발전소 및 기존의 발전소에 대하여 천연붕산과 농축도를 60%,

80%, 95% 적용한 농축붕산을 사용하였을 때 증기발생기 channel head에서의 각각에 대한

3 cycle 운전 후의 평균방사선량은 농축도가 증가할수록 가동원전보다는 신규원전에 적용

할 경우에 방사선량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13-5 참조)

라) 농축붕산 사용에 따른 기타 고려사항

최근 대부분의 가동원전들은 장주기 고연소화 추세에 따라 24개월 핵연료주기를 채택하

고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설비는 18개월 주기로 붕산농도의 제한값에 도달하게 되어 추가적

인 반응도 조절에 필요한 붕산농도의 증가가 요구된다. 이렇게 높은 붕산농도는 발전소 붕

소 조절 계통의 물리적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붕산수 저장탱크의 용량증대,

붕산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열 및 보온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기기 부식율의 상승을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붕산농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축붕소의 사용이 필수적

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통설계 변경 없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가동 중인 발전소를 천연붕산과 동일한 반응도 조절효과를 가지도록 농축붕산으로 전환

g할 경우에도 안전성에 대한 재해석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붕산희석사

고나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사고 등에 대한 안전해석 기술내용이나 Tech

Spec은 원래 설계기준으로 사용된 천연붕산과 동일한 중성자 흡수능에 상당하는 농축붕산

농도와 반응도 값(boron worth)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붕산주입 속도는 이미 상

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큰 이점이 없지만, 붕산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붕산석출의 방지를 위한 저온관으로 부터 고온관 순환으로 전환 시간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 전환 시기는 잔열 부하, 원자로냉각재계통, 재장전수저장탱크, 비

상노심냉각계통의 붕소 농도, 사고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사고 전의 재장전수저장탱크의 붕소농도에 영향 받는다. 그러므로 비상노심냉각계통

의 설계특성에 따라 고온관으로의 전환요건 제거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농축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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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축붕산 사용 시에는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설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붕산혼합탱크, 재장전수저장탱

크의 붕산농도의 저하 또는 용량 감소가 가능해 질 것이다. Westinghouse형 발전소는 붕산

저장탱크의 붕산농도가 7.0 - 8.5 wt%로 높기 때문에 붕산 석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따라서 농축붕산을 사용함으로써 붕산계통의 붕산농도를 2.5 wt%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면 상온에서도 붕산석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heat tracing 설비가 불필요하고, 붕산보충

펌프의 밀봉재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핵연료 연소를 보상하기 위한 정 반응도 주입 운전이나 원자로를 정지시키

기 위한 부 반응도 주입 시 생성되는 원자로 냉각재 폐기물량을 감소시켜서 붕산재생계통

의 처리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농축붕산을 적용할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pH운전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가동원전의 원자로냉각재

설계 pH 범위는 3.8 - 10.6이지만 80% B-10 농축붕산을 사용한다면 설계 pH 범위가 5.0 -

10.6으로 좁아진다. 이와 같이 붕소농도와 수산화리튬 농도의 저하에 따른 완화된 화학조건

으로 인하여 외부로의 냉각재누설 시에는 기기 손상률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발전소 수

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OCA후 방사성 요오드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기 위하여 격납용기 살수용액에 주입되는 화학첨가제인 NaOH, Na3PO4 등의 주입량을

줄이면 기기환경 검증에 사용된 pH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 환경검증의 필요성이 없어지

고 LOCA에 의한 소외 방사능 누출량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결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장기적인 반응도 조절 수단으로써 B-10 농도가 높은 농축붕산을 사용

하면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산화리튬 주입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high pH 운전의 장

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높은 리튬농도에 의한 지르칼로이의 부식 및 Alloy 600의 응력

부식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짐으로 high pH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부식생성물중

nickel ferrite의 침적과 방사화 감소로 작업자 피폭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축붕산의 사용은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기의 환경검증 요건

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밖에도 반응도조절을 위한 feed & bleed 양

감소에 다른 폐기물 생성량 감축, 냉각재의 외부 누설에 의한 기기손상률 감소 등 여러 가

지 이점을 가져 올 것이다. 미국에서는 몇 개 가동원전에서 농축붕산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의 인허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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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농축붕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농축붕산의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적용하는 경우는 조건의 제약성 때문에 비경제적일 수 있지만, 점차 농축붕

산의 사용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농축붕산의 수요와 생산이 증가한다면 곧 농축붕산의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농축붕산의 가격이 더 저렴해 진다면 농축붕산에 대한 경제성은 향상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성도 증대될 것이다.

한편, 가동 중인 발전소의 경우는 주어진 제반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 건설될 발전소의 경우는 농축붕산 사용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므

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나아가서는 국내원전에

장주기 운전이 점차 도입되고 있으며 잔여 수명이 길고 수명연장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발

전소의 농축붕산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Fig. 13-1. 철 산화물의 용해에 대한 리튬과 붕소농도의 영향

(285℃, 25 ccH2/kg-H2O)[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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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2.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 Channel Head 선량율[13-12]

Fig. 13-3. PWR 원전에서 농축붕산 사용시 pH 운전범위[13-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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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4. 발전소 운전연수에 따른 방사선 피폭율과 증기발생기 Channel

Head 선량율[13-1]

Fig. 13-5. 농축붕산의 농축도에 따른 노외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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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화학 지침 자료 도출

가) 국내외 원전의 AOA 경험 및 대처 현황

Table 14-1은 국내 가동 중인 원전에서 AOA가 발생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4-1]

AOA (Axial Offset Anomaly)의 경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해당 원전에서 측

정한 Axial Offset (AO) 값에서 설계된 예상 값을 뺀 수치가 -3%보다 클 때, AOA가 발생

된 것으로 간주한다. Plant C의 경우, 9주기 운전 시 -7.5%를 보였고, 16주기에서 다시

AOA가 발생하였다. Plant F의 경우 9주기에서 -3.5%로 AOA가 발생하였다. Plant의 G의

경우, 9, 10, 13 주기에서 AOA가 발생하였는데 최대값이 10주기에서 -5.1%를 보여주었다.

Plant H의 경우, 9, 10, 11주기에서 AOA가 발생하였고, 최대값은 10주기에서 -4.9%이었다.

이러한 AOA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의 출력을 증강할 경우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4-2는 Plant C 원전에서 AOA가 발생한 후 이에 대처하여 운전하고 있는 현황이

다. 기존 Modified Chemistry 운전에서 Coordinated Chemistry at pH 7.1 운전으로 변경하

였고, 유출 유량을 최대로 운전하고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를 상향으로 유지 (33∼42

cc/Kg-H2O)하고 있다. 그리고 AOA가 3% 이상으로 벌어질 때 제어봉을 삽입하여 운전하

고 있다. Table 14-3은 Plant G와 H 원전에서 AOA가 발생한 후 이에 대처하여 운전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Modified Chemistry를 적용하고 있으며, 초기 리튬농도를 3.5

ppm으로 하여 pH 6.9 선을 따라 운전한 후, Li 농도 2.2 pp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pH가

증가하여 7.2에 이르면 pH 7.2 선을 따라 운전한다. 수화학적인 조치로 주기 운전 중 냉각

재 취출 유량을 최대(27 ton/h)로 유지하고, 냉각재 정화용 여과기를 0.1 μm 이하의 여과기

를 사용하여 운전하고,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를 상향으로 유지(40∼45 cc/Kg-H2O)하고 있

다. 또한 주기 초반 제어봉을 일정 부분 삽입한 상태로 노심상부의 연소를 억제하고 있으

며, 노심 크러드의 초음파 세정과 아연 주입 운전을 검토하고 있다. Plant G의 경우, 2009년

2월에 노심 크러드를 제거하기 위하여 초음파 세정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 아연

주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원전 AOA 경험 및 수화학 조치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14-4와 같다. [14-1]

현재까지의 세계적인 AOA에 대한 대처방법은 원전마다 단편적이고 다양하며 아직도 원전

현장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이에 따라 AOA를 포함한 PWR 원전

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근 수화학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다음의 나) 항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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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1. 국내 PWR 원전의 AOA 경험 [14-1]

Table 14-2 원전 C에서의 AOA 대처 현황

수화학적 조치 현황 노심출력분포 조정 기타 조치 사항

- 기존 Modified Chemistry 운전

에서 Coordinated Chemistry at

pH 7.1 운전으로 변경 - AO(%)가 3% 이

상 벌어질 때 제

어봉을 삽입하여

운전하고 있음

- 연료 60다

발에서 64

다발로 장

전하고 있

음

- 최대 유출유량 운전 및 미세여

과기 (0.1 μm) 적용 정화운전

-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 상향 (37

∼42 cc/kg-H2O) 유지

Table 14-3 원전 G 및 H에서의 AOA 대처 현황

수화학적 조치 현황 노심출력분포 조정 검토/고려 중 사항

- 주기 운전 중 냉각재 취출 유량

최대로 유지 (27 t/h)

- 주기 초반에

제어봉을 일

정부분 삽입

상태로 노심

상부 연소 억

제

- 노심 크러드

초음파 세정

(원전 G,

2009. 2 실시)

- 냉각재 정화용 여과기를 미세여

과기(0.45 μm)로 운영
-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 상향 (40

∼45 cc/kg-H2O) 유지

- Modified Chemistry (BOL 3.5

ppm-Li, pH 6.9: MOL 2.2

ppm-Li; EOL pH 7.2로 유지)

- 아연주입 운

전 (원전 G,

2010. 4부터

실시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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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4 해외원전 AOA 경험 및 수화학 조치 사례 [14-1]

국가 연도 원전 상황 원인/조치

미국

9주기

Callaway

– AOA 심각 – 조치 : 75~80% 감발운전 (7개월) 

10주기 – 노심상부 크러드/붕소 침적 – 조치 : 출력밀도 감소 ; 첨두계수, RCS 붕소농도 저감 ; 1회 연소된 연료 초음파 세정 및 조기방출

2002. 12 – 80%로 급격 출력감소 시 긴급
정지

– 원인 : 5% AOA가 주기 초 -8% 편차설계와 결합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의 과온/온도-차 긴급정지 설정
치 저감 초래

– 조치 : 없음

1999. 11 Palo Verde 2
– 9/10주기 160 EFPD까지 유사

현상 확인

– 원인 : 추이분석 결과 연료집합체 표면 크러드 축적 ; 과냉 핵비등에 의한 고-기포발생률 유발 ; 주기 초
고-붕소농도 및 주기 초 원자로 불시정지 등으로 발생

– 조치 : 3.5% AOA 안전성 평가, 과냉 핵비등 시 기포발생률 및 크러드 성분 평가

2000. 8 Palo Verde 2 – 9주기 중 초음파 시험 : 10개 연
료봉 피복 파손 확인

– 원인 : 피복 손상이 고온과 농축 리튬에 기인한 침전물 과다 퇴적 및 극히 국부적인 관통벽 부식 ; 연료
손상 원인은 연료집합체 과부하 [피복표면의 아냉각(미포화) 비등 ; 계통 내 철, 니켈 등 부식생성물 ; 주
기 초 원자로 비상정지 ; 주기 중간 원자로 비상정지에 기인

2002. 9 Diablo 
Canyon 1, 2

– 계획예방정비 후 AOA 보임
– 원인 : 연료봉 표면 침적물 내 붕소에 의해 기대 밖의 Flux 형태와 관련
– 조치 : AOA 정확한 원인 조사 중 – 2호기는 최근 O/H 시 징후 경험 ; 양호기 각각 운전주기 시점에서

AOA 변화 정도 경험

1997. 7 Seabrook 1
– ’96. 12. 10 화학점검 시 냉각재

고-방사능 검출 후, 5주기 말까지
핵분열생성물 증가

– 원인 : 연료인출 중 검사에서 집합체 4개의 핀 파손 확인 ; 추가 초음파 검사에서 총 5개 핀 파손 확인

2000. 9 Perry 1

– ’99. 4. 27 냥각재계통 재순환펌
프 정비 후 시험 중 집합체 표면
에서 크러드 이탈 시 재장전수조
선량 10배 증가

– 원인 : 재장전수조 표면선량이 60 m rem/hr까지 상승 ; 재순환펌프 고-유량에 의한 핵연료 표면으로부
터의 부식생성물 이탈

– 원인 : 재순환펌프 출구밸브 완전개방으로 재순환펌프 수행 ; 운전원은 재순환펌프 가동으로 인한 방사
선 증가 인지 못함 ; 동시 기동가능 재순환펌프 운전대수 제한 없었음

2003. 7 전 원전
– 다수 원전 경험 노심변경 관련 고

장사례 구분 소개 및 재발방지 권
고사항 제시

– 원인 : 미 경험한 기존연료 관련 설계변경 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흡 ; 노심과 연료성능에
예상치 못한 약 영향을 초래하는 수질관리 변경, 노심설계에 대한 공급자의 분석 오류, 예측능력 한계성
의 인식/적용 미흡 등

– 권고사항 : 원자력 정보망이나 기타 수단으로 노심과 연료성능 불만족 사고를 산업계에 즉시 보고 ; 수질
관리 변경의 노심성능 영향과 노심설계 변경에 의한 냉각재 화학적 영향 일체 평가 ; 연료공급자와의 긴
밀한 관계 ; 노심성능 예측수단 한계성 검토 ; 노심운영 체계나 연료설계 상 중대변경 시 위험평가를 수
행하며, 평가는 비정상적 노심거동 가능성을 취급하고, 비상계획과 감시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중요변경
수행 전에 고위 경영층과 함께 위헌평가 결과와 감시계획 검토

헝가리 2003. 4 Paks
– 연료집합체 세정작업 중 세정용

기 잔열 제거기능 상실로 연료에
심각한 손상 경험

– 원인 : ’03. 4. 10 Paks 2호기 (VVER-440, 468 MWe) 집합체 상 침적 magnetite 제거 위한 연료
pit 내 설치된 세정용기에서 집합체 세정작업 중 발견

– 원인 : 연료 온도 1,200~1,300℃까지 도달로 판단 ; 임계분석 결과 용기 내에 임계에 도달하기에 충분
한 연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 해당연료 집합체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손상 여부 확인 감사 계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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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1차계통 수화학 운전 현황 분석

일반적으로 1차계통 수화학을 최적화하기 위한 EPRI의 최근 접근방향은 Fig. 14-1과 같

다. 주로 1차계통 pH와 용존수소 농도 및 아연주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4-2] 그리고

EPRI가 제시한 가동 및 정지조건들에서의 수화학 최적화를 위한 최근의 프로그램은 Fig.

14-2와 같다. 이 프로그램에서 AOA에 대해 제시된 주요 수화학 인자들은 연료봉 부식 및

크러드 침적과 관련된다. [14-2]

EPRI는 최근 원자로 냉각재 pH를, Fig. 14-3과 같이, pHT 7.3∼7.4로 상승시키는 방향으

로 권고하고 있다. 장주기 운전에서는 주기 초의 붕소농도를 더 높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주기 초의 리튬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핵연료 제조업체들은 냉각재 리튬농도를

2.2 ppm로 제한하고 있으며, 리튬 증가에 연료봉 부식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은 아직도 검증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미국 원전에서는 리튬농도를, Fig. 14-4와 같

이, 4 ppm에서 6 ppm까지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더 높은 pH 운전이 종합적으로 크

러드 주기에 대해 더 이로운 점을 주기 때문이다. Comanche Peak 2 원전에서는 한 주기에

서 pHT 7.3으로 그리고 두 주기에서 pHT 7.4로 운전하였는데, 그 결과는 고 연소도로 운전

한 원전에서 냉각재 리튬농도를 6 ppm까지 높여도 최근의 연료봉 부식이 심각하지 않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14-2]

한편, 냉각재 화학에서 용존수소 농도가 미치는 영향은 Fig. 14-5와 같으며, EPRI는 최근

들어 60 cc/kg-H2O까지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를 높이는 것을 평가 중에 있다. 이는 Alloy

600 재료로 조성된 부위들, 즉, 다른 방법으로는 그 부식들이 완화되지 않는 bottom

mounted 노즐들, CRDM 노즐들, 원자로 냉각재 cold leg 배관 DM 용접부위들의 PWSCC

(균열성장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14-2] 이들은, Fig. 14-6과 같은 pH-전위 선도

가 보여주는 크러드의 열역학적 안정도에 미치는 pH 및 용존수소 농도의 영향으로 가늠할

수도 있다. [14-3] 한편, Fig. 14-7에서 보면, 철 또는 니켈의 산화물들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이는, 냉각재를 따라 이동하는 Fe2O3, Fe3O4, NiO와 같은, 철 또는 니켈

의 산화물들이 냉각재에서보다 다소 높은 온도에 의해 미-포화비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연료

봉 표면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침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같은 온도에

서도 이 산화물들의 용해도는 용존수소의 농도에 따라 다르다. 철 산화물의 경우에는 그 용

해도가 용존수소 농도가 높으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거의 유사하다. 이와

는 반대로, 니켈 산화물의 용해도는 용존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더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 및 용존수소에 따라 변하는 이 산화물들의 용해도 특성은 AOA를 해석하는 데에 크게

고려해야할 수화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4-4]

결론적으로, AOA 원인규명 및 억제를 위한 PWR 원전 1차계통 수화학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1차계통 냉각재 pH 및 용존수소 농도의 상향 조정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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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화학 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영향 평

가를 수행하였다.

Fig. 14-1. 1차계통 화학 최적화 방향 (참조: David Perkins, Primary

Chemistry Optimization, EPRI, 2010) [14-2]

Fig. 14-2. 가동 및 정지 조건들 하에서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조합

(참조: David Perkins, Primary Chemistry Optimization, EPRI, 20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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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3. EPRI 원자로 냉각재 화학 (Reactor Coolant Chemistry) – pH

(참조: David Perkins, Primary Chemistry Optimization, EPRI, 20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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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4. 미국 원전에서 BOC pH 상승을 위한 리튬 준위 증가 추세

(참조: David Perkins, Primary Chemistry Optimization, EPRI, 2010)[14-2]

Fig. 14-5. 높은 용존수소 프로그램 (Elevated Hydrogen Program)

(참조: David Perkins, Primary Chemistry Optimization, EPRI, 20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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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6. 니켈 및 철 산화물의 pH-전위 선도 (참조: Jiaxin Chen, Studsvik

Nuclear AB, 2007) [14-3]

Fig. 14-7. 산화물 용해도의 온도 의존성 (MULTEQ: 2,200 ppm-B, 0.01

ppm-Li, high H2 = 45 ㎤/㎏, low H2 = 15 ㎤/㎏) (MULTEQ 4.0,

Database 5.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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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화학 지침 개선 자료

AOA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죄근까지의 EPRI 지침은 초기 Li

은 3.5 ppm으로 유지하다가 pH를 7.1으로 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Test

Loop를 이용하여 1단계에 수행한 실증시험 자료(Fig. 8-16)를 종합하면, 초기 Li 농도를

5.0 ppm으로 유지하다가, pH를 7.4로 운전하는 것이 Deposit 형성을 감소시켰으며, 궁극

적으로 AOA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에서 운전하고 있는 Comanche

Peak Unit 2에서 1차계통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측정한 자료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본 과제에서 수행한 실증시험 자료 (Fig. 8-16)에 의하면 운전 초기 조건에서

Deposit 형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히 원전을 가동 시 운전 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고연소도 장주기 운전을 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AOA

를 억제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 예상되는 AOA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하여, 1차계통 수화학 지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과제에서 확보한 실

증 시험자료는 원전 수화학 운전 전략 수립시 필요한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 원전 AOA 평가 수화학 자료 체계화

원전 AOA의 발생을 예측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원전의 현황 및 조치사례를 파

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억제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현장

의 1차계통 수화학 운전 자료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전 현장의 수화학 운전 자료

는 원전/주기/측정항목/측정주기별 등으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AOA 평가전용 수화학 데이터베이스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틀

에 요구되는 수화학 운전 자료의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AOA 연구현

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OA를 해석하기 위한 수화학 인자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

AOA의 최근까지의 연구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Fig. 14-8과 같이 정리된다. 이중에서, 크

러드에 기인하는 AOA에 영향을 미치는 수화학 인자들의 상호작용은 Fig. 14-9와 같이 압

축할 수 있다. AOA의 생성조건은 냉각재 부식생성물과 냉각재 내 용해성 붕소 및 미-포화

비등 환경이다. ① 미-포화 비등 환경에서 냉각재 부식생성물들이 연료봉 표면에 크러드를

생성하며, ② 냉각재 내 용해성 붕소는 붕산리튬(Lithium mono-borate, LiBO2) 또는

Lithium diborate(Li2B4O7)나 Lithium pentaborate (Li2·5B2O3)를 형성하고, ③ 크러드의 주

성분인 비-화학양론적 니켈페라이트(nickel ferrite, FexNi3-xO4) 및 산화니켈(NiO)은 LiBO2

등과 결합하여 bornaccodite(Ni2FeBO5)를 형성한다. LiBO2는, Fig. 14-10과 같이, 온도가 높

아질수록 용해도가 감소하여, 미-포화냉각 시에 생성되는 다공성 크러드 속으로 쉽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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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만약 앞 주기의 이들을 분석하여 확인한다면, 다음 주기의 AOA 생성여부를 추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원전 현장에서는 분석항목으로, Ni의 총량만이 아니라,

FexNi3-xO4 및 NiO는 물론, 이와 더불어 LiBO2 및 Li2B4O7 (TEM 및 SIMS 분석, Fig.

14-11 참조) 및 Ni2FeBO5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AOA 평가용 수화학인자로서의 냉각재 pH는, Fig. 14-12에서처럼 기간별 측정치들

이 기록되는 바, Table 5-1과 같은 평균값으로는 변화하는 자세한 경향을 파악하기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주기 초(BOC)와 주기 중간(MOC) 및 주기 말(EOC) 별로 pH 값들을 정밀

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AOA가 주로 주기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 초 pH 및 DH는 자세

하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AOA를 예측하거나 진단하기 위해서는 AOA 평가용 수화학 운전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Table 14-5 참조), 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필수적인 분석항목으로,

FexNi3-xO4 및 NiO와 더불어, LiBO2 및 Ni2FeBO5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냉각재 pH는

주기 기간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 AOA 평가용 수화학 운전 데이터베이스

는 원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되도록 수화학 지침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AOA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AOA 평가용 수화학 운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야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필수항목에는, FexNi3-xO4 및 NiO와 더불어, LiBO2 및

Ni2FeBO5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특히 냉각재 pH는 주기 기간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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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5. AOA 진단용 수화학 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필수 분석항목

Region BOC MOC EOC

Operation

Temp(℃)

Press(atm)

pHt

H3BO3(ppm)

LiOH(ppm)

LiBO2(㏖/l)

DH2(㏄/㎏)

CP ion

Fe2+(㏖/l)

Ni2+(㏖/l)

Crud

Ni(g/㎠)

NiO(g/㎠)

NixFe3-xO4(g/㎠)

Ni2FeBO5(g/㎠)

ZrO2(g/㎠)

Li2B4O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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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

축방향 출력분포

AOA 완화

크러드 침적

SG 전열관냉각재

→ 출력 감발
→ 정지 여유도 감소
→ 비상 정지
→ 조기 연료 방출
→ 피폭 증대

장주기노심

비정상 분포 (AOA) SNB

▼

▼

기포

산화물화학

붕소

Ni2FeBO5

LiBO2

┾

↓

→ pH 최적화

→ 아연 주입

→ 농축붕산 (EBA)

→ 초음파 세정

ï

? SG 전열관 표면 CP 안정도 증대

? 붕소 감소

? 노내 크러드 감소

? SG 부식생성물 (CP) 방출 감소

? SG 크러드 안정화

? LiBO2 감소

? 침적 생성물 제거

? 원인물질 감소

ï

NixFe3-xO4

NiO
Ni

Ni / Fe ions

Fig. 14-8. AOA 원인 추적 및 수화학 개선 방향

Fig. 14-9. 크러드에 기인하는 AOA에 영향을 미치는 수화학 인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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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0. LiBO2 용해도의 온도 의존성 (참조: 박병기, 제6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14-5]

Fig. 14-11. TEM for confirming Li2B4O7 결정 확인을 위한 TEM 및 붕소

분석을 위한 SIMS (참조: Jiaxin Chen, Studsvik Nuclear AB,

200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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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2. PWR에서 사용되는 pH 제어 방법 (pH Control Strategy) (참조:

Joshua Mahlon Hawke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December, 200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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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크러드 모사 요소기술 개발

1) 크러드 화학 모사 시험

크러드 화학모사 시험을 통해 원전 핵연료 피복관에 침적되는 크러드 생성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시험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은 원전 수화학 환경에서 수행하는 고온 실

증시험에 활용하였다.

2) 상온 크러드 침착 시험

크러드 침착 예비평가 실험을 위해 실린더타입의 반응기를 제작하였다. 실린더타입의 반

응기를 이용한 크러드 침착실험과 대기압에서 수조를 이용한 wire heating 침착 시험을 통

하여 고농도의 Fe, Ni 이온 환경에서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을 이용한 고온 wire heating 장

치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험자료들을 확보하였다.

3) 고온 wire heating 시험 장치 개발

원자로 노심을 모사한 분위기에서 핵연료봉 피복관 재료를 가공한 시편에 전류를 인가하

여 피복관 재료의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을 제어하여 핵연료봉 표면의 열유속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wire heating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고온 wire heating 실험장치

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핵연료봉 표면 열유속 모사 시험

을 실시한 결과, 전기적 안전성 확보 및 온도, 압력 제어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류가 인가된 시편의 전류량 및 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핵연료봉 표면

의 미포화비등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상세 실험 조건이 확립되면 AOA 현상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전 모사 크러드 실증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1) 고온 고압 실증 시험 장치 설계․제작

경수로 노심에서 연료봉 표면에서의 미포화 비등에 의한 크러드 (니켈/철 화합물) 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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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붕소/리티움의 농축침적의 모사시험 장치에 관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이 결과

를 토대로 고온고압의 크러드 실증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AOA 모사실증 장치는 safety

logic diagram에 의거 각 부품들이 운전되도록 제어장치를 설계하였고 장치를 모듈화하여

정비와 운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온교환수지탑을 거쳐 공정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하였다. AOA 실증장치의 고온 test section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가열기를

원통형 가열기 (cartridge heater)로 선정하였다. AOA 모사시험용 열원으로 단위 면적당 발

열량 약 20 W/cm2와 약 80 W/cm2의 두 종류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원전 연료봉을 모사

하기위해 이를 Zircaloy 관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수소 농도 조절 및 고유속 실증 장치 제작

유리재질의 수소포화탑에서 수소 용해도는 약 18 cc/kg 이므로 고 수소농도 80 cc/kg를

얻기 위해서 수소탑 내 압력 5기압에 견딜 수 있는 포화탑의 재질을 SUS316으로 변경하여

고 수소농도 용으로 제작하였다. AOA 실증장치의 test section에서의 고유속 실험이 가능

한 장치를 추가로 설계 제작하였다.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Test section에서의 순환부 압력

강하 및 유량평가 실험을 하고 배관직경을 1/4“에서 1/2”로 증가하도록 하여 고유속을 확보

하였다.

다. 크러드 실증 시험 장치 열수력 해석

1) 실증 시험 장치 열유동 해석

AOA 모사 실증 시험장치의 핵비등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단상 열유동현

상 해석에 적용하였던 상용코드인 FLUENT 6와 Eagle 코드를 사용하였다. AOA 모사 실

증 시험장치의 핵비등의 상변화 열수력 현상을 계산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단상 열유동을 풀

기 위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추가적인 항들이 필요하게 된다. 모사 실증시

험장치의 열원부의 열수력적 거동 해석을 위하여 control volume에서의 질량, 운동량, 그리

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들과 이들을 풀기위해 필요한 난류모델 및 다양한 상변화 모델들을

고려하였다.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에서의 열수력 모델링은 저유량 조건(Type A)와 고

유량 조건(Type B)에서 heat flux에 따라 기포 체적 분율, 기포 이탈 직경, 가열표면과 포화

온도간의 과열도를 평가하였다. heat flux가 높을수록 기포 체적 분율이 증가하였고 기포

이탈 직경도 증가하나 약 0.3mm 정도로 일정한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AOA

실증 시험 장치의 운전 지침을 결정하고 크러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열수력적 조건을 선

정기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고유속 실증시험장치(Type B)의 열수력적 해석 결과는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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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실증시험장치 열원부를 통과하는 운전온도, 운전압력, 운전유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에는 user defined function에 적용된 bubble departure diameter,

항력계수, 양력계수, 열전달계수, 질량전달 mechanism, turbulent kinetic energy source

term, turbulent dissipation rate source term의 모델 뿐 만 아니라 내부 벽면의 고 heat

flux의 조건에 따른 적정성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FLUENT 및 EAGLE 코드

를 이용한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의 열수력 거동평가는 수화학 변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수행한 실증시험결과에서 얻은 가열봉 길이 방향에 따른 크러드 침작량과 비교 평가함으로

써 크러드 침착량과 열수력적 거동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실원전 미포화 비등 및 기포율 계산

가동원전에서는 핵연료봉 표면에 붕산석출 현상과 관련하여 기포율(void fraction)이 주

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PWR의 subchannel 내에 미포화 비등현상(Subcooled

boiling에 대한 이상 유동을 EAGLE 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봉길이 방향으로 void

fraction과 냉각재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해석결과, 가동원전의 운전조건에서는 핵연료

봉의 축방향으로 핵연료봉과 접촉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벽면

의 온도와 포화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약 3.37m 지점에서 핵비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비등이 발생되는 지점에서는 벽면에서의 boiling과 더불어 응축이 동시에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영향 평가

원전 1차계통 수화학 분위기에서 핵연료 피복관 재료의 AOA를 실증하기 위한 Test

Loop를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하고 제작 완료하였다. 1차계통 수화학 지침을 개선하기 위

하여, 붕산 및 LiOH 농도 변화가 핵연료피복관 재료의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시험 자료를 생산하였다. 핵연료 운전 시기 (초기, 중기 및 말기)가 핵연료피복관 재료

의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시험 자료를 생산하였고 이 자료는 국내 원전의

수화학 제어 전략 수립에 이용될 예정이다.

마. 침착 화학 모델 개발

AOA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붕소잠복현상은 크러드 층에서 열수력학적 및 물리화학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8 -

따라서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열수력학적 및 물리화학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붕소잠복현상에 미치는 수화학적 영향을 분석하는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온도, 유속, 및 화학종의 농도 분포는 공간에 대한 2계 비선형 연립미분방

정식의 해를 구하여야 얻을 수 있다. 이 비선형 방정식은 공간에 대해 2계 미분방정식의 결

합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치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수치해에 대해 검증된 결과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물리화학적 모델의

완성도에 따라 해의 정확도가 좌우되지만 안정된 수치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산모델 개발을 위하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라이브러리로 모델의

입력까지 편리하게 제공하는 COMSOL Multiphysics Version 4를 이용하였다. 크러드 층의

다공성 매질에서 화학종의 농도 분포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리화학적 모델

을 근거로 COMSOL Multiphysics의 ‘Chemical Engineering Module’과 ‘Heat Transfer

Module’을 이용하여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바.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분석 및 자료 구축 (울진 2호기, 영광 1호기)

AOA가 발생한 울진 2호기의 핵연료 피복관 및 크러드 분석자료 및 AOA가 아직 발생하

지 않은 영광 1호기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분석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을 서로 비교

평가해 봄으로서 국내 다른 원전에서 AOA 발생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 원전 냉각재 크러드 채취 및 분석

Capillary 대표시료 포집기술은 국내 원전에서는 아직까지 적용해 보지 않은 최초 시도한

기술로서, 모세관 튜브(capillary tube)를 이용한 semi-pilot 규모의 크러드 포집 장치를 성

공적으로 설계, 제작하여 모의크러드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통해 원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함

으로서 향후 전 원전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성크러드 시료의

취급 및 처리 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시킨 상태에서 microwave digestion 장치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높은 시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크러드 분석시 재생성과 대표성을 지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면 발전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연소도, 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개선된 노심 설계

및 제작 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capillary 크러드 포집기술은 향후 전 원전의

방사성크러드 시료 채취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grab 시료 채취법의

분석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재생성과 신뢰성 높은 시료 분석 값을 제공하게 됨으로

서 원전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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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농축 붕산 적용 타당성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최적화 및 장주기/고연소도 운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핵연료 건전성

확보와 운전원의 피폭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장기적인 반응도 조절

수단으로써 B-10 농도가 높은 농축붕산을 사용하면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많은 이점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산화리튬

주입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high pH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부식생성물중 nickel ferrite의

침적과 방사화 감소로 작업자 피폭율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축붕

산의 사용은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기의 환경검증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밖에도 반응도조절을 위한 feed & bleed 양 감소에 다른

폐기물 생성량 감축, 냉각재의 외부 누설에 의한 기기손상률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

져 올 것이다. 농축붕산을 가동원전과 신규원전에 건설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농축

붕산의 생산가격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농축붕산의 가격이 더 저렴해 진다면 농

축붕산에 대한 경제성은 향상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성도 증대될 것이다. 농축붕산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핵연료 노심설계부터 폐기물처리계통까지 핵연료 주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수화학적 기반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장주기 운전이 도입되고 수명연장까지 고려한다면, 농축붕산 사용의 적용은 안전성뿐만 아

니라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수출원전의 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AOA 억제 수화학 제어 전략 개발

원전의 고연소도, 장주기화 및 출력 증강 추세에 따라 AOA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 원전 AOA 방지 수화학 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화학

운전 현황 및 AOA 영향 분석, AOA 방지 수화학 지침서 자료 도출 및 수질 인자 계통 영

향을 평가하였다.

AOA가 발생한 원전에서는 기존 Modified Chemistry 운전에서 Coordinated Chemistry

at pH 7.1 운전으로 변경하였고, 유출 유량을 최대로 운전하고 냉각재 용존수소 농도를 상

향으로 유지 (33∼42 cc/Kg-H2O)하고 있다. 그리고 AOA가 3% 이상으로 벌어질 때 제어

봉을 삽입하여 운전하고 있다. AOA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죄근까

지의 EPRI 지침은 초기 Li은 3.5 ppm으로 유지하다가 pH를 7.1으로 운전하는 것이다. 그러

나 본 과제에서 Test Loop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증시험 자료를 종합하면, 초기 Li 농도를

5.0 ppm으로 유지하다가, pH를 7.4로 운전하는 것이 Deposit 형성을 감소시켰으며, 궁극적

으로 AOA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과제에서 수행한 실증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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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운전 초기 조건에서 Deposit 형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히 원전을 가동시 운

전 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고연소도 장주기 운전을 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AOA를 억제하고, 세계적인 추세

인 원전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 예상되는 AOA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차계통 수화학 지

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과제에서 확보한 실증 시험자료는 원전 수화학 운전

전략 수립시 필요한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성우이앤티, 순천향 대학교 상호 교류하며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력의 다양한 경험을 상호 교

류하고 기존 보유 기술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KAERI가 가진 고

온/고압 시험/측정 기술과 성우이앤티의 원전 기술 경험 및 순천향 대학의 모델 기술을 발

전적으로 조합하여 수행하였다.

∘ 국제협력을 통해 국외 선행 기술을 접목한였다. 특히 수화학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활

동을 하고 있는 EPRI의 선진 운영 기법을 습득 파악하였다. EPRI 연구 분야인 41.001 재료

열화/부식(Materials Degradation/Aging) 및 41.002 핵연료 신뢰성(Fuel Reliability) 프로그

램 중에서 수화학 기술과 관련된 연구 분야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중복적인 연구를 피

하고 연구를 효율화하였다.

∘ IAEA-CRP FUWAC을 통한 국제 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유

럽, 일본이 참여한 핵연료 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협의체로서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선행 기술 및 각국의 실증 시험 기술 Know How를 습득하였다.

∘ 외국의 선진 수화학 연구기관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여 미국 EPRI를 비롯한 원자력

연구기관, 캐나다 AECL, 프랑스 EDF와 일본 CRIEPI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인력 및 기

술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연구의 효율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학회 활동을 주도하여 최신의 연구 및 현장 정보를 얻기 위해 KAERI를 중심으로 원

전 수화학 및 부식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관련 전문

가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일 원전 수화학 및 부식 세미나, 국제수화학 학술회회에 참여하

여 정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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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기술은 원전 운영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원전 pH 운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수화학적

인자에 대한 정량화 자료를 바탕으로 수화학 지침서(Water Chemistry Guideline)를 작성하

고 개별 원전의 수화학 운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추후 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산업체

가 참여한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화학 지침서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기술이다. 원전 수화학 운전의 기본 체

계인 수화학 지침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수화학 인자의 역효과 분석, 계통 재료와의 양립

성,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생되는

원전 현안에 대한 문제 AOA에 대해서 미국 등 외국도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AOA 억제 방안이 다르다. AOA 억제를 위한 수화학 기술은 기술을 EPRI 지

침서를 통해서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반 기술 없이 실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

전이 장주기․고연소도화 함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AOA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수화

학 기반 기술로서 원전의 운영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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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 기술메모

기술메모 1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 제작절차

 

0  Zr 합금인 핵연료피복관의 하단을 Zr 판재로 TIG (Tungsten Inert Gas) 용접한다.

0  MgO 분말과 증류수를 1:1 비율로 혼합한다.

0  핵연료피복관 하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사기에 Shrinkable Teflon관을 연결한 후,

MgO와 증류수를 혼합한 용액을 주사기로 빨아들인다.

0  하단이 용접된 핵연료 피복관에 주사기에 흡인된 혼합용액을 하단부에 주입한다(2

cc).

0  Internal Heater를 핵연료 피복관에 넣어 혼합용액이 흘러넘치도록 하단까지 삽입한

다.

0  핵연료 피복관과 Intrnal Heater 사이의 틈새에서 혼합용액이 고체화되도록 24 시간

동안 고정한다.

기술메모 2 -AOA 시편분석

0 AOA 실증시험을 수행한 후 시편을 다음과 같이 Diamond Cutter로 절단한다 (Fig. 5

참조).

0 해당되는 부분(20 mm)에서 10 mm 부분은 ICP-AES 분석을 하고 5 mm는 SEM 파단

면 분석을 하며, 나머지 5 mm 부분은 SIMS, XPS, SEM으로 외부곡면 분석을 수행한

다.

0 ICP-AES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시편의 내부를 Resin으로 채우고 고화시킨다. 고화된

시편을 증류수에서 Ultra Sonification (최대 Amplitude의 40%, 30분)으로 외부표면에

형성된 피막을 분리시킨다. Fe, Ni, B, Zr 등의 성분은 ICP-AES로 분석을 하고, Li은

AAS로 분석한다. 이로부터 단위면적당 피막의 량을 측정한다.

0 SEM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시편을 Resin에 일부 적신 후 건조시킨다. Risin으로 덮힌

부분은 Decane 용액을 사용하여 Diamond Cutter로 저속으로 절단한 후 Sand Paper로

연마하고 Polishing한다. 절단된 파단면에서 Deposit의 두께를 SEM으로 측정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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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파단면에 대하여 SEM Image Mapping/성분분석을 수행한다.

0 SIMS 또는 XPS 분석을 하는 경우, Decane 용액의 B 오염을 방지하면 외부곡면을 분

석하기 위한 시편을 제작한다.

기술메모 3.

Table A-1. Issue sheet

No. 1 - 최병선, 2008. 12. 8

1. Issue 제목 : AOA 고유량시험장치 설계방안 분야 :

2. 논의 및 결정 사항

o 고유량 루프중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 및 유량평가

3. 논의 및 검토 사항

o 고유량루프의 test section 부 설계유량, 압력강하 및 펌프수두 산정

o 검토사항

- 고유량루프의 test section 부의 기하학적 설계의 적합성 검토

- test section부에서의 유량, 압력강하 산정

- 순환펌프의 H-Q curve 검토

4. 참고 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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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메모 4.

Specification for Test Section (HFL=High Flow Loop)

o Test section is heated by a cartridge heater (AC)

o Dimension & material of tube :

- 25.4 mm OD x 2.77 mm Thickness (316L SS)

o Dimension & material of heater :

- 8.0 mm OD x 600 mm Length (316L SS)

o Dimension & material of test specimen :

- 8.3 mm ID (9.5 mm OD) x 600 mm L (Zry-4)

o Electric capacity of heater: 1 Kw

o Heated length: 160 mm

o Heat flux of specimen surface: 0~24 w/cm2

o Bulk water temperature (Inlet) & overpressure: 325℃, 15 MPa

o Inlet flow rate & fluid velocity on the test specimen :

- 200 cc/min, 1.4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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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메모 5. 시험장치 설계 및 구성

Fig. A-1. Schematic drawing of a test section (Type B) for AOA with low and

high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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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Schematic drawing of High Flow Loop (HFL)

현재 고유속장치의 구성 및 배관크기는 1/4“이고 펌프연결부는 3/4”로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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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메모 6. Recirculation Pump

l Operating Conditions

- Flow rate : ~19 GPM (4315 LPH)

- Pressure : 5000 psi (345 bar) Max. 

- Temperature : 650°F (343°C) Max. Pump

- Power : 3/4 HP,  MagneDrive

- Total head : 12 m

Fig. A-3. Recirculation pump

l 일본 CRIEPI에서 사용중인 펌프 (From Kawamura 이메일)

- Flow rate : 20 liter/min (max)

- Total head : 100 m

- Temp. : 355℃(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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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5. Pump Flow 측정결과

Pump head가 고정된 경우에는 연결배관의 직경의 크기에 따른 형상저항이 매우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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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 및 유량평가결과

1/2" pipe, w/o spacer

압력(MPa) 유량(liter/min) 압력강하(kPa) 유속(m/sec)

12.0 MPa 17 1.97 1.21

30 5.9 2.14

79 37.98 5.56

15.0 MPa 17 1.97 1.23

30 6.02 2.18

79 38.65 5.66

1/4" pipe, w/ spacer

압력(MPa) 유량(liter/min) 압력강하(kPa) 유속(m/sec)

15.0 MPa 3 1.6 0.7

17 46.25 3.92

79 918.85 18

배관크기에 따른 압력강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5MPa에서 운전되는 경우, 17

liter/min의 유량에서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가 약 23.5배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MagneDrive 펌프(총수두 12 m)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크기의 증가(1/4“ ⇒ 1/2” or

3/4“)가 요구됨.

Table A-3. AOA 장치비교

노심핵연료 Halden Studsvik CEA-EDF Lister Kawamura KAERI

ID[annulus], mm 14.2 13.7

Gap size, mm 2.3577 2.2

유량, L/min 17.1 1.8 78 43.2 ?

유속, m/sec 0~ 7 ?

열원길이, mm 3860 600, 800 55 1800 152.4 230 230

열원직경, mm 9.5 9.5, 7.5 10 ~10 9.5



- 348 -

부록 B. AOA 시험장치 가동 이력 및 실험자료

A1 ( Li : 1.5 ppm, B : 870.5 ppm, Fe : 20 ppm, Ni : 20 ppm, Fe/Ni nitrate사용)

ü 운전중 고압펌프 정지 (Fe/Ni 용액농도가 높아서 고압펌프 전단의 필터막힘)

ü 원래 2주 실험예정이었으나 펌프 이상으로 5일간 실험

ü 재가동시 가압 중 56 kgf 이상에서부터 pump에서 이상 소음발생 더 이상 가압불가

(고압펌프 릴리프밸브 열림 → 펌프교체)

ü DH ppm 단위, 수치이상 (보정필요)

ü 수소농도 : 21 cc/kg

ü 연속주입 실패

A2 ( Li : 1.5 ppm, B : 870.5 ppm, Fe : 200 ppb, Ni : 200 ppb, Fe/Ni nitrate사용)

ü 카트리지 히터 승온시 알람에 걸려 power off(2회) → Thermocouple 교체

ü A1과 비교위해 5일 실험

ü DH 검출기 ppm 단위 교정 후 실험진행

ü 수소농도 : 21 cc/kg

A3 ( Li : 1.5 ppm, B : 870.5 ppm, Fe : 200 ppb, Ni : 200 ppb, Fe/Ni nitrate사용)

ü 4주간 실험

ü 수소농도 : 21 cc/kg

A4 ( Li : 1.5 ppm, B : 870.5 ppm, Fe : 200 ppb, Ni : 200 ppb, Fe/Ni acetate사용)

ü Fe/Ni nitrate에서 acetate로 바꿈

ü 계속 2주간 실험

ü 수소농도 : 21 cc/kg

A5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운전중 고압펌프 전단 필터교체후 펌핑에 문제발생 heater off → 약 90분가량 후

다시 히팅시작

ü DH 검출기를 cc/kg단위로 변환

ü 수소농도 : 21 cc/kg

A6 ( Li : 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수소농도 : 21 cc/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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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Li : 2.2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실험중간에 연구소 순간정전발생(펌프, 히터 off) → 재가압 및 재히팅 실시

ü 수소농도 : 21 cc/kg

A8 ( Li : 1.5 ppm, B : 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실험중간에 DH 센서이상

ü 실험종료 후 DO, DH, 압력센서 보정

ü 수소농도 : 21 cc/kg

A9 ( Li : 1.5 ppm, B : 17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수소농도 : 21 cc/kg

A10 ( Li : 5 ppm, B : 885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Preheater에서 heating zone으로 가는 배관에서 leak 발견 → 배관수정

ü 리본히터 불량으로 리본히터 교체

ü 수소농도 : 21 cc/kg

A11 ( Li : 2.5 ppm, B : 885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실험 중 고압펌프 전단 필터 교환 시 펌핑 이상 → 약 90분 후 다시 히팅

ü 실험 중 DO, DH 센서이상

ü 실험 종료 후 DO, DH 센서보정

ü 수소농도 : 21 cc/kg

A12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수소농도 : 5 cc/kg

A13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수소농도 : 40 cc/kg

A14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실험 중 DO, DH 센서이상

ü 실험종료 후 DO, DH 센서보정

ü 수소농도 : 70 cc/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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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A4 재시험)

ü 배관을 수정하여 전도도를 Inlet/Outlet에서 동시 측정가능

A16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ü 실험 중 Ar gas 교체시 기포에 의해 level sensor 오작동 → 히터 off

ü 기포제거 후 다시 히팅 (약 40분가량 카트리지 히터 off)

ü 수소농도 : 50 cc/kg

ü 연속주입 (make up tank 농도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40 ppm, Ni

: 240 ppm, 0.5 cc/min으로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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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수소 주입농도: 21 cc/kg

고압펌프 이상정지, 
90분 후 재작동

DH 검출기 단위를 cc/kg으로 변환

Fig. B-5. A5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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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21 cc/kg

A6 ( Li : 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Fig. B-6. A6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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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Li : 2.2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순간정전으로 인한
전원 off

수소 주입농도: 21 cc/kg

Fig. B-7. A7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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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21 cc/kg

A8 ( Li : 1.5 ppm, B : 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DH 센서이상 실험종료 후 DO, 
DH 압력센서 보정

Fig. B-8. A8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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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21 cc/kg

A9 ( Li : 1.5 ppm, B : 17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Fig. B-9. A9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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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21 cc/kg

A10 ( Li : 5 ppm, B : 885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 Preheater에서 heating zone으로 가는 배관에서 누수발생; 배관수정
• 리본히터 불량; 교체

Fig. B-10. A10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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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 Li : 2.5 ppm, B : 885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수소 주입농도: 21 cc/kg

고압펌프 전단 필터 교환 시 펌핑 이상; 
약 90분 후 재가동

실험 중 DO, DH 센서 이상

실험 후 DO, DH 센서 보정

Fig. B-11. A11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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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5 cc/kg

A12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Fig. B-12. A12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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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수소 주입농도: 40 cc/kg

Fig. B-13. A13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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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수소 주입농도: 70 cc/kg

DH 센서 이상, 실험 후 센서보정

DO 센서 이상, 실험 후 센서보정

Fig. B-14. A14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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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수소 주입농도: 70 cc/kg

(A4 재시험)

배관을 수정하여 Inlet/Outlet에서 전도도를 동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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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15. A15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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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주입농도: 50 cc/kg

A16 ( Li : 3.5 ppm, B : 1500 ppm, Fe : 2 ppm, Ni : 2 ppm, Fe/Ni acetate사용)

Ar gas 교체시 기포에
의해 level sensor 오작동; 
40분 정도 heater off

실험용액 0.5 cc/min으로 연속주입
(Makeup tank 농도 Li: 3.5 ppm, B: 1,500 ppm, 
Fe: 240 ppm, Ni: 240 ppm)

Fig. B-16. A16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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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AOA 시험시편 산화막 분석자료

Fig. C-1. A1 시험시편 산화막 XP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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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1. A1 시험시편 산화막 XPS 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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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2. 표준시료 XPS 분석 자료

Fig. C-3. A16시편 크러드 침착사진



- 370 -

부록 D. 원전 크러드 분석자료

1. 영광 1호기 (O10NO5 연료봉)

가. 외관분석

Fig. D-1.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fuel claddings from Young Kwang-1.

나. 테이핑자료

Fig. D-2.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20-2,420 mm) from Young Kw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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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3. EDS mapping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20-2,420 mm) from Young Kwang-1.

Fig. D-4. EDS compositions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20-2,420 mm) from Young Kw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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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5.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Young Kwang-1.

Fig. D-6. EDS mapping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Young Kw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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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7. EDS compositions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Young Kwang-1.

2. 울진 2호기 (K23PO4 연료봉)

가. 외관분석

Fig. D-8.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fuel claddings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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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이핑자료

Fig. D-9.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20-2,520 mm) from Ulchin-2.

Fig. D-10. EDS compositions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2,220-2,520 mm)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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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11.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Ulchin-2.

Fig. D-12. EDS compositions of taping sample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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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드 및 붕소침착 억제 pH 및 용존수소 영향 시험평가

○ 원전 1차계통 방사성 크러드 및 핵종 거동 평가

- 방사성 크러드 대표시료 포집 장치설계/제작/성능평가

- 방사선 크러드 채취 및 분석법 확립

- 계통 방사성 크러드 거동 분석 모델 개발

○ 국내 원전 AOA 방지 수화학 운전 지침 수립

- 수화학 운전 현황 및 AOA 영향 분석

- AOA 방지 수화학 지침서 자료 도출

- 농축붕산 및 수질 인자 계통 영향 평가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비정상출력편차, 수화학, 크러드, 침착, 수소농도, 붕소, 미포화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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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Axial Offset Anomaly) has been reported in many PWR plant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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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peration is recomme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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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

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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