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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해당단계 l 단계 단계구분 (1단계) 

번호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1단계) 

연구사업영 중사업명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영 

연구과제영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한 불간 고연소 핵연료 사용시 중대사고 거동분석 코드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기반 구축 

연구기관영 한국원자력 해당단계 내부 ‘ (0.4) M.Y 여'-' ;<J 1 닙「 : 38,000 천원 

(연구책임자) 연구소 연구인력 외부 M.Y 구 민간 · 천원 

(김회동) 계 (0 .4) M.Y 비 겨l : 38,000 천원 

위탁연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영 

색인어 한글 고연소， 중대사고， ST 프로그램， 공기 유입， 요오드 화학 

(각5개이상) 영 어 ‘ High Bumup, Severe Accident, ST Program , Air ingress , iodine chemistry 

요 약 | 연 수 210 

l ‘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 목표는 중대사고시 고연소 핵연료용의 손상 급냉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관련 한불 국제 공 

동 연구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주요 연구 내용중 첫째는 국내 중대사고 연구회내 세 

부 조직인 ‘고연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시 필요 연구 항목올 도출하는 것이 

었음 두번째는 도출된 국내 연구 필요 항목들에 대해 정부로부터 참여비 지원 조건하에서 IRSN과 

‘ST실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시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MOU를 협약하는 것임 

2. 연구결과 

주요 연구 결과는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협의 모임을 구성하였고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실험 시설 기반 조사를 수행하였음. 또한 프랑스 IRSN과 공동 연구 협력 회의를 수행， 한국 원자력 연 

구소와 프랑스 IRSN간 상호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 교환과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에 

협력하는 연구 협약서 (MOU)를 체결하였음‘ 추후 국제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세미나 개최를 대비하여 

국내 워크숍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워크삽’)을 개최하여 고연소 관련 

연구결과 발표및 정보를 교환 관련 연구 기반을 구축 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성된 고연소 전문가 그룹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 

하고， 제안된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토의하여 연구 진행시 문제정 해결이나 해결방안 도출을 위 

한 아이디어 제공처로 활용할 것임. 또한 규명된 연구 펼요 항목들은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수행을 위 

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임. ST 프로그랭을 통한 고연소 중대사고 모델 공동 개발， 국제 워크숍 공동 

개최 및 신 연구 항목 공동 개발에 대한 KAERI!IRSN간 MOU협약으로 입수되는 정보들은 국내 고연 

소 모의용 해석 코드 개발 연구 진행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최종적으로 고연소 및 급냉 관련 

모델이 보완된 중대사고 해석 코드는 추후 산업체의 중대사고 위해도 평가와 원전 비상운전 절차서 검 

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원전 수출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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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간 고연소 핵연료 사용시 중대사고 거동분석 코드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기반 구축 

11. 연구 개발의 목적 빛 펠요성 

이 과제는 과학기술부의 2004년도 원자력 협력 기반 조성 사업중 I 한불간 고 

연소 핵연료 사용시 중대사고 거동분석 코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기반 구축 

I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과제의 연구 목표는 중대사고시 고연소 핵연 

료 봉 손상거동， 급냉 및 핵분열 생성물 거동관련 실험 연구를 위한， 한.불간 

국제 공동 연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었다 

현재 가동 원전은 약 40 GWD!MTU 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전환하고 있 

다. 그러나 60 GWD!MTU이상 고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전환 하는 것은， 

핵연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저장 및 영구처리에 고비용이 요구되는， 사용 

후 핵연료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 

내는 약100 GWD!MTU를 목표로 관련 핵연료와 피복관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중대코드들은 단지 약40 GWD !MTU 연소 

준위를 예상한 실험자료와 현상관련 모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연소 

핵연료(약 40 GWD!MTU이상) 특성으로 인한 노심손상과 핵분열생성물 방 

출관련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연소 핵연료 적용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국내 중대사고 코드 개선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연구 분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종 목표인 고 

연소 중대사고 해석코드용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 자료 확보가 펼수적 

이다. 국내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대사고 조건에 대한 고연소 핵연료 실 

험 시설과 관련실험 시설 구축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핵물질 사 

용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참여비 제공(6년간 약 1억 300만원/yr: 협상가능) 

으로 IRSN측이 제안한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ST 실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 

는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11. 연구 개발의 내용 빛 범위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은 첫째 국내 중대사고 연구회내 세부 조직인 ‘고 

연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통한 추후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수행시 펼요 연구 항목들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세번째는 도출된 국내 연구 필요 항목들에 대해 정부로부터 참 

여비 지원 조건하에서 IRSN과 ‘ST실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시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MOU를 협약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국내 워크 

숍을 개최하여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lV. 연구 개발 결과 

주요 연구 수행 결과는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협의 모임을 구성하였고 

고연소 중대사고 모의용 코드 개발 연구 추진시 필요한 연구 항목들을 규명， 

표로 작싱하였다. 또한 프랑스 IRSN 전문가의 KAERI 방문 및 KAERI측의 

IRSN 방문에 의한 공동 연구 협력에 대한 회의를 수행 한국 원자력 연구소 

와 프랑스 IRSN간 상호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 교환과 공 

동 학술 세미나 개최에 협력하는 연구 협약 MOU를 2005년 6월 체결하였다. 

또한 추후 국제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세미나 개최를 대비하여 국내 워크숍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워크삽’)을 개최하여 

고연소 관련 연구결과 발표및 정보를 교환， 관련 연구 기반을 구축 하였다. 

V. 연구 개발의 활용 계획 

구성된 고연소 전문가 그룹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제안된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토의하여 연 

구 진행시 문제점 해결이나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처로 활용 

할 것이다. 또한 규명된 연구 필요 항목들은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수행을 위 

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고연소 중대사고 모댈 공동개발， 국제 워크숍 

공동개최 및 신 연구항목 공동개발등 KAERI!IRSN간 MOU협약 및 ST 프 

로그램을 통해 입수되는 정보들은 고연소 모의 해석코드 개발시 기본 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고연소 및 급냉관련 모델이 보완된 중대사 

고 코드는 추후 산업체의 중대사고 위해도 평가와 비상운전 절차서 검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원전 수출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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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1. The Project Ti tl e 

Establishment of Technical Collaboration basis between Korea and France 

for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assessment computer code under 

high bum up condition 

11. The Obj ec t i ves and Necess i ty of the Projec t 

This project was perforrned by KAERI in the frame of construction of 

the intemational cooperative basis on the nuclear energy, which was 

supported from MOST with the title of 'Establishment of Technical 

Collaboration basis between Korea and France for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assessment computer code under high bum up condition".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the intemational cooperative 

research basis between France and Korea for performing the experimental 

research conceming the core damage progression, the quenching and the 

fission product release in the severe accident under the high bumup 

condition. The current operating NPP (Nuc1ear Power Plant) are 

converting the bumed fuel to the wasted fuel after the completion of 40 

GWD!MTU bum up. But in Korea, the conversion of the level of bum 

up to more than 60 GWD!MTU will be expected because this can not 

only make the efficiency of fue1 extend but a1so save the cost for storing 

the wasted fuel with safe. The domestic research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fuel and the c1adding that can be used under the high 

burn up condition as 100 GWD!MTU is progressing now. But the current 

computer code for analyzing the severe accident is adopted the model and 

the data that is valid only up to the 40 GWD끼\.1TU at mos t. Therefore 

the current code can not take into account the phenomena that may 

cause any differences in the fission product release behavior or the core 

damage sequence due to the high bum up (more than 40 GWD!MTU). 

- 111 -



To evaluate the safety on the NPP with the high burn up fuel , it is 

estimated that the improvement of current severe accident code against 

the high burn up condition is the important research item. Also it should 

be start without any delay. However, in order to develop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for the high burnup condition which is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t is essential things to obtain the experimental data. 

For the domestic case, with considering the high cost to operate the 

experimental facility and the limitation of treating the real nuclear 

materials, it was estima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is the best way to perform this study. 

111.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ain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The first things was 

the construction of the expert group in the severe accident research 

society. The second things was the identification of necessary research 

items for the severe accident under high burnup condition through the 

discussion within the expert group members. Based on the selected 

necessary research items, the third things was to make an agreement of 

MOU for th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IRSN and KAERI through the 

ST experimental program under the condition of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cost from the government. The last things was the opening 

of the workshop to establish the research basis on the severe accident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for the domestic. 

1V.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xpert group was 

constructed to establish the research basis for the severe accident under 

high burn up condition. From this expert group, the research items for 

developing the severe accident code that can be applied under the high 

burn up condition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through a discussion and a 

technical seminar. Based on these selected items, the meetings to find out 

the cooperative research items on the severe accident under the high 

burn up condition were held in both the IRSN and KAERI. After meeting, 

KAERI!IRSN agreed with the cooperation each other on th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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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ns and tried to co- host the intemational seminar and develop the 

rnodel and identify the new iterns to be interested in each party. The 

agreernent (MOU) of the cooperation on the research conceming the 

severe accident under the high buπ up condition was signed by both 

sides on June, 2005. Also, the dornestic workshop ('Workshop for the 

developrn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under high bumup 

condi tion ' ) was held in 2005 J비Y to prepare against the intemational 

workshop for the future and it gave an help to establish the research 

basis. 

V. The Proposal for Application 

In the organized 'high bumup expert group' , the working contents from 

the other organization can be expressed and the raised open issue can b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technical basis. AIso this group can be used 

as an 'idea tank' to soIve the problem or derive the strategy for treating 

the difficulties. The identified research items from this study wi l1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performing the severe accident research under 

the high bumup condition. The all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MOU and 'ST program'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in case of 

performing the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under the high bumup condition. FinalIy,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that the rnodels such as the high bum up and the quench 

were implemented wiU be able to use for validating the EOP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and for estirnating the ri sk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 AIso this new developed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with the 

capability of simulating the severe accident under the high burn up 

condition will contribute to the export of NPP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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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과제는 과학기술부의 2004년도 원자력 협력 기반 조성 사업중 I 한불간 고 

연소 핵연료 사용시 중대사고 거동분석 코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기반 구축l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국내 가동 원전은 약 40 GWDIMTU 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전환하 

고 있다. 그러나 60 GWDIMTU이상 고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전환 하는 

것은， 핵연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저장 및 영구처리에 고비용이 요구되는， 

사용후 핵연료 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펼요한 현실이다. 

국내는 약 100 GWDIMTU 연소를 목표로 고연소용 핵연료와 피복관 개발 

연구를 진행 중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연소 적용이 예상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 중인 중대사고 해석코드들은 단지 약 40 GWDIMTU 

연소 준위를 예상한 실험 자료와 현상관련 모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 

황이다. 

핵연료의 고연소는 노심내 핵분열생성물의 재고량， 붕괴열 준위， 연료내 다 

공성， 연료내 gram 크기， nm 핵연료단변의 환원 형태 균열) 발생과 같은 

다양한 핵연료의 물질 특성 변화를 야기 시켜 결과적인 노심 손상 과정과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연 

소 핵연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시 안전성 평가를 대비하여， 국내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기존 모델 평가와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고연소로 인해 야기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고연소 현상에 대한 모의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고연소용 모델 개발과 평가를 위해서 실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경우 가용한 고연 

소관련 실험 자료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MELCOR, MAAP, SCDAP!RELAP5 등을 비롯한 국내 보유 중대사고 해석 

코드들의 고연소 현상에 대한 모의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연구 

를 통한 실험자료 확보와 해당 연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추진 방법으로 판단되어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 발 현황 

고연소로 인해 중대사고 현상내 변화가 예상 되는 부분으로는 직접적인 영 

향이 미치는 부분은 노심 손상과 핵분열 생성물 방출 거동으로 예상되며， 간 

접적인 영향으로는 고연소에 대비하여 개발 중인 신형 피복관이나 신형 핵 

연료로 인한 물성치 변화가 예상된다. 기타 예상되는 영향은 장시간 방사선 

조사 조건하에서의 원자로 용기나 구조물의 피로도를 고려한 물성치 값 영 

향 평가가 해당된다 

국내 경우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고연소 노심의 손상 거동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는 노내 (In-pile: 원자로내)나 노외 (out of pile: 원자로가 아닌 가열로) 

를 걸쳐 전무한 상태이며 국외 경우 노내 노심 손상관련 실험인 INEL 

SFD, FzK!IRS CORA , AECL FLHT, IRSN Phebus FP 실험등 대부분의 실 

험들이 고연소에 해당되는 40 GWD/MTU 연소도 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 

다. 그러나 연소 시키지 않은 연료와 연소된 연료간의 노심 손상 거동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규명된 차이점을 기본으로 고연소 핵연료의 중대사고시 

거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노외 실험인 IRSN의 CABRI 실험 경우 연소 

에 따른 손상된 핵연료의 특성이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의 경우 핵연료가 건 

전하게 유지되었으나 조사된 핵연료 경우는 쉽게 파쇄되어 손상된 파쇄층 

(debris) 형태로 피폭관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고연소로 인한 핵연 

료의 파쇄 특성은 LOCA시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의 안전기준인 최대 허용 피 

복관 온도 (2200 믿) 및 최대 허용 산화층 두께 (17%)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연소 핵연료를 위해 개발중인 Zirlo, M5 등과 

같은 신형 피복관의 적용으로 피복관의 손상(예: 팽창 파열) 및 산화거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VEGA나 Phebus FP 실험에서 발견된 고연소로 

인한 특징은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핵연료의 용융온도가 낮아지며， 또한 

핵연료 용융시 거품 발생으로 인해 유로의 차폐 가능성과 노심 자체의 팽창 

현상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전형적인 중대사고시 노심 손상 진행 과정 (core 

damage progression scenario)으로 알고 있는 TMI-2 사고 과정 과 다르게 

중대사고시 전반적인 노심 손상 진행 과정의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핵연료 용융시 거품발생 기구， 발생 온도 및 거품 

발생에 따른 노심 손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 
니
 



국내 기존 중대사고 해석 쿄드를 고연소 모의용 코드로 개발 또는 개선시키 

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연소 (40GWD!MTU 이하)의 핵연료를 적용한 노 

내 종합실험과 고연소 핵연료(최소 60GWD!MTU 이상)를 사용한 유사 조건 

의 노내 종합 실험 각각의 실험 자료 확보와 비교，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비교 작업을 통해 규명된 고연소에 특징적인 현상들을 선별하여 각각에 대 

한 개별 모델을 구성하고 다시 가용한 특정적인 현상들과 관련된 실험 결과 

들을 이용， 개발한 개별 모델들을 검증하는 작업이 펼요하다. 이같이 개발 

또는 개선된 개별 모델들은 최종적으로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 체계내에 

포함시켜 이전 두 노내 종합 실험들에 대해 모의 최종적으로 개선된 중대사 

고 해석 코드의 고연소 현상에 대한 모의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일련의 과 

정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경우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 계통으로의 핵분열생 

성물 방출 거동에 대한 실험 연구는 노내나 노외를 걸쳐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고연소 관련 핵분열 생성물 방출 실험은 설계기준 조건하에서 불 

활성 기체나 일부 특정 원소만에 대해 수행되었다. 국외 경우도 노내 노심 

손상관련 실험인 INEL SFD. IRSN Phebus FP 실험등 대부분의 실험들이 

고연소에 해당되는 40 GWD!MTU 연소도 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러나 일본 경우 40 GWD!MTU 이상 63 GWD!MTU 까지 고연소 핵연료 및 

MOX(저농축 핵연료) 핵연료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관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러나 실험의 대부분은 노외 실험으로서 경계조건 (온도， 압력， 

기체 구성 성분)들이 고정된 조건하에서 수행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 방출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로는 핵연료 온도， 피 

복관내 압력， 핵연료 gram 크기， 핵연료내 U/O 비， 방출 핵분열생성물 이송 
공간내 유체 성분(예 배관내 유체의 fν0비 즉 산화나 환원조건， 가스핵종)， 

구조물과의 화학반응 등이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중대사고 해석 코드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대한 모의 방식은 두 

종류로， 첫째는 핵연료 온도만의 함수로 표현는 Arrhenius 방정식 형태로 모 

의하거나 두 번째는 gram 외벽에서 농도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부여한 Cs 

에대한 확산 계수값을 이용， gram내 확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한 값을 기본 

으로， 다른 핵종들에 기본값의 상대적인 비로 방출양을 모의하는 Booth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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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연소도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Booth 

모넬 경우， 지정 연소도 (MELCOR 경계기본값 30 GWD/MTU)를 경계로 방 

출 분율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화 (예 MELCOR 기본값 5배 증가)시킬 수 있 

도록 하고있다. 

현재 국내 경우 소규모 실험 이외에는 이같은 종합적인 핵분열생성물 방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이 없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건설과 운영 

에 막대한 예산이 펼요하므로 국내 자체 수행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험 시설을 국내에 건설， 구축하더라도， 추후 

응용 분야가 제약이 많은 현실임을 고려할 때 (예 INEL SFD, IRSN 

Phebus FP) 일정 참여비를 제공하고 관련 실험 자료와 연구 결과를 입수하 

는 국제 공동 연구 방식을 통해 고연소 관련 모델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목 

표인 ‘국내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모의용 코드 개발’을 달성하기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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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과제의 최종 목표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프랑스 IRSN 간에 중대사고시 

고연소 핵연료봉 손상거동 급냉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관련 실험연구를 위 

한， 한불 국제 공동 연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과제의 세부 목표 

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별 목표는 표 l과 같다， 

O 국내 중대사고 연구회내 세부 조직으로 “고연소 전문가 그룹”을 구 

성한다 

O 구성된 전문가 그룹내 협의를 통해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관련 연 

구 펼요 항목 도출과 설계 기준관련 연구와의 중복 연구를 피하기 

위해 조정한다 

O 도출된 국내 연구 필요 항목들에 대해， 정부로 부터의 참여비 지원 

조건하에서 IRSN과 ST(source tenn: 선원항) 실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협력 MOU를 협약. 

O 고연소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workshop) 개 최 

표 1 단계별 연구 목표 

연구개발목표 |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중대사고시 고연소 핵연 

o 국내 중대사고 연구회내 세부 조직으로 “고연소 전문 

가 그룹” 구성-

료봉 손상 거동， 급냉 및 10 전문가 그룹 협의를 통해 국내 고연소， 중대 사고 
핵분열생성물 방출관련 실 | 관련 연구 펼요 항목 도출 

험 자료 구축을 위한 한， 

불간 국제 공동 연구 협력 10 도출된 국내 연구 필요 항목들에 대해서 정부로 부터 
기반 구축 l 의 참여비 지원 조건하에서 IRSN과 Sorce Term 실 

험 연구 프로그램 참여시 공동 연구 협력 MOU협약. 

o 한，불 고연소 실험 관련 기술 세미나및 협력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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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개발 내용 및 결과 

1. 고연소 전문가 그룹 구성 

한，불간 협력 연구 결과들의 공유와 국내 필요 기술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인 한국핵연료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학계 및 원전 둥에 있는 국내 고연소 핵연료봉 거동과 

급냉 및 핵분열생성물 방출과 관련한 “고연소 핵연료 전문가그룹”을 구성하 

여 중대사고 연구회내에 세부 조직으로 구성하였다(2004년 10월 18일) . 

구성한 “고연소 핵연료 전문가 그룹”의 역할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내용이나 업무내용을 발표하고， 고연소 연구관련 

제안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진 

행시 문제점 해결에 아이디어 제공처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구성한 국내 고 

연소 전문가 그룹과의 약 10회의 자문 및 2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선별된 중 

대사고시 고연소로 인한 연구 펼요 항목표를 부록 A에 첨부 하였다. 

2. IRSN/KAERI간 고연소 중대사고 공동 연구 MOU 협 약 

2005년 3월 19일 프랑스 IRSN 본부를 방문하여 프랑스가 계획중인 고연소 

핵연료에 관한 종합실험 ST 프로그램 기획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양기 

관(IRSN!KAERD간의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협력 기반 구축 방안과 전 

문가 그룹을 통해 선정한 협력 연구 필요 항목들을 제안하고 토의하였다- 부 

록 B에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해 KAERI/IRSN간 공동 연구 협력 제안시 

KAERI측 발표 자료이다. 

회의에서 고연소 중대사고 현상들에 관한 좀더 세부적인 연구 협력 주제 

(items)들은 추후 토의를 거쳐 주제별로 선별해 가기로 하였다. KAERI는 고 

연소 원전 모의용 종합 전산 코드 개발을 위한 실험 자료 확보와 추후 공동 

으로 고연소 관련 개별 모댈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IRSN은 프랑스의 

전반적인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고， 특히 수행 예정인 고연 

소 관련 ST(source terms) 실험 프로그램을 설명， 이를 통한 공동 연구 협 

력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KAERI와 IRSN은 고연소 중대사고 현상에 관하여 

ST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험 결과 해석과 관련 모댈 개발을 위한 공동 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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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협랙에 관하여 l\IIOU 펀약을 하있다. 아래 그템 l 은 고연소 중대사고 국 

제 공동 협력 떤구 추진시 기관탤 역할과 관제를 나타낸다. 부록 C애는 

IRSN/KAERI간 고연소 중대사고애 대한 공동 연구 협력에 합의한 l\IIOU 서 

류를 첨부하였다 

쉰 ‘11 싱 oij :t 

기술 애r. j 나 개 31 

.;,"‘I! ‘'!I .fl'li묵 신정 

이}셔f- 1:1 ~_I ttJ :t, n 
및 언 - ，‘ ~14 -~，‘ R 

그림1. 고연소 중대사고 국제 공동 협릭 연구시 기관별 역할 및 관계 

3.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팔요 항목 

가. 고연소 노심의 손상 현상 

국내 경우， 고연소된 PWR 핵연료의 중대사고 (약 1200K 이상) 조건하에서 

핵연료와 피복관 및 핵분열생성물 가스 방출 거동에 대한 실험 및 모델 개 

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 IRSN의 Phebus FP 실험 [1 ， 2] 및 ]AERI의 

RFEF [3 ,4] 실험 결과에 의하띤， 핵연료의 연소도 준위에 따라서 노심 용융 

온도， 재배치 특성에 대한 측정값들이 기존 중대사고 해석코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결과( U02용융온도 약 3123 K)와 차이를 보였다. ]AERI 의 RFEF실험 

결과에 의하띤 그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 증가에 따라 노심 용융 

온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의 용융 온도와 재배치 시작 온도 

는 노심 최대 온도， 수소 생성양 및 하부에 형성되는 용융 pool 위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연소 핵연료의 새로이 규명된 중대사고 거동 특 

성을 고려하여 기존 모델들의 제한점을 규명하고 기존 모델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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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었다.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 

R. E. La tta (O/U : 2. 00) )) 
S. Yamanouchi (1 988)5) 

• Present work (NPP) Å 
• Present work (HB \YR)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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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핵연료 단떤에 균열 (crack) 테두리 (rim)가 발생되는 현상과 이로 

인해 열전도도가 감소되어 핵연료 단떤을 통한 온도 분포 모양이 변화되고， 

피복관과 핵연료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어， 피복관 내면에 산화층이 형성되 

어， 핵연료로부터 피복관으로 열전달 성능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5,6]. 

또한 Phebus FP 및 ]AERI의 VEGA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대사고 

건하에서 핵연료 용융시 연료 내부로 부터 기포가 발생되어(약 2300K 

정됨) , 핵연료의 물질 특성 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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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핵 

그러나 이 

개말 

온도， 재배치 특성 

암시한다 [7,8]. 

모델이나 상관식들은 

시작 。

단
 

요
 
。인해 핵띤료봉의 

방출 거동들이 변화될 

따라서 고연소로 

생성물의 。1 2-2-
Aλ 디 E 

,..... 
T 는L 여 

-l!.. 2. 

아직 。1 느二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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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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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 기준 사고인 LOCA 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 조건인 피복 
관 최대 허용 온도 및 피복관 최대 허용 산화층 두께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10]. 그림 5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OCA시 팽창， 파열된 피복 
관에 냉각수가 접촉될 경우 열충격에 의해 파쇄된 핵연료는 피복관 내부 

를 통해 재배치되어 하부 빈공간들을 체울수 있다. 이 경우 상부에는 핵연 

료가 없는 빈공간이 존재하고 하부에는 핵연료가 밀집되어 실제 피복관의 

최대 온도 위치가 하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1 

iI l 득권 최대온도 가싱 번호i iI l 목핀 산화층 두깨 기싱 변화 

그림 5 고연소가 LOCA시 ECCS 조건에 미치는 영향 예도 

이같이 고연소 핵연료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쇄된 핵연료 조각(debris)의 

재배치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이 없는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에 이 같은 

파쇄 핵연료 재배치 모델을 보완하여 평가하는 일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기존 사용중인 2[-4 피복관이 아닌 고연소용으로 개발중인 2irlo 

나 M5 등 신형 피복관의 팽창과 산화반응 거동에 대한 모델을 조속히 개 

발하고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내 보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나. 고연소 핵연료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현상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급격한 방출은 Phebus FP 실험에 의하띤 전형 

적으로 3 단계에서 방출의 첨두를 보여주었다 [12]. 첫째는 피복관의 급속한 

- 12 -



산화반응시， 두번째는 핵연료 용융시 마지막 세번째는 용융된 핵연료가 재배 

치될때 급격하게 핵분열생성물이 방출 되었다 따라서 이같이 각 단계시 핵 

분열생성물 방출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궁극적인 선원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3단계 현상은 고연소 

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은 핵연료 온도， 연소도， 온도증가 

율， 일정온도 유지 시간 크기， 핵연료내 반경 온도 기울기， 수증기 편압， 핵 

연료 U/O 비， 기타 노심 손상 과정(산화반응， 용해정도， 파쇄된 핵연료 크기 

등)에 관계되는 복잡한 현상이며， 이같은 변수 또한 공녀소로 인해 변화가 

에상된다 [13,14]. 따라서 고연소 적용을 대비한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 은 Phebus FP실험에서 전형 

적인 단계별 핵분열 생성물 방출 경향을 보여준다 

:::r~總‘ n 땀:꾀꼬l 
、、、‘

‘ 
i 짧

 

\ 

Cs 137 

그림 6 전형적인 핵분열 생성물의 단계별 방출 특성 

현재 대부분의 중대사고 해석 코드에서는 두 방식의 모델을 적용하여 중대 

사고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 계통으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을 모의하고 있 

다 [15,16J 

첫째 방식은 핵연료 온도만의 함수인 Arrhenius 방정식 형태로 예측된 방출 

핵분열 생성물이 즉시 원자로 용기내 유로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 

우이고， 두 번째 방식은 핵연료 gram 내부로부터 표면까지 핵분열 생성물의 

확산을 다양한 표면 경계조건을 부여한후 확산 방정식해를 구해 구해진 양 

n ‘ u 



의 핵분열 생성물이 gam에서 pellet 표면 그리고 피복관 간극을 통해 유체로 

단계별로 방출되는 과정을 모의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7 은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단계를 보여준다. 

Ditfuslon Inslde 
U02 graln 

Rate-determlnlng 
step 

Gaseous Pellet surface 

톨* 

Small dlffuslon vetoclty an!h. Posslbte exotanatlon 
Increase of gas denslty ., for pressure effect 
at elevated ptessure 

그림 7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단계별 방출 모의도 

현재 Booth 방출 모댈을 적용하고 있는 MELCOR 코드 경우 사용자가 임의 

로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 값으로 연소도를 30 GWD!MTU를 기준으 

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gram내 확산 계수를 이하일 경우보다 약 5배 큰 값 

을 적용하고 있다 

언급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그리고 현재 모델 

배경을 고려할 때， 40 GWD!MTU 이상 고연소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 생 

성물 방출 특성은 기존 모델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17]. 따라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관련 실험자료 확보와 모델 개발이 

시급히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새로운 중대사고 쟁점 현상 

(1) 노심내 공기 유입시 산화반응 현상 

중대사고 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안전 쟁점은 격납건물 건전성과 선원항의 

특성이다. 1979년 TMI-2 사고 이후 현재까지 연구 진행으로 다양한 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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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위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ST(source terrn 선원 

항)에 관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특히 불확실성의 하나로는 원자로 정지 사고 

나， 원자로 용기 손상 사고시 원자로 용기내 공기가 유입될 경우， 기존 Ru이 

ST애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다[18]. 특히 Ru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풀 

로 부터의 LOCA사고나 핵연료 취급 사고 발생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기 유입 사고시 에는 Ru이 노심으로부터 휘발성 형태로 방출된 

다는 여러 실험 증거가 있다. Ru 화합물중 하나는 격납 건물내에서도 휘발 

성일 수 있다. 또한 Ru의 방사성 독성은 단기적으로 Iodine 과 비슷하며， 중 

기적으로는 Cs 과 유사하다. 공기하에서 이 같은 Ru 관련 쟁점 이외에도， 공 

기 산화로 인해 iodine의 재증발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공기 유입 쟁점 이외에도 물과 상호 작용 현상들과 관련하여 노심 용융물의 

양과 성질에 대한 MOX 또는 고연소 핵연료의 영향에 관해 많은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 또한 노심 급냉시 수소 생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대표적인 중 

대사고 조건하에서 관련된 가용 정보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또한 ST과 관 

련하여 MOX나 고연소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율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급냉시 대량의 수증기/수소 혼합물 유동시 노심 

상단 및 노심내에 이전에 구조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핵분열 생성물이나 

이물질들이 재포획 (re-entrainment)되거나 급냉시 산화반응으로 인해 온도가 

폭주되어 추가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에 관해 현재 가용한 정보가 없는 현실 

이다 

중대사고와 관련된 이 같은 점들 이외에도， 현재 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연소용 핵연료및 피복관용 새 합금이 LOCA 하에서 노심 유로， 차 

폐 모양， 핵연료 재배치 및 용융 pool 형성 위치와 관련된 새로운 영향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효과들이 얼마나 사고 진행과 

현재의 LOCA 안전 규제 기준 적용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중요한 의문점은 피복관 최대 온도값 

의 증가와 가능한 산화 피복관의 두께 결과적인 유로차폐 모양에서 냉각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손상된 노심으로 유입된 공기가 조사된 UOz 핵연료와 접촉하게 되면， 실제 

중대사고 조건과 유사한 고온 조건하에서 핵연료와 핵분열생성물들이 산화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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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다. 중대사고시 수증기 산화 조건하의 원자로에서 지금까지는 방 

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 핵분열생성물중 일부가 공기 산화 조건하에 

서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산화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Phebus FP 프로그램 

에서 지적하고 있다. 특히 Ru 경우， AECL 에서 수행된 실험에 의하면， 공기 

하에서 약 1600 OC 에 있는 핵연료 pellet 으로부터 수분내에 모든 Ru이 방 

출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현재 수증기 조건하에서 Level- 3 ST 평가를 위 

해 IRSN에 의해서 고려되고 있는 Ru 방출값은 핵연료로 부터 10%, 격납건 

물로 약 2% 방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US NRC 의 NUREG-1465에 의하 

면， 총 방출양을 약 0.5% 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공기 주입을 고려한다면， 

Ru 방출양은 이값 보다 폭발적으로 큰 값이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심에서 방출된 휘발성 Ru 산화물 핵종은 AEKI 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 의 

하면， 일차계통 내 저온 지역을 통과할 때조차도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휘발성 Ru 산화물은 일차계통내에 

서 제거되지 않고， 휘발성 가스형태로 격납건물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만일 

방출된 Ru중 격납건물에 도달한 양이 예를들면 초기 노심 재고 질량의 1% 

라고 가정하면 이 1%의 휘발성 Ru 산화물은 격납건물 대기에 가스형태로 

부유해 있다가， 격납건물 강제 방출시에 휠터 (filter) 에 의해서 제거 되지 않 

고 그대로 외부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로 부터의 잠재적인 방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같은 휘발성 Ru 산화물로 인해， 격납건물로 

부터 위협적인 핵분열생성물 방출양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선원 

항 평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IRSN은 핵연료와 공기가 접촉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먼저 공기 유통 방식을 평가하고， 공기 유입에 의한 Ru의 방출， 격납건물까 

지 계통을 통한 이송에 대한 가능한 효과에 관해 현재까지 가용한 지식을 

기본으로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공기와 핵 

연료간 접촉이 될 수 있는 두 종류의 가능한 사고 상황을 고려하였다. 

첫번째는 원자로정지 상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 두번째는 노심 용융사고이 

후， 원자로 하부 용기가 손상될 경우이다. IRSN 에서 수행한 Level- 1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ement: 확율론족 안정 성 평 가)에 서 첫 번 째 와 같 

은 사고 확률을 약 l.4 X 10-6 /R-year 로 평 가 하였고， 약 7% 의 노심 용융 

빈도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짧은 원자로 정지 시간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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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추후 공기 유입 모델을 보완한 중대사고 해 

석 코드를 이용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한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결과는 충분히 고려할 만큼 

크다. TMI-2 사고 결과 분석에 의하면， 원자로 하부 용기가 손상된 이후， 원 

자로 용기내 약 초기 노심양의 반 정도의 노심이 고체 상태로 남아 있었고， 

공기와 접촉되어 산화되어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이 상태에서는 또 다른 선원항에 대한， 즉 매우 산화적인 환경 하에서 

(예: 공기 내) 이전에 부착된 핵분열생성물 (예: SG 세관내 부착)이 부분적 

으로 재증발 하였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격납건물로의 지연 방출(delay 

release: 사고 초반에는 방출하지 않고 후반기에 방출)을 야기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매우 산화적인 환경 하에서는， 수증기 조건하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휘발성이 강한 iodine 이 사고 후반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원자로 하부용기 용융 관통 손상 이후 공기 유입과 관련된 상황를 순차적으 

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내 공기 유입율을 평가하기 위해 SNL 에서 수 

행된 실험 경우， 원자로 용기 파손후 진행되는 굴뚝(chimney: 폐쇄관내 l개 

이상 파열부 존재에 의한 공기 출입 용이 현상 예 원자로하부용기 및 증기 

발생기 유입부 파손)현상을 조사하였고， 공기 유입율을 약 10 moVs에서 200 

mol/s 사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약 2 moVs에서 20 mol /s 사이로 평가한 

최근 연구 결과들도 있다. 국내 경우도 추후 이에 관한 CFD 코드등을 활용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RSN은 프랑스900 Mwe PWR 격납건물에 

Lumped 코드인 ASTEC 코드를 사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이 예측 결과는 이 
전의 SNL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공기 조건하에 핵연료로 부터의 Ru방출에 대한 많은 소규모 실험 결과에 의 

하면， 방출율은 산소의 편압과 온도에 관계됨을 보여주었다. 공기 조건하에 

서 약 1600 OC 에 있는 핵연료 pellet 으로 부터 모든 Ru 이 방출되는데 수 

분이 걸렸고， 약 1200 OC 애서는 수 시간이 걸렸다. 보통 Ru 방출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방출이후 전형적으로 약 2000초 정도 지연되어서 방출됨이 관 

측되었다. 이같은 지연의 큰 원인은 Phebus FP 실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의 방출된 Ru이 계통으로 이송되지 않고 노심내 부착되었음을 고려할 때 실 

제 중대사고시 하부 용기 손상으로 외부로 부터 공기가 유입될 경우， 노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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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어 있던 Ru이 휘발성 강한 Ru산화물로 즉시 변해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계통내에서 Ru 이송과 관련한 가용한 실험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 

가용한 일부 자료들 만에 의하면 낮은 온도에서 RU04의 편압이 평형시 압 

력보다 놀랄 만큼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실제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격납 건물내 Ru 거동에 대한 실험 연 

구 결과는 없다. 다만 노내 공기 유입 후 계통을 빠져나가는 Ru 핵종은 주 

로 RU02 나 RU04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RU02 경우 일반적으로 에어로졸 

로서 중력 낙하되며， polymeric 형태를 형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sump 수조 

내에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비 반응 물질이다. 그러나 벽에 부착된 RU02에 

어로졸은 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U02(S)+2/303(g) 

- >RU04(g)). 따라서 많은 양의 휘발성 Ru산화물이 격납 건물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RU04 핵종에 관해서는 현재 까지도 특히， 

방사선 조건하에서 그 거동을 거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기 유입의 선원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Ru 방출 실험이 저조사 핵연료를 사용하였고， 일부 실험은 일차 계통내 상 

사 물질을 사용하여 휘발성 Ru 거동을 모의하려 하였다. 그러나 Ru 및 Ru 

산화물 거동은 부착 핵분열생성물의 재증발에 대한 열역학적 고려나 손상 

핵연료， 핵분열생성물， 구조물， 냉각수 및 유동， 관내 부착 서로간의 상호작 

용이 함께 고려되는 고연소 핵연료를 사용한 종합 실험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경우도 종합실험 결과의 확보와 개별효과 실험 결과의 해석， 모 

댈링 노력둥을 통해 공기 유업이 선원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9]. 격납건물에서 휘발성 Ru 핵종의 거동에 

관하여 IRSN 은 2004년 초반부터 그 문제에 관해 연구를 시작， 진행중에 있 

으며 이와 관련 “소위 ST실험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2) B4C 제어봉 산화 및 손상 현상 

최근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 제어봉으로 Ag- In-Cd 대신에 개량된 B4C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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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Ag-In-Cd 경우 제어봉의 손상 과정이 이미 잘 알 
려져 있으며， 특히 중대사고시 Ag 의 방출 거동이 격납건물내 에어로졸 거 
동 (에어로졸 농도 크기 침전 속도) 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다. 또 

한 중대사고시 살수 운전 이후 격납 건물수조 내에서 요오드의 화학반응과 

관련하여 Ag 와 주로 CsI 로부터 이온화된 1 이온간의 반웅에 의해 안정된 
요오드 화합물인 AgI를 생성하여 수조내부에 휘발성 요오드를 포획할 수 있 

는 기능은 중대사고 후반 격납 건물 대기에 부유한 휘발성 요오드 농도 예 

측(감소효과)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까지 중대 

사고 해석 코드에서는 이 현상을 수조내 요오드 포획을 위한 주요 현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B4C 제어봉의 손상과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일부 
중대사고 해석 코드에 반영된 B4C 산화반응 모델은 실험 결과와의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손상과정과 관련하여 B4C는 이전 

Ag-In-Cd 봉과 다르게 매우 높은 용융 온도(약 2600 K)를 가졌으며， 특히 

보론은 인근 grid spacer나 제어봉 피복관 물질인 스테인레스스틸 과 

eutectic 반응(약 1500 K)을 가질 수 있으며， 화학적으로도 반웅성이 활발한 

물질이다 [2이 . 

현재 까지 알려진 손상 방식은 B4C 제어봉이 약 1500 K 까지 가열후 스테 

인레스스틸 피복관과 eutectlc을 형성하여， 이후 스테인레스스틸 자체의 용융 

온도인 1700K 에도달시 노심 하단부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4C와 수증기의 산화 반응이 중요한 점은 산화 반응 부산물로 유기물 

인 메탄이 발생되고， 이 메탄은 추후 격납건물 수조로 용해되어 수조로 부터 

휘발성 요오드화합물인 유기요오드(예 CH3I)를 발생시켜 격납건물 대기로 

재분배 (partition)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화반응에 의한 메탄 생성양을 정확 

히 예측하는 것은 격납건물 대기내 부유되어 방출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요 

오드 농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B4C 제어봉 손 
상과 관련， 프랑스 IRSN에서는 BECCARE 실험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국 
내 경우 관련 모델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는 공동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 8 은 BECCARE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상세 실험 
중 하나인 INTERMEZZO 실험 장치를 보여준다. 이 INTERMEZZO 실험 
장치는 약 45cm 길이의 B4C 제어봉을 약 0.1 - lOK/s 가열율과 수증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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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율 약 0.02 - 0.3 g/s 조건으로 대기압 조건하에서 가열시켜， 최대 2673 oK 

까지 가열 B4C 제어봉의 손상과정， 온도변화 및 방출가스 (CO, C02, CH4, 

H2 B203) 성분을 측정하여 기존 B4C 제어봉 산화반응 모델을 검증할 수 있 
도록 계획된 실험이다， 

Test 

furnace 

그림 8 B4C 제어봉 손상 및 산화반응관련 INTERMEZZO 실험장치 

(3) 요오드 화학반응 현상 

중대사고시 살수 계통(spray system)를 비롯한 비상안전계통(ESF) 작동이 

종료된 후반기에 궁극적으로 격납건물 하단에 모인 수조(pool) 내부에는 강 

한 방사선 조건하에서 수조애 유입된 유기물질(예 메탄 및 페인트 용매 알 

콜， 케톤 뭉)과 요오드(iodine) 이온 및 방사화된 물 이온들간 화학 반응으로 

인해 휘발성 물질인 molecular iodine (Iz) 이나 유기요오드(organic 

iodine=CfuI)을 생성， 수조 표면에서 분배 (partition)되어 대기로 방출된다. 또 

한 대기에 방출된 휘발성요오드(Iz와 CH3I)은 물에 다시 녹거나 벽면에 부 

착되거나 또는 대기중 소멸 과정(수소 오존과의 반응 또는 방사화 분해등) 

을 겪으면서， 격납건물 대기내 휘발성요오드 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예 

FPT-l경우 노심정지후 약10시간) 수조내 생성 대기로 유입되는 양 및 대기 

에서 소멸되는 양들 서로간에 균형을 이루어， 마침내 평형치 (FPT- l 경우 초 

기 요오드 노심재고 질량의 0.063%)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9 는 노심에서부터 일차계통을 통해 격납건물로 유입된 요오드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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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CsI, 적은양 미지의 휘발성 요오드)이 격납건물내에서 다양한 생성괴

소멸과정 빛 이송과정플을 보여준다 

CH31(g) ~ 으브파냉탁앤만띠E 

I~ ‘-----

C51. f\ g l. In l. CclI2 

등 11쁘팩쁘쁘N 

그림 9 격납건물내 휘발성요오드 생성 ， 소멸 이송 과정 

대기내 부유된 평형 휘발성 요오드는 격납건물 손상이나 누출 발생시 대기 

로 모두 방출， 공중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평형 농도 준위를 낮추 

기 위 한 방법 즉 요오드 사고관리 전략 Oodine Accident Managemen t)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개략적인 요오드 사고관리 전략은 첫째 휘발성요오드의 수조내 

생성 자체를 억제하거나 두번째 수조에서 대기로의의 분배 (partition)를 억제 

하거나， 마지막 세번째는 격납건물내 부유된 휘발성 요오드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수조내 휘발성요오드 (b 와 CH31 ) 생성 자체와 관련된 인자들로는 요 

오드 이온이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12 (molecular iodine)로의 변환과 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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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흡착(adsorption:흡착 정도 페인트 종류에 관계)에 의한 제거에 PH 

(산/염기 척도)가 관계되며， 이외에 수조내 요오드 이온 농도 및 수조 및 벽 

면 온도에도 관계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어 가능 인자는 PH 이며 이는 

방사선의 농도에도 관계된다 [21.22]. 실제적으로는 PH 변화 억제를 위한 완 

충(buffer) 물질(예 보론산과 Na;?04) 사용이 주요 제 어 방법 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조내 은분말(silver)를 임의로 주입하여 은(Ag) 과 요오드 이온간 

반응으로 안정된 화합물인 은화요오드(AgI=silver iodine)을 형성시쳐 가능한 

많은 요오드를 수조내 포획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를 진행중 이다. 

두번째 수조 내에서 대기로의 휘발성 요오드의 분배 억제 방안이다. 이 방법 

역시 PH에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성 

수조에서는 대기로의 방출이 활발하며， 알카리성 수조에서는 대기로의 방출 

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지막 세번째인 격납건물내 부유된 휘발성 요오드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에 

는 UV photolysis를 이용한 Iz 제거， PH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예 

hydrazine, N2~)을 첨가한 냉각수를 이용한 살수 운전， 격납건물 벽면에 흡 

착양 증가를 위한 특수 반응 유기물 피복(reactive organic coating) 벽에의 

한 흡착 제거， 특수 휠터 (highly activated 다공) 또는 유기요오드 제거를 위 

한 TEDA (tri -ethylene-di -amine) 휠터를 적용한 강제 제거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각각 제한점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추후 이같은 다양한 

방법들중 효과적인 요오드 사고관리 전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3 절 고연소 모의용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 계획 

고연소 모의용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은 IRSN측과 협약한 MOU 내용에 

따라 IRSN측에서 제안한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ST 실험 프로그램’ 의 

KAERI 참여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ST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고연소 관 

련 실험 자료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및 분야별 기술 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다. 입수한 자료와 정보는 이 연구에서 국내 고연 

소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통해 규명한 고연소 중대사고 코드 개발시 필요 

연구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개별 모델 개발과 검증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 

다. 개별 모델 개발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제한된 인력과 개발해야할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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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 IRSN간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 

동연구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서 IRSN/ 

KAERI간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동연구협약서 (MOU)를 2005년 6월 체 

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IRSN과 고연소 중대사고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신 

쟁점 연구 필요 분야 공동 개발 고연소 중대사고 모델 개발및 검증을 위한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에 합의 궁극적인 고연소 중대사고 해석용 코드 개발 

을 위한 기반을 구축 과제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 중대사고 연구회에 고연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국내 고 

연소 중대사고 연구 추진시 연구 펼요 항목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집중 연구가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 표로 작성， 고연 

소 중대사고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였다 

추후 IRSN/ KAERI 간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를 대비하여， 국내 

대학(경희대， 한양대)내 관련 실험 시설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실험 자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동 협력 연구에 대비하였다. 

또한 프랑스 IRSN에서 수행예정인 고연소 실험 연구 프로그램 (ST 프로그 

램)을 소개하기위해 IRSN 고연소 전문가가 2명이 KAERI를 방문， 고연소 중 

대사고관련 실험 자료 입수와 독립 모델 개발 및 검증관련 협력 방안에 대 

해 세미나와 토의를 진행하여， IRSN/KAERI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고연소 연구시 집중 연구 펼요 항목 주제들과 관련하여 

국내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연소 중대사고 해석용 코드 개발 진행 방향과 개 

념적인 추진 전략을 설정，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부록 D에 워크숍 발표 자료를 첨부하였다.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는 그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 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마저 수행되지 못한 미개 

척 분야로서 국내 관련 실험시설과 연구결과가 빈약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수행을 통해 고연소관련 활발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IRSN과 공 

동 연구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국내 집중 연구 필요 분야를 규명함으로 

서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건
 



제 5 장 연 구 개 발 결 과 활용 계 획 

이 과제에서 수행한 프랑스 IRSN!KAERI간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협 

력을 통해 입수한 실험 시설 정보 및 연구 결과는 국내 관련 실험 시설 개 

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고연소 중대사고 모의용 모델 

개발 연구 기획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과제 수행중 프랑스 IRSN으로부터 입수한 요오드 화학거동 실험， B4C 
제어봉 손상및 산화시 방출 가스 실험， 원자로 용기 파손후 공기 유입 실험 

및 고연소 및 특수 핵연료(MOX)로 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 실험관련 

정보들은 국내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거통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과，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 관리 절차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대사고에서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신 쟁점 분야들에 관한 정보 

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고도화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개발될 고연소 및 급냉 관련 모델이 보완된 중대사고 해석 코드는 추 

후 산업체의 중대사고 위해도 평가와 각원전의 중대사고시 비상운전 절차서 

의 검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같은 고연소와 급냉관련 모델이 보완된， 국내 

개발 중대사고 해석용 MIDAS코드는 추후 원전 수출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기타 실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차계통 및 격납건물내 핵분열 생성물 제거 

관련 연구결과 또는 개발 장비는 분진이나 오염 제거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실험 결과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입수된 고온 측정 기술， 단 

열재 기술， X-선 Tomagraphy 분석 기술， 핵분열 생성물 측정 기술 그리 

고 고연소 조건하에서 운용되도록 개발된 HTP(High Thermal Performance) 

피복관， 핵연료 관련 정보들은 관련 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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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필요 항목 

떠
 



고연소로 인해 기존 중대사고 현상중 변화가 예상되는 현상 목톡표 

분야 주현상 세부현상 고연소 MELCOR 모델내 비고 

수정 모델 연소효과 

펼요 존재 고려여부 

여부 여부 

노심 노심 • 핵연료， 피복관 및 파쇄중 가열 Y Y N 

손상 - pellet. clad 물성 변화. 간극크기 변화 
- 핵연료， 피복관 각 평균용도값 1 개 
- 파쇄된 입자 크기. rim 

• 피복관 팽창 Y N 

- 피복관 팽창 과정 
- 유로변화 및 차폐， 열전달 면적 변화 

• 피 복관파열 (mechanistic or. parametric) Y Y N parmalnc 

• 제어봉 손상 현상 N Y N 
- Ag-In-Cd 형 태 

. stst/Zr 간 eutectlc 반응 

. 흡수체/Zr 간 eutectic 반웅 
손상에 대한 RCS 압력 효과 
(흡수체 방출 benign or violent) 

-B4C 형태 손상방식 

• 산화반웅 폭주 및 수소발생 Y N 
-산화시 반경방향별 물질 분포 

(U02/aZr(o)./(U.Zr)/aZr(o)μß/a/Zr02) 

-파열 피복관 산화 (양면 고려 여부) 

. hydrogen blanket (양연산화방해) 

-신피복관 산화반용 상판식 
-신핵연료 산화반응 상관식 

- B4C 산화반웅→ CH4발생(요오드 
관련 중요) 

• 원자로 하부용기 파손후 유입된 Y N 
공기에의한 급격한 산화반웅 

• 고연소시 핵 연료내 Rim 현상 Y N 

-nm 발생시점， 열전달에 미치는 효과 

• 용융시 핵 연 료내 foaming발생 현상 Y N N 

-foaming 발생시점 및 기구， 영향 

• U02/Zr02와 molten Zr Eutectic 반웅 U 
-용융 Zr 에 의한 U02/Zr02 용해 

• 산화충(Zr02)손상→수소발생 양，최 대온도 Y Y N 

-손상방식 
-판단변수 산화충두께，온도의 적합성 

. MELCOR (ß-zr. Zr02 2개충만고려) 

” 
이
 



노심 노심 • 재 배 치 및 웅고(candling & Freezing) Y Y N 
소상 - 재배치물질과 피복판 사이 열전달 

- 재배치속도( õt ) 
- 유로 폐쇄 정도 

• 핵 연 료 붕괴 (s!umping) Y Y N 

-붕괴 기구 
. ß-Zr 두께 ， UOJZr02 eutectic 지정용도 
하부에 빈공간 존재여부， U02용융용도 

• 용융 poo! 거동 U N 
- pool41 대류 및 crust9.\- 열전달 
- 풀 확장 및 crust 거 동 

」

• 용융 poo! 하부반구 재배치 N N 
- crust 손상 기구및 위치，재배치 방식 

• 하부반구내 용융물/냉각수 반웅 N Y N 
- 급냉 열전달 (열전달계수， 시간) 
- 파쇄 현상 (따쇄입자 직경) 

• 하부반구내 용용물/반구벽 열전달 N Y N 
- 내벽파 접물질간 열전달 
(내벽 열속 및 내벽접 물질 물성치) 

- 내벽과 접물질사이 간극통한 열전달 
(간극크기 ，간극flooding，코륨양，압력 ) 

• 하부반구 외벽 냉각 N Y 
- 외벽연 비퉁 거동 (비등커브 Q"/õT) 

- MELCOR El-Genk식 (외 벽 포화냉 각수 
조건에서 외벽 기울기 따른 열속 상관식) 

• 하부 반구벽 손상 Y Y N 

-손상 판정 올 위 한 creep damage 
fraction 값 타당성 (0.2) 
-신물질， 적용 온도범위에서 Larson 
miller parameter식 가용 여부 

• 물성치(밀도，열용량，열전도도，다공성， Y N 

연결다공성， gram직경， 침투성 등) 
-고연소 핵연료 pellet 
-신 피복판 
-기타 고연소로 인한 적용 신물질 

재충수 . 고온핵연료와 냉각수 반응시 핵연료 파쇄 Y N N 

현상 (shattering) - > ß-Zr 두께， t.T 

• 파쇄시 급격한 수중기발생 및 산화반웅 Y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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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노심 방출 • 조기 FP 재고량 및 붕괴열 Y Y N 
p 영역 - 연소따른 FP 재고량，붕괴열 곡선 

MELCOR 
3영역 Ol.22.33GWD/MTU).3.3 w/o 
농축도가정 ORIGEN 계산결과 사용 

• 핵연료로부터 간극및 유로 FP방출 Y Y N 

-CORSOR 형 상관식 
.2 단계방출 (pellet.유로) 
. 옹도합수 Arrhenius형 태 계수값 
. pellet 의 SIV (표면적/체적)비 

-Booth 상관식 

MELCOR.3단계 방출(pellet.간극，유로) 
. pellet내 gram에대한 둥가구형 
반경크기 (사용자 지정) 

. grain41 Cs 등가 diffusion계수 
(33GWD/MTU기 준 다르게 적 용) 

. gas-mixt내 l핵종 diffusivity 
VICTORIA.4단계방출 다공성개념 모의 

(grain. pore. 간극， 피복관) 
. gram내 D값 arrhenius형태모의 
(관련 계수 단지 noble gas. 

20-40GWD/MTU 에 서 만 유효) 
. 거풍 방출 현상 모델 보유 
(발생옹도， 거품 발생의 산화 
또는 환원조건 의존성 여부) 

- c\ass combination 
. Cs+ I-7 CsI 이외 고연소에 의해 
발생가능기타 Iodine 화합물? 

- 간극내 핵종별 inventory존재비 

• 제어봉 흡수체 물질 방출 모델 N N 

- Ag-In-Cd. B4C 

• 방출관련 기타 고려 필요 인자 Y N 

- dT/dt 
- 고온에서 ôt 

- dT/dr 
Pstm 

- Fuel stoichiometry 
- 핵연료 용해 여부， 손상 형태 
- 유로 유체내 H/O 비 
- 방출전 다른 해종과 화학반응 

• 고연소로인한 용융시 거품， 다공성 Y N 
확장이 방출 현상에 미치는 효과 

• 원자로하부용기 파손후 유입 공기 Y N 
에 의 한 화학반웅 (RuOxlD 
-휘발성 Ru산화물 발생에 의한 잠재적 

대기방출양 중가 가능성(특성) 

% 

ω
 



이송 

부착 • 핵연료다발및 원자로용기내 부착 N Y 
• Inertia Impaction (예 elbow) N N 
• 중력 침 착 (gravitational settling) N Y 
• 브라운 확산 (diffusion) N Y 
• 열 영 동 <thermophoresis. 예 노심 N Y 

상단 구조물. SG-U tube) 

• 확산영 동 Cdiffusiophoresis) N Y 
• 수증기웅축 (에어로졸업자，벽，물표연) N Y 
• FP증기웅축 (에어로졸업자，벽，물표면) N Y 

재이탈 • 관련 현상 모델 개발 필요 | N N 
화학 • 증기 FP 벽면 부착 다른 핵종 전환 N 
반웅 Cs+ Mo -7 cesium molibdate 

• chemisorption CsI • HI or CsOH 

• Radiolysis 
에어로 • 에어로졸 입자 직경， 모양， N Y 

격납 졸거동 열전도도，용해성 
건물 
영역 • 흡습반응 N Y 

- 에어로졸 입자 표연에서 퉁가 쏘화비 

- chemical activity 
- Van ’ t hoff 이용화상수 
- Mason 방정식 과도영역에서 보정관련 
에어로졸 업자 열전도도 

- 수용성 에어로졸의 양 및 존재가능성 

이송 

부착 • Inertia Impaction (at elbow) N N 
• 중력 침 ~(gravitational settling) N Y 
• 브라운 확산(diffusion) N Y 
• 열 영 동 (thermophoresis) N Y 
• 확산영 동 (diffusiophoresis) N Y 
• 수중기응축 (에어로졸입자，벽，물표면) N Y 
• FP증기용축 (에어로졸입자，벽，물표면) N Y 

화학 • 수소， 오존과 반웅 및 radiolysis N Y 
반웅 

ESF • pool scrubbing N Y 
-removal 인자(DF값) 

• Filtering N Y 
-deposit FP에 의 한 봉괴 열 손상 

• Spray 
N Y - 살수 입자 크기 

수소 

연소 •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분포예측 및 N Y N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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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Iodine . organic iodine 생성 및 소멸(제거) Y Y 
영역 화학 -pool t.J1 생성 

CH4 용해후 Iodine과 반웅 
-pool내 pamt 벽 연 

벽 흡착 제거 

Iodine 흡착후 화학반웅 organic 
iodine 생성 

-대기내 organic iodine 소멸 
. 수소， 오존과 반웅. radiolysis 

-대기내 pamt 벽 organic iodine 생성 
(1 2 홉착후 유기 iodine 생성) 

• pool내 PH 준위 N Y 
- 격납건물내 cable양~ 염산 
- 대기질소 ~ 질산 

Buffer 사용 
• pool및 대기에 방사능 준위 Y Y Y 사용자 

입력 

• pool t.ll silver/ iodine 간 반웅에 N N 
의한 iodine 포획양 정량화 

- 반웅상수 
• Partition계수(pool농도/대기농도 비)값 N Y 
-온도 뿐만아니 라 PH에 따른 partition 
상관식 

• CsI 제외한 AgI를 비롯한 기타 iodine N N 
화합물 중기압 상관식 계수 정의 

캐비 MCCI · 용융물과 콘크리트간 열전달 및 용해 N Y N 
티 · 가연성 가A 발생양 N Y N 

. 코륨의 퍼짐성 및 냉각 가능성 N Y N 

결 론 

분야별 모델개발 

노심 손상 분야 모델 개발 검중 

• 핵분열생성물 방출 분야 모텔 개발 검중 
• iodine pool/atmosphere chemistry 모탤 개발 및 검중 

국제공동연구 (ST 프로그램 .IRSN) 

• 신쟁점 및 불확실 분야 모탤 개발 및 검중 
- 공기 유입 노심 산화 
- Ru 산화물 거동 (방출， 이송， 부착) 
- B4C 제어봉 손상 및 ST에 미치는 영향 

l 
짝긴 .. 슨묘I 

n 
ω
 



부록 B: KAERI!IRSN칸 고연소 중대사고 공동연구 

협의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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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KAERI/IRSN 칸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협 약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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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arache, July 5th , 2005 

Mr. Jong.Hwa PARK 

KAERI ,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150 Duckjin.dong 

P.O. Box 105, Yoo-Seong, Daejeon 

305-600 KOREA 

Subject : Phebus FP - MOU Source term Program 

Dear sir, 

I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ast letter with 2 copies of the MOU signed by Dr. Hee

Dong KIM. 

I am therefore pleased to send you back one copie signed by myself. 

I apology for the delay in retuming this document and am glad to see our relationship 

straigthened by our collaboration especialy through the Source Term program. 

• / 

I ‘ -- . 

.Jk."SC HWARZ 

Division Director, Major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Copies: 

Þ> Jc. MELlS, B. CLEMENT - IRSN/DPAM 

Þ> Y. SOUCHET, M. DE FRANCO, A. AMRI - IRSN/DS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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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minutes for th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IRSN and KAERI 

on the Severe Accident under High Burnup Conditions 

Thursday 24th March 2005 at IRSN headQuarters in Paris 

The meeting for find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IRSN and KAERI on the 

severe accident research under high burn-up conditions was held at IRSN headQuarters 

in Paris on March 24 th 2005. 

The participants of this meeting were; 

IRSN: Dr M. Schwarz. Dr B. Clement. Dr M. de Franco 

KAERI: Dr H.D Kim. Mr J.H Park 

The detailed activities mentioned in this meeting were as follows; 

- Dr B. Clement presented the IRSN overall activities on SA(severe accident) 

and SA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 “ ST program" 

-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round the “ST program" was mentioned (same 

as for PHEBUS FP) 

* The objective and schedule on each experiment in ST program was 

introduced by IRSN. 

* Participation of KAERI in “ST program" was proposed by IRSN. 

KAERI estimates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ST program" is 

needed for SA research under high burn-up condition. 

* The conditions (amount of contribution based on OECD ratio. 

possible in-kind contribution. etc) for the participation of KAER1 in 

“ ST program" were explained by IRSN and both parties discussed 

in detail together. A cash contribution of 1.5% of the estimated cost 

of the project was mentioned. 

- KAERI proposed the possible collaborative items between IRSN and KAER1 

on the SA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 workshop 

* Development of separate models and validation of SA code 

* Development of new co-research item 

* Information exchange on new issues for SA phenomena under high 

burn-up condition. 

m 

ι
 



After this meeting. both parties agreed to the following items 

IRSN and KAERI wish to mak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n the SA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through the “ST progr뎌am" 

IRSN and KAERI continue their efforts to develop new cooperative research 

items conceming the SA under the high burn-up condition. 

- The participation of KAERI in “ ST program" will be detennined by mid 2006 

and KAERI will notify it to IRSN. 

For IRSN 

-갇뚫-------------
Dr. Michel Schwarz 

Director. Major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Date: J.jo6!V 

뎌
 ω 

For KAERI 

Director. Thennal-Hydraulic Safety 

Date: 쳤1" / ;Jð()f-



부록 D: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워크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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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Workshop 

일 시 : 2005년 7월 20일 

장소: 한양대학교 신소재 공학관 318호 

참가기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한불간 고연소 핵연료 사용시 중대사고 거동분석 코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기반 구축 과제 

(한국 원자력 연구소 열수력안전 연구부 중대사고 분야) 

n 
ω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Workshop 

• Workshop 장소 및 일시 

한양대학교 신소재 공학관 318호.2005년 7월 20일. 13:00 - 18:00 

• Workshop 목적 

- 현재 사용중인 상대적으로 저연소 조건(-40 GWDD/MTU) oJ] 근거한 중대사고 

해석 코드를 100GWD/MTU까지의 고연소 적용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모의 

능력을 보유한 전산 코드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중대사고 

현상 및 신연구 필요 현상 규명. 

- 고연소 중대사고 관련 개념적인 연구 방향 및 전략 토의 

(기관별 연구분야， 수행 성공 가능성， 수행기간 및 예산， 예상되는 문제점) 

• Workshop 발표 순서 

13:00 -13:10 고연소 고출력 원전을 대비한 중대사고 연구 제안 (KAERD 

13:10 -13:30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현황 (KAERD 

13:30 -13:50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a zirconium base alloy in steam (경 희 대) 

13:50-14: 10 Fission gas release behavior from high burnup fuel (한양대) 

Break 05분) 

14:25-14:45 Thermodynamic equilibrium calculation in severe accident (경회대) 

14:45-15:05 열영동 현상에 의한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SG 세관벽 

FP 에어로졸 부착양 과대예측 개선을 위한 연구 (KAERD 

15:05-15:25 Cs and iodine chemistry & Transport during TMI-2 accident(한양대) 

15:25-15:45 Phebus FPT-1 실험 결과 요약 및 교훈 (KAERI) 

15:45-16:05 중대사고시 iodine pool chemistry 현상 (KAERI) 

Break 05분) 

16:20-16:40 차세대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 연구관련 ST 분야 국제 공동연구 추진대상 

[JRSN, “ST 프로그램 소개，，] (KAERD 

17:00-17: 20 고연소로 인해 기존 중대사고 현상중 변화가 예상되는 현상목록표 (KAERD 

17:20 -18:00 Summary & Discussion 

저녁식사 

--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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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면소， 고훌력 원전을 대비한 중대사고 연구 제안 

김 흐l 톨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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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LH 용 

l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필요성 

• 최종연구목표 

l 면구수행추진 전략 

l 활용성및기대효과 

• 예상필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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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필요성 

흩 국제적으로 원전은 고연소， 고출력 으로 개선， 발전되고 있음. 

- 더 오래， 더 강하게 태우고， 더 적은 사용후 핵연료 발생 추구 

- 국내 이미 고연소 진입 (60 GWD/MTU 달성， 목표 100 GWD/MTU) 

• 현채 사용충원 해철 도코드는 원첼 뿔전 경향어I [[~른 고연소， 

그표훌훌력 환상틀쩌l 판한 모으l 늘력 없픔. 

- 최근관련 실험 및 연구 결과 
• 노심 용융시 거품 발생 ~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 변화됨 [그림 1]. 

• 냉각재 상실 사고시 노심 안전 평가 기준 변화됨 [그림2]. 

- 개발중인 고연소용 핵연료， 피복관 및 구조물에 대한 특성이 

현재 사용중인 코드내 반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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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 연료와 Fresh 연료간 손상시 차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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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OCA시 고연소가 ECCS criteria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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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l좋면구목표 

l 고면소， 고훌력 원전 시대를 대비한 최신 안전 해석 

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l 

총 개발 71간 : 5년 
소요 인력 : 10 manfyr {외부인력 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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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수행 추진 전략 

ζ~ 

짧고 

원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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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및기대효과 

l 신형 원전 건설 인，허가시 산업체 위해도 평가에 활용. 

l 사고 대비 각 원전의 비상운전 절차서 개발， 겁증에 활용. 

• 고연소， 고출력 운전시 중대사고를 대비환 최신 안전 개념이 

고려된 원전 설계에 활용. 

• 추후 원전 수훌시 보유 최신 안전 기술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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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예상필요예산 

• KAERI 의 ST 프로그램 참여비는 총 실험 비용 30 MC (한화 약 
360억원) 중 OECD GNP 기준 1.5 % 쩍용 요구. 

총 필요예산온 매년 1 억 800만원씩 5년간 5억4000만원 예상 ! 



‘!:fjf컸μ:앓-.. 

!\::~ '.:.-..: 고언소도 핵연료 개발 현황 1훌빼 

2005. 7. 19 

방 제 건 

한국원자력연구소 

목 차 

》 핵연료개발개요 

장 국내 PWR 노심운전조건 및 핵언료 현황 
• 국산 핵연료 손상 및 손상원인 
@ 핵연료 설계기준 

;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현황 
신형핵연료기술개발 

개량핵연료개발 

상 고언소도 핵연료 안전성 

、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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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 료 개발 개 요 

1955 년 미국 Shippingport 원자로의 핵연료 이후 묘준 핵연료 시용될 -

PWR 핵연료 이럭 

14 x 14. 16 x 16. 17 x 17 
연소도의 지속적인 증가 

1950 - 70 : 20 - 30 MWO/kOU. U-235 농혹도 2 - 3 w/o 
1980 : 40 MWO/kOU . 50 MWO/koU- rod . U-235 농축도 3 - 4 w/o 
1990 : 45 MWO/kOU. 60 MWO/koU-rod . U-235 농축도 4.0 - 4.5 wl。
2000 : (50 MWO/kOU. 75 MWO/koU-rod. U-235 농축도 4.95 - 5 wl。
이상) 

‘ 원자로의 대용랑회 : AP-1400 MWe. EPR-1600 MWe 
주기길이 증기 : 18 - 24 개월 

핵연료 Refueling 기간 단축 :2 개월에서 점차 감소 
• 미국 최단기록 달성(’03 . 1 1) : 15- day. 14- hour. and 57-

minute. Braidwood-2. 1155-MWe Westinghouse PWR 

표준원 전 핵 연료 (16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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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연소도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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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WR 노심운전조건 

노싱온도 

믿g쇼 (~ e!료 용 11) 
추기 길이 노è/ @l il a ll! 

(1.4αllh ) (kW/n) 

고리 1 (OFA) 15 6.47 

고입 2 (STO) 15 5.37 

고리 3.4 (V5H ) 
엉훌 1 ，2 

18 5.44 

률진 1 .2 (V5H) 18 5.44 

영훌3.4 (CE) 
를전3，4 

18 5.39 

외국의 연소도 현황 (인허가) 
-01 국 : 62GWD/MTU 

lHII ~ !llI e!소도 g 우 l!I a 획 

(MWD/MTU) lI!!lJ 

52,000 1.55 

43,000 1.55 

53,000 1.65 

53，αm 1.65 

47,500 1.53 

-일본 : 48GWD/MTU (PWR l. 52GWD/MTU (BWR) 
-프랑스 : 52GWD/MTU 

국산핵연료 언소도 현황 

T. ('C) 

282.7 

287.7 

291 .7 

286.2 

296.1 

it~소 
회대 힐계 얻소도 (MWD I. MTU) 

T.셔'C) 

319.8 

326.1 

328.2 

324.9 

328.3 

추기 Pe~k Assembly Ave lJl98 Peàk Fu빼 RodAverage 
Bumup ~mup 

고리 3효기 
45‘n3 50,350 

1.1 -12-,13 

고리 4효71 
45,763 50,339 

1Q"" .11.-- 12 

엉훌 1효') 1 
50,392 55,431 

10.,. 11 '- 12 

영챙 2호기 
48,619 53,481 

10 .，... 11 ' -~2 

율짐 1효기 
52,199 57,419 

8."",9...;:10' 

톨8 :"원92-효1기p 52,591 5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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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손상 

5;QII, 1 l 

KOi!. l l 3 n ‘ ‘ 
KPa. 3 

KOR ‘ ‘ 
、."CJl'I l 7 4 l 

Y(Jlq z 
YON3 

YON4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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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NI i - “‘ l 

UCNl 2 γ ì 

tJé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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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__1 ’요.oi I • ι，os I 1.표4 s~ 1 4，~I . i_~~T. .. ~-I __ Üι씬 1 _5.72-ðð 

핵 연 료 손상 원인 

Failure Causes No. FuelRod 

F A Vibration 

M8.11Ufactuting Defect 2 

Debris 33 

No Inspectioll 20 

Ullidelltified 11 

Handling 

Others 15 

Surn 83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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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설계 기준 

핵연료 얼계에 대한 일반 인허가 요건 

미국 NRC 기준 10 CFR 50 App. A. Crlterion 10 
원자로 노심 및 관련 냉각， 져|어 및 보효계톰들은 예견되는 운전종의 
과도싱태의 영항을 포힘한 정상운전 상태에서 규정된 핵연료 설계 허 
용 한계치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철한 여유도톨 가지고 민족하 
도륙 얼계되어야 한다 . 

원자로 정상운전 및 운전중 예상되는 과도상태 (ANS Condition 1 
and 11) 

건전성이 유지되어이 함 

비상 및 사고상태 (ANS Condition 111 and IV) 
획연료룡의 손상은 어느 정도 허용 

빽면료집힐처|의 구조는 유지되어. 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획연료 집 
합쳐!의 냉각이 가능하여야 합 

핵연료 설계기준 

‘ t 

상 주요 성능변수별 설계 기준 
에 핵연료 온도 : 정상운전 및 운전중 예상되는 과도상태시 용융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핵연료용 최대선훌력 ~ 690 w/cm 

* 핵운열기채 앙훌 및 획언료옴 내압 : Non Lift-off 
‘ 띠복관、부식， 수소화 및 crud 칩착 : 신화막 두째 100μn 이하. 
피복관 수소합링 500-600ppm. 

‘’ nl복관 변혈톨 및 응력 : 1%의 원주방항 전체 변형훌 
n 핵연료 소결체 및 ni 복관 상호작용 : 피복판의 응력부식균열 

(Stre1tS .COfroslon Cr~ckìng)율 방지하기 위한 핵연료봉의 출 
혁’변화율플 제한하기 위한 지칭서 (Fuel. Preconditioning 
GuideJjhe) 설 정 

」 핵연료칩합체의 기계적 건전성 : 

• 획연료집합체 휩 (bowing) <- 조사성장 
• 언료봉과상하단고정체 사이의 일정한간극 유지 

‘ 
1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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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고연소도 핵 연료 개발 현 황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KAERI) 
신힘금 지르코늄 피복관 개발 

소결체 재료 신기술 개발 

지지격자 개발 

상하단고정체 및 이물질여과장치 개발 

핵연료 성능분석코드 INFRA 개발 

개량핵연료 개발 (KNFC) 

PLUS7 
ACE7 

핵연료 개발 흐름도 

호사. 시l 밑 DB 잉& 
- 빼연료 엉능!억 오I 계밑l i1I e 
.1IIe!료 연쇼 거Ij 01"- “ et l!!성 
에비검흥 

];사. 시l 밑 DB 엉8 
-111 연료 성능를석 코드 )1 밑l엄§ 

-111연료 g쇼 거§ 이“‘ 인현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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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경수로용 핵연료 개발 

부식 저항성 및 크립 저항성이 향상된 피복관 

열수력 설계여유도가 항상된 지지격자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감소시키는 소결체 

핵연료 보수시 분해 및 재조립이 용이한 상단고정체 

” 이물질에 의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하단고정 
처l 

승 고연소도 핵연료의 노내거동을 예촉하기 위한 고언소도 
핵연료 거동 분석 코드 

f)e:’‘’lllfJlll t!’1/11(， 1"1 ’1/ 11ιed χirc:vttilll11 F‘ud ( ‘ïndding 

Development of뼈V뻐ced c1adding for a high bum-때 (> 70,000 MWDIMTU) fuel in order 
to m~ the global dernand for an cxtension of thc fuel dischargc bum-up 

Out깅ιpile .veritieaiion .test 
c어rosion resistanee : improv벼 by 
60-70 ,% eompared 10 commerçial 
claddings 
Mee~ical. propξ t1ies : as good 8S 

commerc.i ~J claddings 

‘ In-pile lest results in thc Halden reactor 
‘ thc'corrosion 8nd creep re:> i~taricÇS of 

thc HANA'Claddings w~re iinprcived 
by 4G-5Ô%and 7~ι respeetiveJy, 

’ 
J 

QJ<ldat‘onbel“VOO oflfANA c1áddings in PWR 
ii빼\a!ion .1C1<!1i 

m 

ω
 



f) ‘' 1’,-1“l’1111 ' 111 “ Î JII I',I/I“ ’d l.J JII/ ‘ 111' / /’d/.'(、

Fabrication of 14 a찌 20 /1'11 grained U01 pellets by adding UJO, seeds and U01 seeds, 

res야ctively ， to U01 powder and sintering [wilhout impurity) 

Fabrication of crack.free interface belween U01-GdPJ and UO!.Er10J by sinlering with 
doping elements 

體.-

M\erost l'1Kture or U01 pellet 

De l'('/fJ끼 

.Sett1emen‘ ofbasic. shapes. on ，the.κAERl's. high휴따=따es따CCI .grid .an.d. in te.nneåiate 
f10w mixer 

Completion ofmechanical performance tests on the KAERI ’s high performance spa∞r grid 
including wear lest undet' high temperature a찌 high pressuπ 

l' Performance test ，!e$띠ι are ，suκrior 10 tbose of tbe ,C\l!TÇIII cutting-edge 50 

‘ 

(refer to tbe techni떼 paj>er presentcd It the conference of lAEA TCM on Fuel 
Assembly StructUπ Bebavior held in Cadaracbe, 2004) 

,< Construclion of f10w induced vibration teSI facility for a partial fuel assembly 

/"’”‘Ihlis/tmel씨 (J/F‘ ite.f Q/la1ifimlirm 7센 

ThCl)'Tlal Hy，ψ'Bulic Test Technology 

Reconstructed Th~rmal Hyd대비ic Test Facility 

Developing a duel axis vibration sensor 

Fuel Mëcha'nical & Structural Test Technology 

C<1mpleted Main Frame andStructUre ofTest Facility 

BUi lding 'test sectioli and DA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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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ψ11 IJllmll/J h ,e/ f’t' /'j" 1‘//1((/1“’ 1I11d S‘Ull!(F R" ." 이 ，/，ch 

Post-i rndiation cxamination ofhigh bumup U02 fuel 

Characteristics of Rim Microstructure 

Analysis ofCRUD dφosi~ on cladding 

Post-i lT1ldiation anoealing test 

measure the físsion gases in the grain boundary vs. inside the grain 

Mechanical tests of irradi.tcd cladding 

Ring tensile test, Longitudinal tensile test 

Fractuπ Toughness Test 

Developmeot of삐gbbW'Dl껴~UOI 빠I rod perfonnance analysis c여e.INFRA 

Model development “r bigh bumup application 
INFRA verifícation 

lAEAlCRP FUMEX-I\ Benchmarlc 

개량핵연료 개발 (KNFC) 

PLUS 7 

Target • 6atch Avg . Oisch~r.ge. BU>!)5 .. GWO/MTU 
• More thanlO% iiicrëase In thermal margin 

• Safétt 0.3g ~Seismic fleQuírernents 
~ Zero Defect Fuel (Debris Capt,uring & Fretting 

Wear Resistance) 

Schedule • LT A Irradiation : Feqruary 2002 
.; Còmmercial $upply :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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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핵연료 개발 (KNFC) 

ACE 7 

Target • Batch Avg . Discharge BU ) 55GWD/MTU 

• More than 10% increase in thermal margin 

• Safety 0.3g Seismic Requirements 

• Zero Defect Fuel (Debris Capturing & Fretting 

Wear Resistance) 

Schedule 16x16 • LT A Irradiation : February 2005 

• Commercial Supply : August 2008 

17x17 • LTA Irradiation : June 2005 

• Commercial Supply : February 2008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 CABRI 실험로 RIA 사고모사시험 
* 기존의 빽연료 손상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핵연료손상 
알생 (1993. 62MWD/kgU 핵연료) 
기존의 핵연료 손상기준 및 사고시 핸언료 거동 시횡자료 검토 

=> 낮은 연소도의 핵연료 < 40MWD/kgU-rod avg. 
@ ’ 고연소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한 현행 얼계기준의 

한계 

장 정상운전중 피복관 건전성 
l 부식， 수소화 및 CRUD 징칙 

- III 복판 부식 및 수소흥수는 III 복관 건전성 및 기계적 성질에 
직접 영향 -) 정량적인 기준혈징 필요 

- 일차계롱의 수화학 변화 • CRUD 칭칙량 증가(Boron 홉착) 
• Axial OffsetAnomaly(핵연료 축방향 훌력이상)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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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계속) 

‘ 미복관 변형 및 PCMI 
- 소걸체와 ITI 복관 gap 소열 • 국부적 bonding 
- 소결처| 결정립 경계 및 소걸치I rim 영역의 핵분열기체기포 
팽창으로 소결처| 맹정율 증기 

- 고연소도에서 속중성자 조사랑 및 수소흩수량 증기로 인한 

III 복관 연성 감소 

- PCMI로 인한 III 복관 손싱 가능성 증가 

핵문얼기처| 방훌 및 연료봉 내압 

- 연소도 40-50 MWD/kgUOU서 핵문얼기체방훌 기속 
- 과도 상태시 핵문열기체방훌의 급격한 증가 • 연료옹내입 
증가 • ITI 복관 기계적 건전성 영향 (creep-out)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계속) 

‘ u τ 

상 반응도사고시 핵연료 손상 및 분산 

‘ 반응도사고시 기준 : 

획연료 냉악 농혁 기준 : ~80cal/" 

• 피록판 피손에 대한 기준 : DNB 

‘ 1993년 CA8HI 실험로 반응도사고 모사싫험 : 
• 고언소도 획언료용이 매우 낮은 맨탈 III에서 빽언료 파손 및 핸연 

료 잉A} 분신 발생 

• 현재 기훈이 기정하는 소걸쩨 및 피옥관의 과일에 의한 것이 아닌 
소컬저|와 III 록핀의 기계적 상효작용때 의한 nl복관의 취성 m괴 

m 현재의 설겨|기준은 고언소도 획연료에 적힘하지 않응 

" USNRC 잠정적 임시 기준 제시 
• 피옥관 Oxide-Spalling ,; 회용되지， 많읍 

띠복굉 파손에 대한 기준 : 엔탈피증가링 < WQca,l/g 
냉각 능력에 대한 기준 : III복관öl m슨되지 일 것 (> .30 MWD/kg) . ‘ 

” 
ι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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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 사고시 표|복관 손상 
LOCA 사고시 노심의 냉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연료 기준 
미옥관 최대온도 : 1204t 이하 
ílI목판 신화랑 : II1복간 두께의 17% 이히 

17% 부식 기준의 논린 
미조사된 JII 복관에 대한 시험컬과 

LOCA 시고전 정싱운전종의 JII 목관 부식영항의 17% 기준 포힘 여 
부 

I r~ 기존 Zry-4 및 새로운 III 복관에 대한 실험적 중영이 진행되고 있음 

(계속) O~ 저선 
'-- '-- ι」핵연료 고연소도 

핵연료봉 성능 검증 코드 

고연소도 핵연료봉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코드 개발 

’· ‘ t ι 

Summary 

핵연료 경제성 및 원전 이용율 향상을 위한 핵연료 연소 
도의 증가 

f、

、"

지속적인 핵연료 개량 및 개발 
신합긍 III 복판개발 

소결체재료 신기슐 개발 

새로운 핵연료구조부품 개알 

고연소도 핵연료봉 성능분석코드 개발 

핵연료 성능 데이타베이스 구축 

. 
‘ . 

상/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관련 연구 및 실험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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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킹갑::m 

고연쇼 적용 원전의 중대샤고 해석 코드 개발을 위한 workshop 

2005.7.20 , 한양대 학교 

Kwangheon Park1), Taegun Y oOl ), Kyutae Kim 2) 

1) Kyunghee U niversity 

2) KNFC, Korea 

- ‘’ :“-;, .. ;.“~ .. P5:~~~;t.;.;;.~뜸~;:'!앙.~ ~}~!;;r. r. ~~ ~、‘ι~'~..... ~션 ‘’헛‘《frrt얀감정얹씌?현훤훔':!i~갱뭘:조“· 1~':1l'1‘ 딩~r‘’'!';;"'":"".'#..!'"'.:~，r.;;&i.ι!H!~‘’ ‘iπιi’“‘.W"Sllcrr.::rν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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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Fuel Development Direction : 

Extended Fuel Cycle , Higher Burnup of Nuclear Fuel. 

양 Need Development of Advanced Zr-base Alloys , 

• Safety for Severe Accidents : 

- T < 1204 oC 

Sn-added Allov 9 Nb-added Allov 

- ECR (Equivalent Cladding Reacted) < 17% of wall thickness 

I~ New Allovs meet the Criteria ? 

씌 High Temp. Oxidation Kinetics difference between Sn-added 

and Nb-added Alloys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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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많월파g한1 πM짧짧뾰總갚협웰~.::;c.~X셔센잊heRU낀ive~r~j~y 

1) Specimen : As-received state (tube) 

Zry-4 and Zr-1 % Nb : W.H 

Alloy Sn Nb Fe Cr O C 

Zry-4 1.1-1.5 N.A 0.2-0.24 0.06-0.14 1090 ppm 120 ppm 

Zr-1 %Nb 1 . 1 1.06 0.1 60 ppm 1200 ppm 60 ppm 

- Cut of 15mm. 

- Etching Finished (ASTM Standard) 

Green Nuclear Research Lab. 



2) 호 atn깨- stean협 륨XI섭ation 

Te m pe ratu re 

~ “ -

cx> 
c。

3) !냉 Ig 뼈 Pressure Steam Oxidation 
P r essure Ga uge 

언
이
 
m 

α
 m 
. 

. ... ...... . .... .... 

’ 

-". . ... 
'" ‘ . ‘ .' •••• • ‘ ..... . .... -.-:: ....... . 

- Insert in / Pull out experiment. 

- Neglecting temperature transient 

from in itial reaction heat. 

- OM observation - Oxide , a-Iayer th ickness. 

- Double layer Heating System. 

• Outer Heater : Control Steam Pressure 

• Inner Heater : Specimen Temperature 

- Oxide Thickness by OM and SEM .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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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eiQht Gain Kinetics 

J 
Below 900 C, Transition point is observed. 

x Weight gain 

I mg 1 

dm 2 • 애듀l 

• ~W= kp. 야 
A . 10666 

kp = 7.139x 10" exp(- -:.: /~::) 
T(K) 

톨 After transition (T < 900C) 

~W=Wt+kL(t-tt) 

., . 11964 
W t = 1.286x 10' exp(- -"::: ... : ,') 

T(K) 
.., _ 8303 _ _ m i! 

k L = 1.51x 10‘ exp(----) IA 2 마=] 
T(Kf dm - . -v sec 

where 

[보쪽] 
d m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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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597 

tt = 3.23x 10에 exp(- :~~y'， ) 
T(K) 

, 
10 100 

Oxidation Time (mi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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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ry-4 Oxidation Kinetics 

• Zrycaloy-4, 
Oxidation Kinetics Changes 

from t 1/3 to t 1/2 above 900-1000 oC 

• T > 900 oC, 
Oxidation rate of Zr-1 %Nb is lower 

than That of Zry-4 

6 
1000 

N 

E 
"'0 
“‘ 。)

E 
I 
m 
。1

효 100 
。〕

φ 

르 

c。

-" 

1200.C 
1100.C 
1000.C 
900. C 
800. C 
700. C 

? 

口‘ 
A 

。, , 
1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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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1000 oC , 
Oxide thickness comparable to , 

or thicker than Zry-4 
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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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1000 oC , 
Oxide thickness of Zr-1 %Nb is 

slightly less than that of Zry-4 

12000 C 
11000 C 
10000 C 

9000 C 

8000 C 
7000 C 

·

? 

l 

。‘ 
口

100 10 

Oxidation Tim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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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깐 r~::"'r:~1!7l'~::'~~.쉰·‘싼~.~~~치""".~:r:깐쩔깐~~ni?짤옆~흉한~!Zr;'Z~'~~，한?악옆훌쫓~짧웰’낌썼i랬웠융효앙효힘~，~ 



~ 
μj 

< 1200 oC, 5 min, oxidation > 

(a) Zircal。ν’-4

oxide 

α -걸r(Q) --→곤흔 

- Layer 

a' - Phase 
(p꺼or 월〕 

I ,. 되i 
:，繼1뺏 

(b) Zirl 。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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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er Qrowth rate of Zr-죠 0/0뼈b 려10￥ 

• Zr-10/oNb 리loy 

<>a(t) oc t 0.2- 0.35 

• Zry-4 

<>a (t) oc 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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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of ß-Iayer increases with oxid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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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ness of metal layer 
is dependent on oxygen dissolved 

• Nb : ß-Zr stabilizer 
( Sn : a-Iayer stabi lizer )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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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Conc. 

. 

~녁C$p 

oxide ! a 

Distance from surface 

Zr-1 %Nb 

p 

Q 

J ‘-.2 

Appreciable diffusion time , r == _Z_ 

(Z"'" 0.35 mm) D 

Temp(oC) D(cm2/sec) Time(min) 

1200 ~ 1.7 x 10-6 13 

1100 ~ 8 x 10-6 25 

1000 ~ 3.5 x 10-6 55 

• At the reaction time (for temp. 1200 , 1100 oC) 

Oxygen concentration becomes almost saturated. 

Nb seems to increase the solubility of oxygen 
In ß-region.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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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ide thickness after 1500 sec oxi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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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Tetragonal ph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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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high stea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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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0 2• 1 atm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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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Enough amount of 
tetragonal phase as 
stress manager Loss of tetragonal phase 

• 
Formation of non-protective 
monoclinicoxide 

• 
Large cracks4-- Tension on the surface 
on the surface (martensitic transformation) 

Good arrangement of 
transformed monoclin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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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of the specimen a)750 oC 0.5MPa 
steam 1500sec. 8)750 oC , 7MPa Ar and 0.5MPa 
steam mixture , 1500sec c)700 oC , atmospheric 
steam, 2500sec. The reference length is 2mm. 

Oxide Structure of Zry-4 specimens at 850 oC , 
1500sec oxidation. a) 150 bar, b)100 bar, c)50 bar, 
d) 30 bar steam pressure. Each figure show 
3 layers - metal substrate , oxide and m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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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stea'm 

Tetragonal • Monoclinic oxide : 

[ - Martensitic transformation 
- Nucleation rate decides the transformation rate. 

: nucleate generation/volume. N - k. d(~G) 

(1 - Y)dNV 

dN= 

: kinetic constant. 

ÖG : driving free energy for martensitic 
transformation .. 

K 

- k V쁘A흐LdP 
dP 

dY 

dY 
1- Y 

l 

→
。
∞| 

: average volume of nuclear. V Pu dL\. G 
exp[kV I(펌)뻐 

N 

-패
 

: volume fraction of transformed phase 

YO : volume fraction of monoclinic phase 
at 1 atm steam. 

Y 
1-Y rlTT /~G 

11.-,; = exp[kV (~n'-J )(P-1)] 
1-Yo r dP 

L R냉쨌Re애e따lat때IV、ve s않없s앞없ta빼빼b비폐ili따ty 0아fte따때e안etra쩡g맑on빼l 
with respec야t to 1 atm steam state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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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imilar to nucleation barrier energyß G* 

A : strain energy 
y : surface tension 
h : heterogeneous nucle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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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etragonal phase of H 20 , HO, H20 2, H 2 reduce surfac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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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 8(1) = exp[H(p-1)] , 

H : oxidation enhancement parameter 

700 

Zry-4 1.01 x 10-2 1.29 x 10-2 1.55 x 10-2 1.69 x 10-2 1 . 11 x 10-2 

H 
(bar-1 ) 

Zr-1 %Nb 
2.59 x 10-3 1.00 x 10-3 155 x 10-3 2.53 x 10-3 3.40 x 10-3 

alloy 
L---. 

750 800 850 900 Temp(o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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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steam oxidation : Zry-4 and Zr-1 %Nb alloy 

[ zr-1 %Nb a||0y : AW X t1 /2 

Zry-4 : ð.W oc t1/3 -- t1/2 (T > 1000 oC) 

Hardness of metallic region is higher than that of Zry-4 훌 

• Need reestablishment of LOCA criteria 

| 

→
디P
 l 

.훌 High-pressure steam enhances the oxidation at high temperature 

õ(p)/ Õ( I) = exp[H(p-1)] 

Zr-1 %Nb alloy : 1 -- 3 x 1 0-3 bar-1 

: 1 -- 1.7 x 1 0-2 bar-1 

Steam pressure effect is related with tetragonal phase stability 

Zry-4 

e 

Green Nuclear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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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 is fission gas release important to fuel behavior? 
= z 

〔
℃

l 

→
→α
 | 

Contributes to internal pressurization of fuel behavior 

Decrease thermal conductivity of gas in fuel-cladding gap 

• 

Thermal feedback 

• 

PCI due to fuel swell.ing and absorption of fission gas 

• 

Source of mobile radioactivity in accident (Xe, 1, Te, Cs) 

•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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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o빼IIJ l흩 

.:. What is Problem? 

The limit factor of extended cycle length and high burn-up 

IS amount release gas fission 
Au e 

하
 

u 
e 

m 

비
 

쩨
 쨌 

K맨
 빼
 

T 

u 

• 

• 
| 

→
‘
∞
 
| 

Sometimes, a possible cause of nuclear fuel-failure (ex: PCI) • 

s 
e 

@ 

했
 

맨
 

Therefore, we need an accurate fission 
release model which can predict the 
fraction especially at high burn-up 

~~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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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Fission Product 

Noble Metals: Mo, Tc, Ru, Rh, Pd 

Readily oxidized but insoluble: BaO, SrO 

l 

Readily oxidized but soluble: Zr, Ce, Nb 

• 

l 

••
1 

| 

Volatiles: Cs, 1, Br, Te 

• 

Noble gas: Xe, Kr 

• 
l 

[느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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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ø THEORETJCAL BACKGROUND (co빼 l훌 

+:+ Thermal Diffusion Mechanism 

Two stage diffusion (grain lattice 
and grain boundary) 

l 

Fission gas atoms start to 
volumetrically diffuse onto grain 
boundaries and, on reaching 
there, continuously diffuse 
along the boundaries until they 
release to the open space in the 
fuel rod. 

l 

intragranular 
bubbles 

L intergranular 
gas bubbles 

(on grain fa∞) 

l 

→
‘
∞
 
l 

• The Precipitation of gas atoms in the intra- granular bubbles and their 
resolution into the lattice 

mostly boundaries, • Gas atoms accumulate continuously in grain 
causing the formation of inter-granular bubble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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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ORETICAL BACKGROUND (co빼 

Burn-UD 

MWd/kgU 60 

R여 A‘8매geBumup 

Figure. Fractional fission gas release of PWR fuel rods with enrichments of 
3.5 w/o to 4.2w/o as a function of rod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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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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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co빼IJ 

Role of arain boundarv 

l 

•
N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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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Microstructure chanae 

Rim microstructure is Formed 
near the U02 pellet periphery. 

Threshold local burnup : -70 
M찌TD/kgU 

Formation of fission gas 
bubbles ( porosity: 15 - 17 0/0, 
diameter: 1 - 2 μm) 

U02 grain sub-division: From 
8 μm to 0.1 - 0.5 μm 

HANYANG UNIVERSITY[ 

high porosity (15 %), 
。ver-pressurised

micrometric gas bubbles 
in pores and very small 
grains (0.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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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겐OR FGR MODELS 

fuel pellet 
ANS 5.4 Model (Booth Model) 3.1 

Model outline 

Fuel is treated as an assembly of uniform 
spheres with a single equivalent radius . 

• 
| 

‘
N
ω
 | 

Fission gas atoms diffuse in grain lattice 
with the perfect sink boundary condition. 

l 

·M 
혀
 었

 

J ” B 
· 

、
、

\ 

Governina eauation 

initial ∞ndition: 
ac’ , 
공r=β+ DV l.C- λC C(r,O) = Co = 0 

C(O, t) = finite 

C(a,t) = 0 

boundary condition : 

c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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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너댈빼A째‘mJ얘닮reI~~l.J'J~타~κ~π버폐t렌폐rnm뼈ill]뼈뼈뼈[l]따뼈빼l띤때뼈e엄뼈d이IIJ 률. 

Fission aas release fraction 

D'=[뿔e- Q ! RT ] "c = D ’t Where, F=휴션-프T 
.J죠‘ 2v l 

•
NA 

l 

Burn-UD factor 

D ’_ 1 OOBu /28000 < ANS 5.4 model > 

D ’_100Max (Q,Bu-25000)/21000 
< Modified ANS 5.4 model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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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JOR FGR MODELS confi뼈 

3.2 Speight Model 

O 
‘ @ 

x 

the 
the 

Gas-gas interactions lead to 
formation of gas bubbles during 
diffusion process when fuel burn-up 
Increases. 

Model outline 

• | 

‘
N
α
 
| 

N 
o 0 

./' gasb뼈ble O 

。

x 
single'\gas 하。m 

Behavior of the gas bubbles is believed 
to have a significant role in the FGR 

• 

O 

< grain lattice > 

O 
Z 

O Gas atoms are precipitated into the 
bubbles and the bubbles are resolved 
into the lattice by high energy fission 
fragments . 

• 

L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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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JOR FGR MODELS (co빼 

Governina eauation 

뭘뀔-

| 

i
N@ 

| 

Assumina seDarable eauation 

boundary condition : ‘l'JO)=finiκ 

띤Ja)=O 

C(r,t)= L 띤'n (r)xn (t) 

m(r, t) = L 'l'n (r)Yn (t) 

HANYANG UNIVERSITY[ 



NML 
[ .JrJfj，PL.J:If[eJ:JiU'.J.J#t:i&.J빼 

Fission aas release fraction 

。
。

않
 -빠
 

a 이
/
‘
 

F 드 ;{π鐵)} -‘ f\ J 
‘ 4 

Here, [)efl and "C are introduced in the following way: 

It is the same solution as booth model! mε야 F=3」rX -프r 
J죠 ‘ 2 .. 

D행t 
1" 

a 

D -g 
b 
-+ -AU 했

 

D 
where, 

E HANYANG UNIVER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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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urnbull Model 

빼
 
Tl 

l • . Gas atoms accumulate continuously 
in the grain boundaries. 

Model outline 
| 

→
N
∞
 | 

grain boundary 

HANYANG UNIVERSITY[ 

After the concentration of gas 
atoms in the grain boundary is 
saturated, fission gas release to the 
open space in the fuel r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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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JO흠← 휴뚫 tMlmJ뜯LS (continued) 

Governina eauation 

ac 
τ=-(O ， t) = 0 
ar 

C(r,O) = C，。
bÂN 

c(a， t)=--보 =Cf!b 2D l; V 

initial condition : 

boundary condition : 

ac’ ( ’ 
← β+DVιC 
dt 

| 

•
NP 

l 

Assumina seDarable eauation 

when π2r < 1 

It is the same solution as booth model! 

F=뚫r~-한+ c。닮gb [뚫"X - 3" ] 

Here, Co =앓 빽 

HANYANG UNIVE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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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JO휴)휴~흩 MODELS (c~nt;뼈 

Forsberg & Massih Model 3.4 

Model outline 

Forsberg and Massih considered the time-dependent grain boundary 
condition and treated it numerically with the assumption that fission 
gas atoms release completely when the grain boundary concentration 
exceeds a certain saturated value and then accumulate again. 

l 

| 

→
ω
a
 ! 

A a2 2 a 
=-- +-

r ar2 r ar 
where, 

Governina eauation 

￡C(r，t)=Dμ 

빼
 
-
찌
 

시
”
 

a q 
C(r,O) = 0 

C(O, t) = finite 

initial condition : 

boundary condition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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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JOR FGR MODELS (co빼 

Governina eauation 

l톨 
、

acv _ Tvff 1 a ( D2 acy ì I a 
ðt - y R 2 aR l “ ðR ) . , 

Cy{R, 이 =0 

ζ (o, t) = finite 

C)a , t}= C앨(t) 

’ 
-.ri1먼mA!1효J.J.d.화월R뀔 

3.5 Two-step Two-stage Model 

| 

→
ω
→
 | C .. (r,t) 

graln 
boundary 

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g며In 

28 face 
dlameter 

!맺핸렌땀믿한휠펄
dCDI. _~IT 1 그 ( dC nh 1 __ ~A ðC. ì 

δ二쁘 = ðlX'[ .:.二Ir~댈 1-2D얘 I ~'--y I 
ðt ga r ðr ~ ðr) v ~ ðR ) R=a 

’”----*-m 
• a 

Cgb(r,O) = 0 

Cgb{O, t) = finite 

Cgb(s,t) = 0 

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ι
 

e 

l|f+ 

@@ 

-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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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JOR FGR MODEL친 (continue반 l 

Analvtical Solution Usina Boundarv Condition of the Third Kind 

IS equation Assuming the steady state, grain boundary 
turned into the following boundary condition : 

• | 

‘
ω
N
 
l 

탱
 v
-탱 양
 

D 
-D 

2 

-
였
 

α
 

Where, -Cv(a ,t)=O 
ac’v ------
ðR ’R=a 

Then, the fractional release is finally obtained 

-~(짧)(摩) F三뚫(앓~J(摩)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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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taae Parameter 

Basically δ is on the order of 10-8 cm, β~ is 2.405/5 where 5 

is the equivalent radius of a grain surface which is on the 
order of 10-4 cm . 

• 
| 

→
ω
ω
 
| 

2/ 짧~2 is close to unity. Thus, 

D쁘 /D짧 with the unit of centimeter. α is 

• 

l 

α is rewritten in the following way : 

α ~ α% = Dv애/에Oeι강양-링공Qιιvμ/RTT = *@e-쇄μ-앓잃)/RT αa"eι-갚펙ι 
-

1"\ 했 -0• L/ RT “ 0'"' - " '̂O 
~gb 

Finally,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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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ewritten i n the α l-Qgb / Qv , fBu for substitute Fu야her， 

following way : 
• 

-QvfBu I RT 
α= α。e l::;-VJ Jju 

Finally, the fractional release of fission gas atoms is obtained • 
| 

‘
ω
A
 l 

폐
 
} 

때
 

/ 

뼈
 

\ 패
 헤 

/ ---’ 

l 
l 
\ 

/ 
| 
l 
l 
<
---

/ 
I 
l --! 

‘ \ 

4 

-
싸
 

F 
J 

as : 

(촬) =0.018 /s 

Where, 

α’ = ao / a = 1.06 

f Bu = Max(O, Bu - 25000) 172000 Q = 44906.2 caVmol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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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EL COMPARISON 

For the validation of this model, FRAPCON-3 code and its in-pile 
measurement data sets are used . 

• 

burn-up of Comparison Figure. 
--ANS 5.4 model 
• • • .mc녕ified ANS 5.4 mc성el 

--FOISberg-Masslh mc녕허 
--current Klm & lee model 

100 

90 

-‘ 80 ~ 

70 
g 
공 60 
ro 
‘-
g 
m 

움 40 

” ~ 30 
I 
。

% 
~ 

20 

| 

‘
ω
α
 
1 

the In derived factor 

current two-step two-stage 

model with those used in 

FRAPCON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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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5.4 model 
Forsberg & Massih model 
measured data 
current Kim & L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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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rel'l#lIlíjJffjJPARISON (continued) 

ANS 5.4 model 
Forsberg & Massih model 
current Klm & L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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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ISCUSS/ON 

1.0 

--with the grain boundary 
--without the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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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ing of 
fission gas atoms in 
the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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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ion of the fractional fission gas release 
owing to the grain boundar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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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l 
5 ntin빼 

Base on the recent theoretical model, two-step two-stage model is 
developed with the incorporation of step-wisely divided burn-up 
factor in the low and high burn-up regime . 

• 

In the model the two-step factor is introduced to the two-stage 
parameter of the two-stage model in order to simulate the 
decreasing activation energy for the fission gas atoms diffusion 
through the grain boundary with fuel burn-up increase . 

• | 

→
ω
@
 | 

Over whole burn-up range up to 70,000 MWd/MTU its prediction is 
in much better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than that by any model in the FRAPCON-3 code . 

• 

This excellent agreement may confirm that two-step burn-up 
factor and two-stage parameter introduced to this model are 
based on sound mechanistic founda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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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 Thermodynamic Functions 
2. Computation of Chεmical Equilibrium 
3. HS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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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 Thermodynamic Functions 

svstem ~ Surrounded by a boundary / Surroundings 
- Closed, Open 
- Adiabatic 

RfacroscODic properties : 

Intensive oronertie~ (independent of quantity of material) 
P = pressure 
T = temperature 

Extensive propertie~ (proportional to amount) 
V=volume 
U = internal energy 
H = enthalpy 
F = Helmholtz free energy 
G = Gibbs free energy 
S =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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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or a single component system, any two properties determine all other, 
P{V, l ’) or U(T, P) are equations of state. 

FHASIE RULE : 

e.g., 

deg. of freedom = No. of components - No. of phases + 2 

= (r -1). ø + 2 - Cø -1). r = r - ø + 2 

= No. ofvariables - No. of eouations 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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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Relations: 

1stLaw : dU;6Q - 6W‘~ 
heat added to system work by the system 

For a reversible process: 
8‘W = PdV (P-V work only) 

8Q + VdP 
H = U + PV : enthalpy 

dH = dU + PdV + V dP = 6Q - 6찌T + PdV+ VdP = 

U(V,S,N) 

2nd law: dS! __ .“_.J > 0 ·….‘·… -

dS = 8Q /T 

:. dU=-PdV+TdS 

Zero values of U (and therefore of H, F and G) is arbitrary. 
However, S = 0 at OOK (Third Law ofThermodyna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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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Energy: 
F= U - TS 
G=H -TS 

The direction of spontaneous reaction : lower energy, higher entropy 

H (V,S,N) 
F (V,T,N) 
G(P,T,N) 

--
Differential Relations: 

dH=VdP+TdS 
dF=PdV ~søT 
dG.= VdP - SdT 

T-p a 
-(O 

/lll\ 

(뚫) 
from dH: T-v (U 

:0 
/-----\ $

-
현
μ
s
 

h-/----\ 
따
-


R---

빼
-
빼
 

없-
n
m
 Soecific ProDertie~ are independent of amount of material 
- P, T 
- N = quantity ofmaterial (mass, moles, atoms) 
- V IN = specific volume (=l/density) 
- UIN = u, ... GIN = g : specific energy quant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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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le COmDonent~ U(8,V,N) = N u (s,v) 

= Tds - Pdv 

Multicomoonent reactin!! svstem~ U (8, V, N 1, N2,. N i...J 

dU=(짧)V Nl dS + (뽑〕S Nl dV + 쭈(짧L 뻐 
or 

dU = TdS - PdV + Lμ，dN， 

N = number ofparticles. 

=(쁘)V.N 쁘+(쁘l_N쁘 
ðS )u ‘ J N '" av )",., N 

l 

‘‘
i{} 

| 

Similarlv: 

dF = - 8dT - PdV + Lμ，dN ， 

dG = - SdT + VdP +εμ，dN， 

=(앓LN =(뽑L.N (짧L.N Chemical potential = 11ï 프 



The condition for equilibrium: 

For an isolated system (U and V constant) 

i=(맺) 

dSu,v = 0 

Wben S and V constant, 
dU = TdS-PdV + L J1fdNf = 0 

μi=(뿔L.N 
When T and V constant, 

dF = -SdT - PdV + LμfdN f = 0 

μi=(앓L'N'" 
When T and P constant, 

dG =-SdT+ VdP+ LμjdN j =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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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mputation of Chemical Equilibrium 

_ Formula maσ1x 

εakinl = bk or 44 = & 

Where a입: No. ofk-th element in molecule, i, 
n, : No. of moles of molecule, i. I bk : total mole of element, k. 

Close svstem constraint 

A효 ==0 or Lakjðn j = 0 

&=&O +EtK\ or ?
?
}
그
 

V 
j = 

좋
션
 

+ 
ι
 

ι
 

V : stoichiometric matrix where 

A..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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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molar Gibbs free energy of pure substance at temp T, 1 atm pressure 

(18) 1) pure solid ofliquid: lli =f! : 

(19) 

X i = atom fraction, mole fraction, or site fraction 

(20) 

3) ideal gas, pure or in mixture: 

。 +RTln p, 
•f! , \ 

Molar free energy of pure Pressure ?r partial 
gas at latm pressure pressure 10 atm 

Relation of Chemical Potentials to Concentrations: 

2) itJ:ealsoJidor liquid solution: lli = g 1
0 + R T ln X j 

11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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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ε{(NH3 ，02，NO，N02，H20)，(N，H，O) } 

b N 
n N H 3 

n o 2 

n 
U 

1 
l i 

--i n u --

30002 

0 

b H 

bo 

-4 
-5 

4 

0 

6 

n NO 

n N0 2 

n H 2。

0 

-2 

0 

2 

02121 

n 
U 

1 
l i 

--i n 
U 

---

02121 

30002 

..Á.lL - b.. 

..Á.V==O 

μT V == 0 

-‘ m 
ι3 



Flov.'’ chart for the stoiφiometric algorithm lor relatively simple 

MIoke new 
‘ ‘。 len.’nat.e Ofn 

Figur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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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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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nnochemistη Calculation 

T emperatw"e 

3000 C 

File: C:“HSC5\Gibbs\I-O.OGI 

ν.-------r 
I(잉 | 

Z 

I2(잉 

\\ 

/ \、“、~
1000 2000 1500 

1 : at high temperature and inert condition 

1.5 

0.5 

0.0 
500 

1.0 

lS1lJl J1lJl lIJ1lJl 

2500 

! 

‘
m
∞
 | 



1 (lmole), H20 (lOOmole) : 

File: C:\HSC5\Gibbs\IH20.0GI 

.... -
. ... . • 

, - --
--

0.5 

0.0 

-0.5 

Temperature 

C 2500 

Log(kmol) 

2.0 

1.5 

1.0 

2300 

é_ .. ___ _ , ___ OH(g) 
~γ 

;-.-.. --- .--.-;---- HI( 

2100 1900 

-1.0 

-3.0 
150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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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mole), Cs(lmole), U02(100mole), H20 (1000mole) : 

Temperature 

C 

File: C:\HSC5\Gibbs\1 Cs U02 H20 1.0GI 

3000 

H20(1) 
--=-

2500 2000 1500 1000 

Log(l‘mol) 

H20(g) 

-4 
500 

3 

2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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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products (relative mole with respect to 1) 

(35GWDIMTU,U02 : 4201 m이e) 

Ru (12.7mole), Rh(2.09mole), Mo(18.05mole) U02(4201mole) 

File: C:\HSC5\Gibbs\metal U02.0GI 

Element 

Mole 
Cw.r. t 1) 

\
、
\
、

$ Lu nr $ 
, G
---

---, ---
---, -

_ ...... _____ ... _ .. . _ •. _._ .... _ M_~. _ _ 

Tcmperalurc 
3000 C 2000 

-35 
500 

Log(l‘m이) 

10 

5 

0 

-5 

-10 

-15 

-20 

'--

1500 

-25 

-30 

2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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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12.7mole), Rh(2.09mole), Mo(18.05mole), U02(4201mole), H20(50000mole) 

File: C:\HSC5\Gibbs\metal U02 H20.0GI Log(kmol) 

-•-

5 
H20(g) 

4 

Temp erature 

C 3000 2500 2000 1500 1000 
-3 

500 

3 

2 

0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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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12.7mole), Rh(2.09mole), Mo(1 8.05mole), U02(4201m이e) ， N2(40000mole), 02(lOOOOmole) 

Temperature 

C 

1\ R .. 01 (J 1 

RP〔샌2 ( 상)二쁘봐; 
...--~ 、 ’ -

N20(g) 

3000 

File: C:\HSC5\Gibbs\metal U02 air.OGI Log(kmol) 

N2(g) 

2500 2000 

02(g) 

-5 
500 

5 

1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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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최초 발견 (Tyndall , 1 B70.) 
입자에 고온 매처l 분자와 저온 매체분자간의 충롤로 인해 발샘된 입자의 
운동량 불균형에의해 입자가 받는 힐 

훌용운01 : 반도체 제조 공정 산업체 분진 져l 거 -7 RCSUl 핵문얼 샘성뭘 저|거 ?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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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걸고{적인 “열 영 동 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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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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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기 Brock 모의: 현상 。::t c꾀 드三 

늠크 C그 c=:> MELCOR 

Kn < 1 경우， 입자 표면 전체에 대해 입지와 매체 분자간의 운등링 교환앙룰 

전처|에 대해 적분한후 이양을 Stokes 반알력과 같다는 가점에서 유도(1965 . ) 

Brock 식은 

입자 외벽 

3μ \C ， Kn+Kμ，，/ 1{ r )C cll nnillμhun - 、 / --------.\ 'v T 
2XPgfl‘만 (1 + 3Fs"p Kn )(1 + 2(C,J(n + K guJK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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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벽에서의 온도 기울기 

-Q -Nu(T“. -TI') 
\7T=-"1- = μ 

Kalr D 

짜
얘
 

m
F
ι
μ
‘
 Tl 

Vv 

Vcv 

k component 의 열영동에 의한 충부확 질량 

효헬1): 훤하 k *응SE*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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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2.5In(1 + 0자+ ) + 7.8(1- e-Y+ / 11 - 학 e - O.33 Y+) - - - (8) 
11 

Valid for all y+ 

v - =많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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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r책폈s싫 
고앤소 적용 원전의 중대시고 해척 코드 개밑율 위한 WORKSHOP 

한앙대학교. 2005.7 .20 

CESIUM & IODINE CHEMISTRY 
AND TRANSPORT DURING TMI-2 ACCIDENT 

그 l 도포 A ‘ 
cl 흐:> ... 

한앙대학교 원자로재료 연구살 

HANYANG UNIVERSITY 

• Radlolodlne Isotope have long been consldered to be among the most 
important fJsslon products from the standpolnt of potentlal environmental 
insult In the event of a serlous nuclear reactor accldent. 

• As a consequence. conslderable study has been made of lodlne behavlor 
in nuclear reactor plants. and more or less standardlzed procedures have 
evolved for the descrfptlon of lodlne escape and transport for purposes of 
risk assessment. 

• However. the low plant releases of lodine and ceslum were In marked 
contrast to earller predlctlons that large fractlons of 10dlne, ceslum, and 
tellurlum specles would be released In accldents of the severlty sustalned 
at TMI-2. 

-2 milllon CI released to the envlronment out of a core Inventory of -220 
mllllon CI of 133Xe. 

-15 Ci of 1311 released to the envlronment out of a core Inventory of - 65 
mllllo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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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體폈體뽑薦뿔뀔를3 
• Therefore, certaln assumptlons that have been made concernlng the 

fundamental chemlstry of lodlne seems to be Inconslstent wlth an 
accumulatlng base of Informatlon regardlng lodlne behavlor In nuclear 
reactors. 

• The formatlon of the less volatlle compound Csl Its s이ublllty in water, and 
the effectlve isolatlon of the containment have been clted as factors that 
limited lodlne and ceslum escape from the TMI-2 plant. However, recent 
evldence from various studles of f1ssion product behavior d‘Jring severe 
accidents call into questlon the contentlon that iodine is a priorl bound to 
ceslum and that Csl controls lodine transport behavior. 

• The sole evidence for the chemlcal form of iodine was deduced from sump 
water samples showing hlgh concentratlons of lonlc specles) in solutlon. 

• Therefore In thls presentation cesium and iodlne chemlstry and thelr 
transport durlng TMI-2 accldent are revlewed and discussed for the future 
works. 

HANYANG UNIVERSITY 

뿔훌뿔짧 

Nomln.ITM녕 Effluenl Condltlons 

P'onmol8r V매 ue 

Tomp애ωro(에 1 1500 10 2000 
PI ... uro (μp매 110.3 
써1l~때 ot뻐1l1low ω/이 | 엉@ 
k얘Ine(따뼈아에 12.06 X 10" 
Ceølum (alDm/마에 1 1.82 X 10" 
바 (moIoaJ베anI) 13.이8X 10'" 

’ip (rr에IJQ/ιlanI) I 7.060 X 10" 
,Omo‘ rlllo 1 4.3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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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CESIUM AND IODINE CHEMISTRY DURING THE TRANSPORT 
‘빼 다V~'!\~~ ~“‘r.:r~→". 

3.1 Fuel Release Characteristlcs 

• Transport behavior of fiss lon products through the fuel mlcrostructure 

Is closely tled to the chemlcal and physlcal characterlstlcs of U02’ 
where fuel oxldatlon potent녀 1 and morphology (I.e., graln slze, 
mlcrobubble concentratlon , and p터let cracklng) ’argely control release 

behavlor. 

• Retrieved TMI-2 fuel debrls samples Indlcate a change In fuel 

stolchlometry from Inlllal U02.0 to U02+x plus U40 9 preclpltates. 

• As dlscussed, the effect of fu‘~ I oxldatlon Is to enhance both atomlc 

mobllltles and grain growth, which result In enhanced flsslon product 

release from fuel. 

HANYANG UNlVERSITY 

禮짧짧홉 
-기$ 3. CES/UM AND IODINE CHE때S재~W'J'J:mcc.l:~ 재IIIIJ 
(r.rmJlIiIml이 • 

• -
• Llkewlse, slnce the oxldallon potentlal of U02 changes rapldly with 

small changes In stolchlometry. oxldes of ceslum are predlcted for 

hyperstolchlometrlc fuel (U02.,), freelng iodlne In the process vla the 

followlng example reactlons: 

C51 + 20[UO ,, ] =C5UO. + 19[UO, .. 1+ iodine 

and 

C51 + 20[UO" 1=20[UO‘.1 + CsO, + iodin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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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ltlon to fuel oxldation. emplrlcal evldence Indlcates that burnup

related morphology can affect fìsslon product form. Release data 

Indlcate that at low burnups (<5000 MWψt) atomlc lodlne and ceslum 

release Is favored. 

• Followlng fìgure IIlustrates the baslc nature of the release process. 

where Indlvldual atoms of lodlne and ceslum (and thelr precursors) are 

bom separately wlthln the fuel lattlce. such that at low bumup 

relatlvely wlde dlsperslon of these ffsslon product atoms can be 

expected. An atomlc mode of lodlne and ceslum release Is therefore 

Indlcated. 

HANYANG UNIVERSITY 

IcrOClðcks: ~Ktion ocω，s ••• con‘ ' Quenee 
of c .. lum Ind ’odine c이Mllon. durln‘’ !’“lpon through .uch 애CI。‘:r lcka 

Atom‘ In 
‘。hJlio f、 In ’"01 

lnterOtarlul ... bubble‘: R .. ctwn c>ccurs 8s a 
。Qrí."，q\)erice of either .tomic dirfu‘;lon of 
b뼈. Ind c .. ωmdlr.CI이 from dMI qraln 
in'.fior or lodk\e “ d cesJum belng "carrled" 
~Ý li1tergran띠.r bubb’ •• 

• 
• 

빼
 

C 
M ·

얘
 . ’ntt.g"n~lr bubb‘·: Reaction occ띠1 ，. 1 

COi\싸quenca 이 b이no .，녕 cesium 1I0 m+c 
ω뻐씨iÎOI、 from tht Øfain ‘ t&,.or 

. 
Low burnup High bumup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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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urnup Increases, the noble gases (xenon and krypton) and volatlle 

(Iodlne and ceslum) f1 sslon products nucleate Into small Intra- and 

Intergranular bubbles wlthln the fuel mlcrostructure. Mlcrobubbles and 

the open poroslty In hlgh-bumup fuel serve as reaction sites for Csl 

formation, so that at elevated burnups (<5000 MWdJt) there Is an Increased 

probabllity of Csl formation and release 

The TMI-2 fuel conditions of low burnup and oxidation to a 

hyperstoichiometr1 c condition, however, favor an atomic form of lodine 

and ceslum release from fuel. 

HANYANG UNIVERSITY 

뼈꿇 .. 만엔o IODlNE CHEMI TRY DURING 깨ETRA 뼈휠 ‘-3 2 Ce and I Comoound Formation Durina the Accident 

• On release from fuel, lodlne and ceslum w\ll mlx and react with the high
temperature steam/hydrogen effluent. Thermochem’cal equlllbr1um 

calculatlons Indlcate that the concentratlon of f1sslon product and 

effluent specles (H2 and H20), pressure, and temperature govern the 

equ川b r1um specles conta!nlng the f1sslon product elements where the 

fission product specles present in the gaseous effluent are independent 

of the species released from the fuel. 

• The equillbr1um chemlcal forms of iodlne and ceslum within the 

hydrogenJsteam effluent (predicted by the SOLGASMIX code) are glven In 

the followlng Table. Inspectlon of results Indlcates that temperature and 

concentratlon condltions largely affect lodlne and ceslum specles 

partltlonlng.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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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LGASMIX Reaulls a‘ TM~2 Concentratlon Condlt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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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n./eeslwn M。ι Tompe(WI Spodoe PostItion!ng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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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HOI c‘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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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5 al50 a soluble lonlzing acld that would dissociate into H+ and 1- ions In water. 
However, the HI molecule i5 more volatlle than Csl and would transport as a gas 
through much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RCS). On the other hand, Csl would 
condense at temperatures (=800 to 애OOK) equivalent to the thermal conditions 
estimated for the reactor upper plenum. 

HANYANG UNIVERSITY 

禮r構s짧 
켓I [ 3. CE U AND 10 INE CHEMI TRY DURING 깨E 깨폈廳 톨....，등뼈깨I - ”::tIYjIJ .. tt:I~，n 

• 
-잊-

• At nomlnal TMI-2 concentration conditions, almost all lodine is predicted 

to form Cs-I compounds (Csl or Cs2lz) at the low effluent temperatures 

("'1000K) associated wlth above-plenum condltlons. However, at the 

elevated temperatures (2000K) assoclated with the effluent envlronment 

withln the core, both Csl and H’ specles are predlcted. 

• It is also noted that for the TMI-2 condltions, any cesium not bound t。

iodine 15 predlcted to be CsOH. Slnce the ceslum/lodlne mole ratlo for 

TMI-2 bumup condltlons Is estimated 10 be 8.8, most ceslum reacts wlth 

the effluent 세IH20 to form CsOH.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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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r띨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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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Vapor Transport Chemistrv of Csl and CsOH 

• Although lodlne and ceslum are predlcted to be the prlmary specles released 
from the degraded fuel wlth Csl and CsOH exltlng the core, changes In chemlcal 
form can occur as the effluent Is cooled durlng transport through the prlmary 
coolant system. 

• Effluent cooldown flrst occurred In the plenum space above the core. The 
presence of addltlonal structures wlthln the upper plenum (e.g., control rod gulde 
tubes and lead screws, plenum barrel, grld plale) adds 10 Ihe lolal surface area 
for deposltlon. Thus, Ihe plenum reglon would be expecled 10 have experlenced 
slgniflcant deposltlon of condensable and reactlve flsslon producl vapor specles. 

• On exitlng the plenum, the effluenl would then be Iransported through hot-Ieg 
piping, connectlng the reactor to the steam generators and pressurizer. The 
steam generators and pressurlzer probably conlalned resldual water during the 
accident, which would have scrubbed fisslon products from the gaseous effluent, 
forming water-soluble lonlc specie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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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ensatlon of a vapor specles on a surface wlll occur If Ihe surface 
l emperalure Is less Ihan the IIquldlvapor equllibrlum lemperalure of the species 
at Its partlal pressure In the syslem. At a surface temperature of -800K, 
condensatlon of Csl Is Indlcated at a concentratlon condltlon In excess of 3.2 X 
10.5kgJm3 (antllog of -4.5), whlle condensatlon of CsOH occurs at 
concentratlons >7.9 X 10-4kg/m 3 (antllog of -3.1). At 800K and atmospherlc 
pressure, 12 and H20 are well above Ihelr normal bolllng polnts. 

Calculated eq비IIbrlum temperatures at Ihe TMI-2 Csl and CsOH concentration 
and pressure condltlons Indlcate condensatlon at temperatures below - 880K for 
Csl and below 839K for CsOH. Based on the plenum temperatures, the upper half 
of the plenum Is Indlcated to have been cool enough (700K) to Induce 
condensatlon of both Csl and CsOH. The fractlonal amount of condensation Is 
estimated to be -14% for Csl and -12% for CsOH. Such condensate, however, 
would have been washed from the surface on vessel ref1 ood. 

HANYANG UNIVERS/TY 

-빼 IODINE CHEMISTRY DUR빼E 때NS%RT l 
(tllillIli.íllli며 l 

ChemisorDtion in UDDer Plenum and Hot-Lea PIDina 

• A second process that can dlmlnlsh the amount of a reactlve specles In the gas 
phase Is chemlsorptlon, where chemlcal bondlng wlth a surface occurs. The 
usual procedure Is to model chemlsorptlon as an Irr윈prslble "1óIl:js transfer 
process In lerms of an “ effectlve" depositlon veloclty Y , where “ accounls 
for b이h diffuslonal propertles Ihrough a surface boundary layer and a 
reactlvity faclor for Irreverslble bonding 10 Ihe wall surface. The rale of mass 
transfer due 10 chemisorptlon can be expressed as 

dC = ~C 
dl V 

• For both Csl and CsOH, the deposition correlatlons indlcate that the reaction of 
these ceslum-bearing specles with stainless steel is essentially temperature 
Independent, where =1 .0 X 10.2cm/s. Thus, chemisorptlon would be expected 
within aJl volume ele삐뿌，ts of the upper plenum. However, most fJsslon product 
iodlne and ceslum was found in water samp’es, whlle only a small fractlon of 
the ceslum and lodine inventorles were found bonded to upper plenum 
surfaces due to chemisorptlon. 

뼈HAN얘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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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SIUM AND IODINE C빼뻐r.mJ 땐 째~띔 
뀔훨I펴 

3.4 Effect of Borated Water 

• In addltion 10 condensation and chemisorption etfecIs, Ihe Iransport 
chemlslry of lodlne and ceslum can also be Influenced by chemlcal reactions 
wlth borated water. Dur1ng the TMI-2 acclde띠 per1 0d between 0 to 200mln, 
-5.5 X 10‘ kg (14800gal) of borated waler Is thought to have entered the RCS 
from the BWST. Thls source of borlc acld can atfect Csl chemistry via the 
following reactions, produclng additional Hll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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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HANYANG UNIVERSITY 

靈$[ 3. CESIUMAN ’ .. ttlNg.:l::a.:~l總딛 뻐뼈 耐빼 

• Notlng that the total inventory of cesium at the time of TMι2 shutdown is -2.25 X 
10" g, Ihe boron/cesium mass ratio is 

2.69x IO' 
horon I cesium mass ralio = =.:.....:.::.., = i 20 

2.2Sx10’ 

with a corresponding boron/cesium atom ralio of -1500. Clearly, a sufficlenl 
quantlty of boron would have been presenl In Ihe TMI-2 refJ ood coolant for the 
reactlon of both Csl and CsOH to ceslum borate compounds, wilh resultant 
release of HI from the Csl-HJBOJ reactlon. On contacl wlth water, elther in the 
pressurizer or steam generators, such HI wou’d then have formed a water-soluble 
specles. 

뼈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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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water samples from the TMI-2 accldent Indlcate that the majority of 

lodlne and ceslum was retalned In aqueous solutlon wlthln the plant, there is Ilttle 

dlrect evldence of chemlcal form . The steam hydrogen effluent bearing f1 sslon 
products was at all tlmes scrubbed through a pool of water In the pressurlzer and 

steam generators, so sump water samples showed hlgh concentratlons of lonlc 
specles. 

• These results were Inltlalfy Interpreted as Indicatlng lodlne was In the form of CsI 

before enterlng solutlon, but HI would also form an lonlc spec/es In aqueous 

solutlon. However, because HI Is more volatlfe than CsI, dlfferent transport and 
deposltJon behavlor would be expected for these two qulte dlfferent chemlcal 

forms of lodlne. Wlth respect to the questlon of flsslon product lodlne and cesium 

release from U02 fuel, evldence Indlcates that burnu압related fuel morphology 
condltlons and U02 st이chlometry exert a pronounced effect on release from fue l. 

HANYANG UNIVER 

U鍵f
l 4. CONC핀흩E믿I훌뾰뾰. 
‘ .......... ~ ---강훌ki 

• For the relatlvely low-bumup (:::3200 MWd/t) TMI-2 fuel, lodlne and ceslum can be 
expected to be re’eased fTom fuel In atomlc form rather than as molecu’ar Csl. 

Once released from fuel, lodine and ceslum wlfl mlx In the hlgh-temperature 
steam/hydrogen effluent. Thermochemlcal eq비librlum predlctlons were used to 

descrlbe lodlne and ceslum chemlcal behavlor for the TMI-2 effluent conditlons. 
Predlctlons Indlcate that CsI would be the primary chemlcal form of lodlne In the 

steam/H2 effluent, where exact partitioning between HI and CsI is dependent on 
concentratlon conditions. 

In general, CsI is predlcted to be the predominant form of lodine over a wide range 

of system conditlons, whife CsOH is the predominant cesium species. Kinetics 

calculations Indicate that chemical eql씨ibrlum would be establfshed quickly (<10-

2S) durlng effluent transport. Although the effluent chemical envlronment would 

favor predomlnantly CsOH and CsI species during vapor transport through the 

core, subsequent CsI reaction wlth borlc acid released from ECCS water would 

have resulted in partlal converslon of CsI to cesium borate and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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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 of Csl and CsOH from Ihe core is also predicled 10 condense and 

chemlsorb In Ihe upper reaclor plenum, formlng addlllonal HI In Ihe process. A 

comblnallon of HI and Csl Is Iherefore assessed 10 be Ihe chemlcal forms of iodlne 

leavlng Ihe reaclor vessel. Subsequenl gaseous eff1uenl Iransport 10 Ihe 

contalnment bulldlng was al allllmes scrubbed Ihrough a pool of waler, elther in 

the pressurlzer, steam generators, and/or reactor coolanl draln lank. 

• On contact with water, both HI and Csl would then have formed water-soluble lonic 

specles. A1though there Is no dlrect evldence of the chemlcal form of lodine from 

the TMI-2 water samples, the measured lon concentrattons ( r and 10; ) In 

sump water samples are as conslstent with HI chemlcal form as wlth Csl. The hlgh 

water solubllity of ellher specles (Csl or HI)’ In conjunctton wlth containment 

Isolation, Is considered largely responsible for overall planl relention of iodine 

(and cesium) during the TMI-2 accident.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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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 중대시고 workshop. 한앙대학교 .2005.July . 20 

Phebus FPT-1 실험 결과 요약 및 교훈 

박 종 회， 김 동 하 ， 김 희 동 

2005 July 20 

한국원자력 연구소 열수력 안전연구팀 

Phebus FPT-1 실험 시설， 목적 및 현황 

주요 실험 결과 및 SA 관련 교훌 (MELCOR) 

- 노심 손상 및 재배치 

- FP 방훌， 이송 및 부학 

- 에어로졸거동 

-요오드화학거동 

결 론 및 제안 : 추후 SA 연구 필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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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bus FPT-1 실험 장치 및 노심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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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tl 를!~ 
~ ..., ..., 

- FP 방흩 최대화 위해 노심훌 용융 온도까지 도당 (2kg 용용) 

- 수흥기포화호건 모의 

- 저압조건뼈서 수흥기 융흑 현상 제외한 배판내 부획 현상 연구 

- 고용애서 빼판 벽면과 FP 간 회확반융 판흰 자료 생산 

- 가스 온도가 급변하는 노십 흩구 상단 지역애서 FP 부확 현상 연구 

- 격납겁를 대기나 수조내 요오드판련 화학반융 연구 

- 흥대사고 포건때서 paint 벅이 요오드화합을 생성얘 미치는 영항 

- 수포내 silver 의 요오드 포픽능력 연구 

5 

Phebus FP 실험 수행 현황 

Fuel c.，.삐jtioo Contr이 rod Objectiv. Date 01 ∞a찌ete 

tn>e 

FPT-O F야sbrod A&-In-<:d C4nI Damac. " Mt.‘ FP π1 .... 1993. Dec 

UDder .‘AOCI rlch coc찌.iÔOD 

FPT-l 23GWαlIrnJ Ac-!n-(;4 con Doø‘ .. ‘ ‘ .. pp ,*‘ .. 
Buna-"p rod U“ .... ‘&_ri야 <01“‘ioa 

FPT- 2 32GWDMTU Ac- !n-Çd eor, Domace " lOIaX FP ",Ie&se 2OOO.Oct 

Bum-up rod UDder .야‘:a ricb COf애il‘。a 

FPT-3 2‘ GWD/MTU B;C Coro Damac. " lOIaX FP role‘ .. 2004 

Bum-up rod U뼈er ste뼈， tic:h t。씨i tlon 

FPT-4 23GWDIMTU NA Low v아.tileFP πte.se lr∞1 1996. J띠y 

Rubble Debra "，hb야 d，b띠 

6 

- 197 -



노심손상및째배치 

• 조기노심째배치벌생 

- 고연소 효과， 홉수체IZr/U02간 용해및 eulectlc 현상 

• 노심 상단용해 현상과소명가 

- mechanistic 용뼈 모댐 겁흥 뭘요 

고연소 핵연료 노심손상 거동 차이점 

- 고연소 피와판 명창 및 파얻 ~ ECCS조건 수정 (;]111) 

- 핵연료 용융시 거풀 낼생및 행창 ~ 기존 솥상 모댈 쩍용 ? 다1121 

- 고연소 핵연료로 부터 FP 방훌 • FP 방훌 모댐 수껑요 

G S (grid spacer)의 용용를 째배치시 일시적 지연 효과 

그림 1 LOCA시 고연소 핵연료가 파쇄되어 팽창된 피북판 내부를 룡해 
하부로 재빼치휩얘 따혼 ECCS crlterla 빼 미치는 영향 

nl 옥핀 최대온도 기상 번회 nl륙편 싣회용 두깨 기상 번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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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조사된 핵연료와 Fresh연료의 손상시 차이접 

9 

노심산화반응 

핵연료봉산화 

-모댈껑확성 확인 및주판십 영역째시 

• Urbanlc & Heldrlck식 ~ 홍 수소 낼생양 적혐 빼흑 

• 훌수소뭘생앙 기훈， 예비단계(20%) . 급션회단계(55%) 압생 

• 제어봉산확모업 

- B4C 체어용의 손상， 션화반용 거동 및 선월항에 미치는 영향 

7 모댐 겁흥 필요 (요오드 사고 판리. FPT-3) 

- 고연소용 피를판 <Zlrlo. M5) 산화 모댐 개밥 및 겁중 

- 공기 산화반융 상판식 재벌 및 밟생 휘밟성 핵종 연구 

ex.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RU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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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방흩 (1/2) 

FP 방훌의 젠형쩍인 3 혐두 현상 및 휘낼성 빽흥 주벌생 영역 

(급격 산화~ 용융직전) 띠1131 • 

- 근롤쩍인 앙훌 모힐 채션이 필요， 비선형 다흥힐수 ! 

방흩 = f (X1tX2, X3 •• X" T) 

X,= 연소도" dT/dt, 월정 용도 유지 기간， 

pellet내 반경 흘도 기를기， 

• 빼연를내 특생 변화: stolchlometrv, rlm 폰찌， 
다풍성뭘 graln 크기 둥 

예 CORSOR 모댈의 초반 방흩 과대평가는 dT/dt ? 

11 

그림 3 노심 손상 진행과 FP 방훌간 관계 

• 

.... 
2000 

때
 

. 
@ 

(QL 

·‘
g
clei

• 

50。

3단계 FP 방흩 
1 급격한산회반응 
2 기얼및용융 pool 형성 

(pool이 후 앙훌 깅소) 
3 용융물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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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방훌 (2/2) 

• 휘낼성 FP는 예흑대로 대량 방흩 ( 코드벌 방흩양 쩍힐 빼혹) 

-7 gaseous lodine 톨제톨 쩨외하고 방흩양 빼흑 쩍혐 

Seml volatlle 핵홍 ( 코드벌 방흩양간 많롤 쳐이접 ) 

- Mo: 일제 많롤 양 방흩 그러나 계씬롤 소탕 방흩 뼈혹 

- 88: 심제쩍은방훌그러나더 뭘롤양방흩빼흑 

-7모댐재선멸요힘 

Low volatlle 빽흥 ( 쿄드낼 방흩양 유사 때혹) 

- Ru 특얻환 방흩 특성 (대앙방흩 그러나 대부톨 노십내 부획)01141 

• 용융 pool 형성후 뼈상 보다 쩍톨 방훌 

쩨어륭 읍질 방훌 (방훌 모댐 없읍) 

- 초기 Cd puH 빙흩， In ， Ag는 과도기간 천헌히 지속쩍으로 방흩 

13 

그림 4 방흩 모댐법 주요 빽흥뼈 대환 방훌양 혹껑치와 비교 

• Measured • CORSOR 0 CORSOR-M 
다 CORSOR-M SV • CORSOR- BT Iw • CORSOR-BT hi 

s 100 

c몽c 8O 

웅C 6O 

B 40 
←어 

드 20 
←。

*' 0 
Xe Cs Ba Te Ru Mo U þ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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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FP는 저온관(423K)에서 대부분 에어로졸 형태입. 

그러나 일부 풍기 상태의 요오드 화합물 존재 확인. 

- 중기 요오드 화합을 형태는 ? 
- 일차 계룡 조건때 따른 요오드 화합을， 륙히 

휘발성 요오드 화합를 생성기구， 형태 및 양. 

‘ 조건: oXidizing / reducing I air /Tg .. 

FP 주요 부학은 노십 상부 구조률.SG 세관 유입구 및 격납건물 
내 응혹기 벽면에서 발생되었음 l그팀 51 • 

- 수칙판 대량 부칙 (MELCOR 예혹: 부획 없음) (그힘61 

- SG 유입부 세판벽 대량 부학 (MELCOR 예흑: 과대부획) (그딛 7,81 

- SG 내 부획 Cs형태는 CsOH 아니라 Cs2MoO. 추정 ? 

’5 

그림 5 MELCOR 에 의한 RCS 위치열 FP 부칙 분포 예측 

UPL VL HL ~-up ， ~-d. ， co Id-H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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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그릴 6 수직굉내 요오드 부칙 운모 모잉 

體薰훌難購龜l톨 
)IF.LC때 도 21 킨 4 도든 뼈쏟 gl 
3 우 수직판내 부착은 'irl 음 
그러나 실험경우 수직판내 
열션대 설치위치와 band에서 
부착 발생 (gas• condense by ?) 

휘발성 핵종경우 고려 필요 ... 

주요 에?’U ~I '1 ’a 'f 에 한요 ‘ ’‘i _ ....... _.…“‘ 
: |: 1;;L|” 1 | :듀 |L‘ |μ | ζ. 1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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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립 7 실험과 동일한 경계 조건하에서 SG내 FP 부착양 

MELCOR 모의 결과와 혹정치 비교 

l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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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팀 8 1-0 모헬에 의한 입자 궤쩍 예혹 곁과 

- 19 % 부획예측 (Exp = 17"1.) 

SG 서l관 벽면에 부학된 Cs 재이탈되는 현상 발생. 
- Cs 재이휠 흰상 모댈 개발 필요 (용도， 유동 변화 없음) 

격납건물내 응혹현상이 진행되는 경우， 열수력 현상 모의 

시 응혹수 처리는 가스온도， 압력 그리고 상대습도 예혹에 

매우 흥요 (막추쩍모댈) [그딩 9， 1이 • 

에어로훌거동 
- 격납건를내 빼어로졸 농도， 입짜 크기 번회 및 빼어로줄 
농도 갑소 모의시 구조를 방흩양， 확히 sllver 방훌양의 
적협함 모의가 흥요합 I그밑 11 , 121 . 

- 방흩후 이송될얘 따른 에어로훌 입자 크기 중가 

- 추요 빼어로홉 구성 성분온 Ag, U, 솥임. 
- 격납건을내 주요한 에어로훌 재거 기구는 흥력 낙하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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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쩍 모댈” 흩 쩍용환 경우 

가스 온도 MELCOR 예혹치 
그림 9 

151'-씨 ”“ • “-

10 2s 10 IS 10 

Tm. (“…) 

21 

“막추적 모댈” 율 적용한 경우 

상대 습도 MELCOR 예혹치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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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11 Ag 방훌흩 고려환 경우， 격납건를내 
때어로훌 농도 면화 MELCOR빼혹~I 

g •._. , •• 
::: I흙뚫;aJ‘ l 

@ 

。 10 1s 10 15 .s 0 

다M (1)J ..c) 

‘’ 
20 

23 

그림 12 Ag 방훌훌 고려환 경우， 격납건을내 
애어로흩 칙경 변확 MELCOR 얘혹치 

"'-‘._. 5 . 0 i --, --
-- c.t ...... ‘ -“” ιsH … ..•.. e. ....... ,.. ... 

。 ‘·’“‘ 。 100M ‘@

’ ,.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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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톨 요오드 화확반융 

• 수죠 및 대기로 부터 휘발성 유기 요오드(0 . 0 생성 확인 

- MELCOR1 .8 .5 유기 요오드 (CH31)생성 모월 없을 l그‘ 131 

- 영형 gaseous lodlne 농도 훌위 (악 0.09% 18 1) 영항 예혹 곁과 

• 1000 Mwe. 훌 깅상선 띠를앙 0.5%/day , 2hr, 2km 악 2 rem 

- ‘0 .1 ’ 생성， 소멀 기구 모톨 (RCS 유입， 대기 ， palnt역 ， 수죠) [그11141 

- 요오드시고판리전의게낼 

셜험 찌료 룰씩 ( Phebus FP, 5T program 들lL그삐 1외 
• 민강도 제씬 (예: buffer. 수포 온도， PH, 압삐， I 농도 효퍼. 양시눔) 

• 수쪼내 sllver 와 lodlne 간 안정된 요오드 화합둠 Agl 생성 
으로 대기로 휘발성 요오드 방훌이 억빼띔. 

- 수죠내 PH, Ag/l lI l, 용도가 유기 요오드 생성에 미치는 효과 
- 만일 sllver 가 없다연 ? (예 B‘C 쩨어륭) 

25 

그림 13 MELCOR: Pool chemlstry 모댈 구성 

• IWater radlolysls ~댄삼l관련 (102JH) 
• Ilodine 반융식판련 (105JH) “훈 MELCOR185 

• I훨이흩 반를식판현 (18JH) 

• Organlc 반용식판련(43JH) “| 연구에서 혐가환 모g 

에; 대표 박껴석 ................................. 
• CH‘+OHo • CH3+~0 
• CH3+ 10 • CH31 

: • CH4 + 12 • CH31 + 1- + H+ 

• CH31+0Ho • CH‘0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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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 

그밑 14 Pool Cheml.try 모를내 ga.eous lodlne 잉엉， 소톨도 
대31 대기 방홈 

Iz 이합 

다h. I 
이L 1- ‘ C51 . I2 •. ~I! C배 k: i- 율 이온화 

• 
gaseαJS 여IßC 소멸 

| 1센 l • 1- 포획 l 
* HI partition은 opt ion 

gaseous i odine 생 성 

27 

그힘 15 MELCOR내 유기요오드 생성 모댈 보완 효과 

• 기흔 MELCOR 수조모빌때 유기요오드 생성 현상률 고려환 경우 (.) 
혹껑치애가장근접 

• 그러나 유기요오드 농도 변화 때혹이 부정확~ 관련 모댐 재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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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톨및제안 

디 월전 받헌 경향흩 고려환 흥대사고 연구 필요 

고연소， 고훌력 

디 연구 짜료가 없거나 부혹환 현상에 대환 회풍 연구 
필요 
공기 유입， 8‘C 산화및 손상， 유기 요오드 생성 ， 고연소 

디 얼수획 훌만 아니라 핵톨얻 생성톨 판련 연구 필요 

lodine Accldent Management 전 략 개 발 
디 국체 공톨 연구 추진의 필요성 

고온， 고연소 획울철 및 신재료관련 실혐. 경제성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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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 중대사고 workshop , 한앙대학교， 2005 ，July.20 

차세대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 연구관련 

ST 분야 국제 공동 연구 추진 대상 

(!RSN , “ ST program 소개，，) 

박 종 화， 김 동 하 ， 김 희 동 

20/July/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j ιι 2.:l 
E르 --, -, 안전 연구팀 

MOZART; applicable scenario= LOCA in the luel storage tank ! 

쁘얻딛띤료효 
aim at providing data on rupture condition 01 Zr cladding 

under air oxidation 

- to obtain the data on the oxidation 01 Zr cladding in air. 
- to determine the role 01 N2 in oxidation process 

Test conditlon 

T (1073K - 1873K) , P (-1 barl. Cladding (Zr-4 ,M5 ,Zirlo) , 

atmosphere(Dry air or mixture) , V (lm/sl. pre-oxid & hydrid 

Maln measurement 

Tc1ad , weight gain , released gas(02,N2,H20 ,H21. ôx( a-Zr, zr02), 

cont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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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facility (MOZART) 

Thermo balance 

Air + Steam 
Injection 

BECARRE: applicable scenario= PWR severe accident with B4C CR ! 

액멍다쁘잃 
aim at studying the impact 01 B4C degradation on source term 

- B4C CR degradation mechanism 

(interaction between steam/B4C /SS) 

- release 01 gas & aerosol by oxidation 01 eutectic mixture 

- the elle ct 01 re leased aerosol & gas on FP chemistry 

Three sub-oroarams 

• VERDI: B4C pellet oxidation by steam 

• PICCOLO: oxidation on the liq mixture 01 B4C & SS by steam 

• INTERMEZZO: the steps lor the degradation 01 B4C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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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 
pellet 

VERDI 
furnace 

Experimental facility (VERDI/BECARRE) 

Ar Ar H20，씨 11 -，.ω 'N 

VERDI furnace (detail) 

Experimental facility (l NTERMEZZO/BECARR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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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applicable scenario= ST Irom LOCA! & ST under air ingress 

으미응의낀흐흐 

aim at providing the data to develop & validate model 

on iodine ST at RCS break (hot-leg or cold-Ieg). 

• volatile iodine exist at cold & hot-Ieg break 

• To lind oul Ihe amounl 01 existence 01 volatile iodine 

- Line-up 

。 analyticalline (X.I.O. H) 

Sludy on Ihe kinelic & Ihe Ihermodynamic dala on iodide 
o phenomenologicalline (X,.X,.X, ..... I.O.H) 

Sludy on the exislence. Ihe amounl and Ihe nalure 

01 Ihe volati le iodine in RCS 

• leed-back 01 Ihe results on which system & species 

need 10 be sludied in more delail Ihrough analytical line 

Parameter and Measurements in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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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le conceotual CHIP for analvt ica l tes t 

“ ”‘’‘'" 

g ‘’,-‘”…’F ‘ 

0-. .... 1 ’@ ‘에 n. I~I í 
:÷ “ 했혈행‘”짧에 

Simole conceotual CHIP for analvtical test 

。‘.190。 ‘ 
C.fr1et'" 11‘ --f::;:-I~ ........ . 
H10IH.JO. ----"J' 

“ .. “’‘ .. Ion M 
•• poriwtion 이 ”‘n“ 

1.<‘ .. ‘ 0, T., AI. ’“‘ cd ‘O. ‘", 1 _ 

’ iltnpllnc 10"" for po“ “” “'''''' μ.A0f' ICPMS} -
Tr.ppl’~O/ ‘ot.úk kKII~ 

*’‘’” ’n ‘ ..... 여 b‘t ‘ •• ‘a ’‘ 

EPICUR; applicable scenario= late phase 01 SA in the contain. & sump 

쁘않다띤응효 

aim at providing understanding on the chemical & physical 

phenomena controlling iodine volatility in the containment 

exoected data 

。 kinelic 01 volatile iodine lormalion Irom sump under radialion 
- reaction 01 iodine with radiolysis product 01 water 

。 kinelic 01 iodine reaclion in gas phase under radiation 
- reaction 01 iodine wilh radiolysis product 01 air 

。 kinelic 01 volatile i。이ne mass transler 
- Irom sump 10 almosphere 
- Irom sump to surlace (painl. ss. Inconel) 

- Irom almosphere to surface 
。 kinelic 이 。rganic iodide lormation / destruction Irom paint 

- in sump or i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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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li fied conceotual EP ICUR tes t fac ilitv 

Test m a trix 0 1 EPIC UR , ... 1Bd [1‘I빼lnr2 [l,J moU:‘’ [tJ moLL'’ 야l T('C) abJK에".. 

@아.opan’ 

n。 v.t닝.t‘。n of 뼈 modι1 for 
cα..，on 1σ’ - Ht‘ 5-7 80 - \20 Iodlne 빼Ioly히S “ffect ofT, 

[I'J .r녕 pH) 

k1 the V.ltla t1on of the model for 
llqu닝 1σ‘ 5.7 80 - \20 。f1.nlc Iodldes fonn.“on k1 
ph.톨 the I삐uld ph •• 

no . 
\0’ .\0’ 80 -\20 

51udy of the fonn. tIon of 1.0, 
c。‘..，on 。r l.O，κ

k1 the 
3\0‘- V.IId.t1on of the mo야I for 

p ‘ 3 \0' 
80. \20 。rt.nlc Iod lde‘ fonn.‘Ion k1 

ph •• thep’ ph.톨 

k1 the V써닝.t1on of the modιI for 
llquld ’0>-\0' 5 80 - \20 OI1.nlc Iod삐.s fonnatlon k1 
ph.톨 6‘ l얘u‘d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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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chemistry Study pr。이am 

Q미흐의E흐~ : aim at providing data that can quantily the amount 01 RU04 

lormation in the containment under radiati on condition 

Exoected main items to studv 

。 reaction between Ru-oxide and air radiolysis product in gas phase 
air & water radiolysis • produce strong oxidan t • oxidize Ru 

and ’orm volatile RuO‘ • RuO, dillicult to liltrate or removed by ESF 
-7 con tribute much to ST. especially when air- ingress 

o Ru chemistry in pool under radiation 
o possible interaclion between iodine and Ru compound in containment 

S드he다.!d.!ξ model development & validation at 2008 

o 2 analytical test will perlorm over 2004-2008 
1. Unirradiated test on Ru chemistry 
2. Irradiated test on Ru chemistry in gas & pool and with/without paint 

PARIS; applicable scenario= late phase 01 SA in the contain a tmosph . 

쁘E다낀g흐 

aim at studying on the reaction between iodine & air radiolysi s 

produ c t in the presence 01 surlace in the gas phase 

exoected data 

o simplified correlation lor describino the reaction between iodine and air 

radiolys is product in the presence 01 other material that would reac t wi th 

iodine (lODAIR code) 

#imoortant faclors lor affectina oaseous iodine concen tration 

- oxidation 01 12 and organic iodine due t。

* Their reactions more last than that 01 others such as iodine surface trapping 

• can lorm the iodine oxide that is less vola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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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01 iod ine iniection system 01 PARIS 

Air - .. 

k불뿔 
1)(‘"""“‘ i ,lbc: ... ro‘잉 
n\'K'\lUl II """, ‘,)lb&a:I‘ .. 
}’，.‘t‘~ 1. 1..,. ... cabUl(lI 
‘’ I Unidifief / l2.ou.쩌 1) "‘Jì;orion bat 

Elg쁘흐1: Scheme of the iodine i매ection system 

E띠브쁘응: Overall vi.ew of the experimental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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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ON; applicable scenario= FP release from fuel in the SA 

으미약따g흐 

aim at studying the FP release & Transport from irradiated fuel in SA 

necessitv for more studv on FP behavior 

。 evolulion 01 nuclear luel (high burn-up. new type 01 luel) 

。 current knowledge base weak (only based on VERCORS & Phebus FP) 
o increase the number 01 micro-analysis on irradiated luel (SEM.EPMA.SIMS.TEM ... ) 

。 complementary release test under oxidizing env ironment with HBU luel & MOX 

o study on the coupling between FP release & luel degradation 

including material interaction 

。 Quantily the volati lization 01 luel such as U02 & MOX 

o Study the eflect 01 pressure on FP release 

E웰피얻효 

o use irradiated luel sample. re-irradiation lor short-half lile FP generation. 

heating sample under controlled atmosphere. 

on-line measure FP release kinetic. increase test number/yr 

엎꾀llil. 
。 use induction lurnace up to melting 

。 3 complementary Gamma spectrometer to detect on-line FP release 

-’ocus on FP leaving luel 
locus on poral lilter 

- locus on noble gases (Xe. Kr) 

。 Gamma scanning lor check FP balance on sample over loop 

o collected lission gas in storage tank in glove box 

- Gamma spectrometry lor Xe. Kr 

- gas chromatography with mass spectrometry lor stable lissi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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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엎.Lm학쁘 

。 2 release tests on irradiated MOX • dilferent & higher release than U02 

。 1 complementary test on very high burn up U0 2 luel (70 GWD/MTU) 

。 1 test under very oxidizing condition with air-ingress (expect high release Ru) 

。 1 additional test with new fuel such as absorber rod with Gd. fuel with doping Cr 

(in short term : U02. in mid term: MOX ?) 

Fiaure lor the Furnace 01 VE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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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lne 

B4C 

“ 3T program" schedule 
KAER I 2006년 중인 찰여 추진중 !I 

PLANNING AND COSTS 

! CHIP 

Ru 

3 2007 2008 

Alr Ingress ,MOZART 

FP release . VERD어 잃웰되 3 2009 2010 

Overall cost about 30 MC !!조 . 힌극용딩긍!yr = ~;o M< • 1.5%/ 6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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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Aj 보 양 λ「l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595/2005 

제목 /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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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동 원전은 약 40 GWD/MTU 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로 

초록 05-20줄내외)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저장 및 

영구처리 비용 감소 효과로 국내 원전경우 60 GWD/MTU 이상 
고연소 적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경우 약 100 GWD/MTU 연소를 목표로 고연소 

용 핵연료와 피복관 개발 연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연소 적용이 에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중인 중대사고 해석 코드는 단지 40 GWD/MTU 연소 준위를 예상 

한 실험 자료와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과제 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와 표랑〈 IRSN 간에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원자 

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서 IRSN/KAERI 간 고연소 중대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 협 

약서 (MOU)를 체결하였고， 중대사고 연구회내 고연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 2차례의 발표 

와 자문 회의를 통해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모의용 전산코드 개발시 기존 중대사고 현 

상내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워크숍을 개최 추후 국내 고 

연소 중대사고 연구 추진시 IRSN/KAERI간 관련 공동 연구 및 협조를 위한 기반을 구 

축하였다 이 과제에서 프랑A IRSN/KAERI간 연구 협력을 통해 입수한 실험 시설 정 

보 및 연구 결과는 국내 고연소 적용 원전의 중대사고 거동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과，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 관리 절차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대 

사고 선 쟁점 분야들에 관한 정보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고도화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개발될 고연소 및 급냉 관련 모델이 보완된 중대사고 해석 코 

드는 추후 원전 수출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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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올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제 2 절 연구 개발 내용 및 결과
	1. 고연소 전문가 그룹 구성
	2. IRSN/KAERI간 고연소 중대사고 공동 연구 MOU 협약
	3.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필요 항목
	가. 고연소 노심의 손상 현상
	나. 고연소 핵연료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현상 
	다. 새로운 중대사고 쟁점 현상
	(1) 노심내 공기 유입시 산화반응 현상
	(2) B4C 제어봉 산화 및 손상 현상
	(3) 요오드 화학반응 현상



	제 3 절 고연소 모의용 중대사고 해석 코드 개발 계획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 활용 계획
	제 6 장 참고문헌
	부록 A: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 필요 항목
	부록 B: KAERI/IRSN간 고연소 중대사고 공동연구 협의시 발표자료
	부록 C: KAERI/IRSN 간 고연소 중대사고 연구협 약서 (MOU)
	부록 D: 국내 고연소 중대사고 워크숍 발표자료
	- 고연소, 고출력 원전을 대비한 중대사고 연구 제안
	-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현황
	-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a zirconium base alloy in steam
	- Fission gas release behavior from high burnup fuel 
	- Thermodynamic equilibrium calculation in severe accident
	- 열영동 현상에 의한 기존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SG 세관벽 FP 에어로졸 부착양 과대예측 개선을 위한 연구
	- Cesium and iodine chemistry & Transport during TMI-2 accident
	- Phebus FPT-1 실험 결과 요약 및 교훈
	- 중대사고시 iodine pool chemistry 현상 
	- 차세대 고연소 원전 중대사고 연구관련 ST 분야 국제 공동 연구 추진 대상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