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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00% 정격출력 운전조건 계통열평형

그림 20.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도

동력전환계통은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관

류형(Once-through) Rankine Cycle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

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선택개념으로 설정하

였다.

관류형 과열증기 Rankine Cycle은 화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

된 설계개념으로서, 소듐냉각고속로에 적용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으

나,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경우 소듐-

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설

비가 필요하다.

제4세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개념에서는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를 사용하

고, 만일의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SWRPRS(Sodium Water Reaction

Relief System) 개념을 도입하였다.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은 물 및 증기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듐-물 반응 사고

를 배제할 수 있으며, 작동되는 초임계 CO2

의 밀도가 높아서 소형 터빈을 사용하여 건

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높은 계통효율로 운

전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 경험이 없어서 향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제4

세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에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계통개념을 설정하였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피동 잔열제거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계통 및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인 원자로 보조냉각계통 IRACS(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PDRC 설계는 원자로 풀을 포함하는 복잡한 다중 전열회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특성

을 적절히 반영하여 계통 설계점을 설정하고, 설정된 설계점에서의 열유동 기본 설계인자를 생산

하였다.

PDRC 계통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피동고장을 고려하여 1개 루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도 100% 제열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루프를 설치하였으며, 루프당 10MWt의 열제거

용량으로 설계하였다.

Jae-Hoon
텍스트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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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여 용량, 노심
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전열관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술
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단일 고유개념으로서의 최적후보개념을 도출하고 설계사양을 설정함. 자
체순환로의 경우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동
중검사 장수명 센서시스템 등의 고유개념을 설정하여 차기단계 개념설계 출발점으로 활용될 계획
임.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TRU 연소를 극대화한 고유 연소로 후보 노심모형 개발을 완료

하였고 이는 출력별 핵특성 분석을 통해 대형 연소로의 안전설계 가능성을 최초 확인한 것임.

선진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을 통해 개발된 계통 및 해석방법론
은 차기단계에서 적용성 평가에 활용될 예정임.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가동중검사 시간을 단축
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센서시스템에 대한 수중 모형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산업체에 소프트
웨어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의 한국 결과물로 보고되어 선진국과 기술경쟁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일본 조요 원자로에서도 사용에 관심을 갖음. 휘발성 방사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진
공감압 용해주조장치를 개발하여 2009년에 6mm 지름과 30cm 길이를 갖는 U-Zr 금속 연료심 시제
품을 제조하였으며 이는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용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임.

기반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MARS-LMR 코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성평가와 모델검증을 수행
하여 인허가 관련 필수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음. ASME-NH 1등급 기기 설
계평가 코드의 전산화 프로그램 SIE40 ASME-NH를 개발하여, 이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평가
의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줄여 국내외적으로 고온 구조설계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대형 시스템
개발 성격의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효과적 관리․활
용을 위한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템(S-RIMS)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과정에는 
처음 시도·적용하였고 연구개발 절차서를 수립·적용하여 전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것은 혁신적 사례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소듐냉각고속로, 연소로, 사용후핵연료, 풀형 원자로, 고속중성자, 금속연료, 고유

안전성, 소듐

영 어
Sodium Cooled Fast Reactor, Burner, Spent Fuel, Pool-type Reactor, Fast

Neutron, Metal Fuel, Inherent Safety, Sodium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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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반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적 측면

- 일본과 프랑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난 50여 년간 500억$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광범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나, 상용화 달성을 위

해서는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 향상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개념의 KALIMER-600 원자로형이 제4세대 소

듐냉각 고속로 개념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자력산업의 핵심기술의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

고 있으나, 미국 등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향후 핵연료주기 기

술 분야까지 기술개발이 가능하여 완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을 이룩할 수 있음.

- 따라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시장에서 낙후되지 않고 선진국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

면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경제․산업적 측면

-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기간산업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안보 및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원자력산업을 유지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측면에서 2030년경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는 1,000GWe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5% 규모를 고속로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는 소듐냉각 고속로

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우리사회의 현안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

으로 저감시킴은 물론 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음.

○사회․문화적 측면

-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변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핵분열을 유도하여 방사능 준위를 낮추거나 안정 핵종으로 변환함으로써 저장해야 할

폐기물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

사성폐기물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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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차원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이며, 특히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되는 CO2가 주요 원인임.

-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기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제약요건으

로 인해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용화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ㅇ고유노심 및 계통 개념 설정

ㅇ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ㅇ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ㅇ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ㅇ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 국내 기반기술 개발

ㅇ전산코드 고유화

ㅇ소듐기술 개발

ㅇ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Ⅳ. 연구개발결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여 용량, 노

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전열관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

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단일 고유개념으로서의 최적후보개념을 도출하고 설계사양을 설정함.

자체순환로의 경우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

동중 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등의 고유개념을 설정하여 실증로 개념설계에 활용할 예정임.

○연소로 예비개념 설정을 위해 단계 1차년도에 TRU 농축도, 소듐기화반응도에 대한 보수적

인 설계제한치를 제시하고, 축방향 높이 변경, 피복재두께 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소듐본

딩 두께 변경 등의 독창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제한치를 만족시키는 연소로 노심 개념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연소로 노심 개념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인자 분석을 통하여 TRU의

연소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심 개념에 상관없이 장전되는 연료의 TRU 함유량이 관건

임을 밝혔다. 현재 허용된 TRU 농축도 30 w/o를 사용하는 경우 경수로 1.5기에서 나오는

TRU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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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연료 관리를 위한 국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소로 노심 설계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체순환로와 연소로간 노형 변경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

히 연소로에서 TRU 연소율 향상을 위해 수반되는 TRU 농축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심

안전성을 악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듐기화계수 등 반응도계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출력용량이 증대되더라도, 설계인자 변경을 통하여 TRU 연소율 유지 및

안전성 인자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음을 최초로 보임으로써, 연소로는 작아야한다는 기존의 인

식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대용량에서 핵연료 경제성이 증가함을 정량적으로 보였음.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연구는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열평형 설정 방법

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론을 1,200MWe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에너지 전환계통에

적용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을 구성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주압축기

와 보조압축기로 흐르는 최적의 유량분배율을 설정하였음.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가동중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센서

시스템에 대한 수중 모형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체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

하였음. G91강 소듐 배관에 대한 고온 파단전누설(LBB) 예비 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소듐

배관에서의 양단 파단으로 인한 소듐 대량누출 가상 사고를 배제함으로써 경제성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함.

○‘09년도에 시험시설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여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시설 STEF

(Sodium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Facility)의 전력공급계통 (4.5MW 전력 수배전반

설치, 2.5MW 저압반 설치), 소듐 구입 및 저장시설 구축 (액체 소듐 18톤 / 25톤 규격 소듐

저장용기) 및 지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함. 기기 열유체 성능검증 소듐루프 CPTL

(Component Performance Test Sodium Loop)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실험요건 설정, Scoping

해석, CPTL 기본설계, 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작성, 기기, 밸브, 계장목

록 작성, 주요기기 및 부품 도면작성, 시방서 작성 등을 수행함.

○휘발성 방사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진공감압 용해주조장치를 개발하여 2009년에 6mm 지름

과 30cm 길이를 갖는 U-Zr 금속 연료심 시제품을 제조하였음. 종래의 상용 피복재 (HT9)보

다 고온 크리프 강도가 우수한 신합금 피복재 7종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금속연료

성능평가모델 개발 및 핵연료-피복재 상호반응을 방지할 배리어 개념을 개발하였음.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등 국부손상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MATRA-LMR/FB 전산

코드를 개발 완료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TOP 및 LOF 등의 계통과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MARS-LMR 코드 기초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성 평가와 모델 검증

을 수행함.

○’07년부터 ’09년까지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3가지 BFS 임계집합체 모델

(BFS-73-1, BFS-75-1, BFS-55-1)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최근에 발표한 평가 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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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B/VII.0, JEFF-3.1, JENDL-3.3, JENDL-AC2008)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하여 JENDL-3.3의 U-235 포획 단면적 특성, JEFF-3.1의 Na-23 산란 단면적, U-238 비탄

성 산란 단면적이 각 임계 집합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음.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oC 이상 고온으로 1등급 기기와 구조물이 고온에 많이 노출

되는데 이들 구조건전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SME-NH 1등급 기기 설계평가 코

드의 전산화 프로그램 SIE40 ASME-NH를 개발하여, 이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였음.

○스팀 누출량 ~0.1g/sec 이상, 감지기준 S/N=1/100 (-20dB)의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을

제작하였음. 또한 이중벽전열관 증기발생기(DWTSG)의 기술현안 분석을 통해 DWTSG의

개발방향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유개념을 도출하여 헬리컬형 DWTSG의 개념설계 및

3차원 설계도면을 제도하여 제작성을 검토하였음. 고유개념 DWT의 타당성 검증과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DWT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타당성 검증장치를 상세설계 하였으며, 장치에

소요되는 기기와 재료의 사양서를 작성, 선정하였음. 또한 상온 누출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on-line 누출 감지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대형 시스템개발 성격의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

물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한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템(S-RIMS)

을 구축하였고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는 처음 시도․적용하는 사례로서 괄목할만한 성과임.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생산되는 수많은 결과물(각종 문서 포함)에 대한 DB 기능을 강화하여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노력을 꾀하였고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 여건이 등재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반기술 확보

를 위하여, 전반기 3년 동안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을 개발하고, 후반기 2년

동안은 개발된 고유개념의 실증로 개념설계를 수행함. 그리고 이를 통하여 3단계(2012～

2016)부터 수행될 실증로 표준설계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국내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안전성 및 핵변환 성능이 우수한 핵변환로 노심개념은 향후 국제공동연구에 고유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경수로와 연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국내 장기 전원계획의 원자로형 전

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전산체제 분야의 경우 유효단면적 라이브러리 및 생산체제 검증과 전노심 수송이론코드 개

발 및 검증은 고속로 노심계산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임. 상용 실증 고속로의 경우에는 핵

확산 저항성이 우수한 개념으로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노심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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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011년까지 금연료심 제조 기본 기술을 확보하고, 고성능의 신피복관 시제품을 제조하여, 향후

고속로 핵연료의 부품과 핵연료 제조를 국내 기술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함.

○유체계통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된 국내 고유 소듐냉각 고속로의 유체계통 개념은 계통

개념개발 과정에서 정립된 계통설계 기술 및 전산해석 방법론에 대한 실험적 검증 과정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핵심개념에 대한 종합적

성능 입증에 활용함.

○실용 가능성이 입증된 노심 및 핵연료 건전성감시 방법과 원자로 내부 핵계측 방법으로

SFR 고유 특성으로 인한 계측 및 감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추후 상세 개념설계시 정량적

인 설계자료로 활용되며, 더 나아가 국내에서 고유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가능한 계측제

어계통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활용함..

○불투명 고온 소듐환경에서의 ISI 및 고온 LBB 적용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국제공동 연구결

과 공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정에서 확보되는 고유의 안전해석 방법론은 차기단계에서 수행되는

SFR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및 PSA에 활용하며, 개발된 SSC-K. MARS-LMR 코드는 노심

의 상세 해석이 수반되는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음. 또한 개발된 PSA는 발전소의 운전 허가를

획득하고, 안전해석 방법론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발전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함.

○지금까지 수행된 소듐-물 반응연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물 누출로부터 중규모

누출 현상까지 소듐-물 반응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생산된 실험 자료를 신뢰

성이 향상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설계관련 전산모델의 검증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음.

○소듐 화재 확산방지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화재 분석 전산 코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의 화재안전설계인자 도출, 원자로 안전성 향상 분석에 활용하며, 소듐 순도관리연구를 통하

여 개발된 불순물 측정/제어공정은 냉각재인 소듐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개발/검

증하는데 활용함과 아울러 설계관련 전산코드 검증실험, 재료 특성실험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데 이용함.

○장기적으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위하여 1단계(2007～2009)에 개발하는 고유노심

및 계통개념은 2단계(2010～2011)에 수행되는 고유개념의 실증로 개념설계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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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countries such as France, Japan, and U. S. A. are leading the development of

SFR technologies by investing more than 50 billion dollars for the last 50 year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FR it is required to achieve enhancement in sustainability,

economics, safe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Korea is recognized as a country of competitive technology on SFR development by

the self-designed KALIMER-600, which is selected as one of the reference Gen IV

SFR designs.

○Korea is not allowed to the technology for the reprocessing of spent fuel.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a self-sustained growth in nuclear technologies including

fuel cycle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such as Generation IV program.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core technologies of SFR actively to be competitive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not to be remained behind in the future nuclear market.

○Most developed countries in nuclear technology consider nuclear energy as a main

energy resources for their energy security. They are maintaining nuclear industry for

their energy mix and adopting strategies of developing nuclear technologies

continuousl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worldwide electricity of 1,000 MWe will be supplied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2030. And it is predicted 5% of this capacity will be obtained from fast reactors.

○The importance of an SFR, which needs no guaranteed fuel supply from foreign

countries, is very high in Korea whose natural resources are very limited. It can

resolve the problem of spent-fuel storage and disposal by recycling the fuel resources.

○By the transmutation of high level rad-waste contained in spent fuel, the level of

radioactivity is lowered and more stable elements are obtained in an SFR. Thus, the

volume of rad-waste to be disposed can be reduced remarkably, which is helpful to

resolve the spent-fuel problem technically.

○The most urgent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e global warming, acid

rain, thinning of ozone layer, and others. Especially, the global warming is believe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accumulation of CO2 which comes from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Even though technologies for regenerative energies such as solar, wind, and t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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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re developing rapidly, there exist many limitations on techn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us, it takes a longer time for this energies to be

commercialized as a main energy sources and to substitute the fossil fuel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cepts for Gen IV SFR

․Establishment of a breakeven core and system concept

․Establishment of a TRU burner core concept

-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Gen IV SFR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improved economics and enhanced safety

․Development of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and advanced cladding alloy

-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tools and sodium technologies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ical specifications such as power capacity, type of core, clad alloy, clad barrier

material, number of loops, type of SG tube have been evaluated and a optimal design

concept has been identified to satisfy the technology goals of Generation IV nuclear

systems. The concept for breakeven design is featured by the heat capacity of 1,200

MWe, enrichment-separated core, 2-loop, double-walled SG tube, and a long-life sensor

system for in-service insp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concepts for a TRU burner core, conservative

design limits with respect to fuel enrichment and sodium void reactivity were suggested

since the TRU burner core is going to be introduced first in the era of SFR deployment.

Preliminary burner core concepts were made, with the axial height variation as a

reference option, to have region-wise cladding thickness variation, the number of

within-FA rods in variation and sodium bond thickness variation. After a comprehensive

study on each design concept, it was finally concluded that TRU contend is a decid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TRU transmutation amount irrespective of the design feature.

Among the candidate designs, the cladding thickness variation and sodium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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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 variation proved most promising. The optimized final TRU burner core can

incinerate TRUs contained in the spent fuels from 1.5 PWRs of equal core power.

○In response to the growing concerns on spent PWR fuel managements, the study for the

core design of the burner was promoted, and also the study of core function change

from the breakeven core to the burner core was studied. Specially, to compensate for the

aggravation of the core safety upon the core altered to a TRU burning mode, various

means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reactivity coefficients such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and sodium void coefficient. In conclusion, the sodium bonding fraction

variation was the choic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plant heat balance of a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was developed for the conceptual design research of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It was used to develop system concept of 1,200MWe SFR which adopts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as an energy conversion system, and optimum flow rate

split between a main compressor and an auxiliary compressor was determin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using the methodology.

○Conduction of performance test of under-sodium damage inspection system for reactor

internals, which can enhance economy to reduce an in-service inspection time, in water

environment and technology transfer of corresponding software to industries. Performance

of a preliminary application study of high temperature LBB technique for G91 steel

sodium piping to demonstrate the elimination of the potential Double Eneded Guillotine

Break, which can results in large amount of sodium leakage, and economy and safety

enhancement as a necessary consequence.

○The construction of main test facility started in 2009. The power supply system for the

STEF (Sodium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Facility) (4.5 MW power supply panel,

2.5MW low-power panel) and the underground facilities as a base facility have been

constructed. Liquid sodium of 18 tons has been purchased and a sodium reservoir of

25-tons of capacity has been installed. Regarding the component performance test

sodium loop (CPTL) the test requirement was specified, and scoping analysis and basic

design were performed.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list of I&C and

components, drawings for main compone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were prepared.

○The advanced fuel slug casting system which can control vaporization of volatile

radioactive elements during casting was developed and U-Zr metallic fuel slug of 6 mm

in diameter and 30 mm in length was fabricated in 2009. Seven advanced cladding alloys

which have higher temperature creep strength than the conventional HT9 allo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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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nd applied for the patent. Models to predict metallic fuel behavior were

developed and a barrier concept to prevent the fuel-cladding interaction was developed.

○The MATRA-LMR/FB code, which is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a flow blockage and

a enrichment error, has been developed and a draft topical report has been prepared.

Basic models for MARS-LMR code have been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system

transients such as a transient overpower (TOP) and a loss-of-flow (LOF) and its

applicability has been evaluated with assessment for model validation.

○From the fiscal year ’07 to '09, the three critical physics experiments (BFS-73-1,

BFS-75-1, BFS-55-1) were subject to the new evaluation against the four recently

released basic nuclear data libraries (ENDF-B/VII.0, JEFF-3.1, JENDL-3.3,

JENDL-AC2008) in terms of accuracy in predicting physics parameters. It was found out

that the U-235 capture cross section of JENDL-3.3, the scattering cross section of

JEFF-3.1 and the inelastic scattering cross section of U-238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sulting accuracy of predicted criticality parameters.

○Development of SIE40 ASME-NH computation code, which can be used effectively for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SFR high temperature Class 1 structures exposed to

over 500oC, by implementing complex ASME-NH Class 1 Component in Elevated

Temperature Condition and completion of corresponding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ies.

○The prototype of acoustic leak detection was manufactured. It was possible to detect a

leak up to S/N=1/100(-20dB) above the steam leak rate of 0.1 g/sec. Also, the direction

and plan for double wall tube for steam generator(DWTSG) development were set up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ical issues of DWTSG. The new concept DWT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nd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for the on-line leak detection

method in the atmospheric temperature condition. Also a experimental facility was

designed for the feasibility test of the DWT.

○A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named S-RIMS, which enables interface control

between several sub-projects, schedule control, quality assurance, integrated database

management, has been constructed. This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is kind of syst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R&D, which functions highly effectively in the management of

a large project for system development.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 tremendous

amount of deliverables (including several kinds of design documents) about 2,500 have

been included in the system to provide effective function of database which enhanc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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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o achieve the basic core technologies of the Generation IV SFR satisfying

sustainability, economics, safety, and proliferation-resistance, a unique design concept will

be developed for the first three years and a conceptual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will be developed for the next two years. Through these studies domestic technology

levels will be highly enhanced to form the basis of standard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during the third stage (2012-2016) of development.

○An effort to improve the master library and adjust the master library by the

to-be-developed library adjustment procedure based on the measured integral parameters

from the existing critical experiment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n

enhanced prediction accuracy of the K-CORE system for the fast reactor neutronics

analysis and design.

○The developed concepts as the KALIMER-600 TRU burner core and the KALIMER-1200

breakeven core are devised to possess a high degree of proliferation resistance by

avoiding the usage of any blankets and enabling the pyro-chemical processed fuel

incorporation. The KALIMER-600 TRU burner core concept is the starting point design

for the commerical-demonstrational TRU burner core concept which is to designed in

order to reflect a realistic fuel development schedule and needs the minimum design

change throughout its lifetime.

○The basic technology for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and the prototype high

performance cladding tube will be obtained by 2011. Then, fabrication of SFR metallic

fuel as well as the fuel components will be eventually accomplished by domestic

technology.

○The developed advanced fluid system of SFR will be utilized to validate the integrated

performance of Generation IV SFR fluid system which has an improved economy and

safety features through the experimental validation process for system design technology

and computer code analysis methodology.

○Construction of In-Service Inspection techniques for reactor interals under opaque sodium

environment and high temperature LBB application techniques. Participation in Gen IV

international program to share the research result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nd

contribution to eventual economy improvement of SFR.

○The evaluation methodology for a sodium-cooled fast reactor will be used as a basic

safety tool for the prepa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and also for the probabi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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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alysis of the future SFR design. The SSC-K code and the MARS-LMR code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would be applicable to the prediction of detailed response

of reactor core under transient conditions. The PSA methodology will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safety evaluation and derivation of design weakness, which will be

important background data in the licensing process.

○Sodium water reaction results from small water leak to middle water leak experiments

will be us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team generator and verify the computer codes

related to steam generator system.

○Sodium fire analysis computer code verified by the sodium fire mitigation experiments

will be applied to the establishment of fire safety design parameter and the anlysis of

reactor safety enhancement. Impurity measurement and control process developed by

sodium purification study will be used to develop and verify experimentally the technical

issues of sodium as a coolant, verify the computer code for the design, and make

material property experiments accurate and reliable.

○The core design and system design concept developed in the first stage (2007-2009) of

the long-term nuclear R&D program will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second stage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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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일본과 프랑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난 50여 년간 500억$ 이상의 연구비

를 투입하여 광범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나, 상용화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

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 향상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개념의 KALIMER-600 원자로형이 제4세대 소듐냉

각 고속로 개념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자력산업의 핵심기술의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등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향후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까지

기술개발이 가능하여 완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을 이룩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시장에서 낙후되지 않고 선진국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면 소

듐냉각 고속로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기간산업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안보 및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원자력산업을 유지하고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측면에서 2030년경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는 1,000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5% 규모를 고속로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

요성은 더욱 크며 우리사회의 현안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

킴은 물론 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음.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변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핵분열을 유도하여 방사능 준위를 낮추거나 안정 핵종으로 변환함으로써 저장해야 할 폐기물량

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문제

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차원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

층 파괴 등이며, 특히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되는 CO2가 주요 원인임.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기술개발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대규

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용화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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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3년 (’07.03.01～’10.02.28), 2단계 2년(’10.03.01～’12.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국내 기반기술 개발

2. 1단계 목표 및 내용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고유 노심 및 계통 개념설정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국내 기반기술 개발

∙전산코드 고유화

∙소듐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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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 고유 노심 및 계통 개념설정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

․SFR 고유구조개념 도출

․SFR 참조노형 비교평가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핵변환로 전환비 변경 분석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초임계 프로젝트 Brayton Cycle 계통개념 예비구성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어셈블리 설계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장비구축

-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요건설정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 요건 설정

-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금속연료 용해주조로 설계 및 제작

․신피복재합금 1 차 후보군 도출

․금속핵연료/피복재 공융방지 Barrier 평가

- 기반기술 개발

- 전산코드 고유화

․DIF3D 코드 메모리 할당 모듈 개발

․계통 성능해석 코드 기본체제 구축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구축

․MARS-LMR 기본 모듈 개발

-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소듐기술개발

․전열관 wastage 특성 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계

․소듐내 불순물 특성 제어 설계개념 설정

표 1. 1단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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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08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 고유 노심 및 계통 개념설정

․고유개념 최상위 설계요건 설정

․후보 노심모형 성능 분석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및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

․경제성향상 원자로기기 개념도출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핵변환로 출력 변경 분석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초임계 프로젝트 Brayton Cycle 계통구성 및

주요기기 특성평가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SW개발 및 스캐너 설치

․고온 LBB 평가용 FMS 재료 시험자료 생산

-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PDRC 실험장치 기기 상세사양 설정 및 구매,

장치제작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금속핵연료심 시제품 제조 및 조직 검사

․신피복재 합금 후보군 제조 및 성능 시험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캡슐 설계

- 기반기술 개발

- 전산코드 고유화

․DIF3D 코드 입출력 모듈 개발

․계통 성능해석 코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고온구조 설계 절차 전산화코드 개발

․MARS-LMR 모델개발 완료
- 소듐기술개발

․Wastage 모델개발 및 SWR 해석 모델 검증장치

제작

․소듐내 불순물 화학분석기술 개발 및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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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009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 고유 노심 및 계통 개념설정

․고유개념 예비평가

․후보 노심모형의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및 최적화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및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경제성향상 구조개념 설정

․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노심 핵특성 상세 분석 및 핵물질흐름 자료 생산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초임계 프로젝트 Brayton Cycle 효율 극대화

운전인자 설정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및 분석

-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금속연료심 제조 공정 개발 및 조사시험용 시편

제조

․신피복재합금 성능 시험

․MA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분석 모델 개발

- 기반기술 개발

- 전산코드 고유화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계통 성능해석코드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MARS-LMR 코드 적용성 평가

- 소듐기술개발

․SWR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장치 설치 및 시운전

․소듐내 불순물 제거특성 및 화학적 거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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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 중 하나인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은 액체금속로 기술을 바

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0여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여 약 300

노․년 이상의 운전 실적을 가지고 있음.

그림 1. 국외 고속로 기술개발 현황

◦ 미국은 ‘51년 EBR-I, '63년 EBR-II, '80년 FFTF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각각 ’63, ‘94, ’93년에 폐쇄하였음.

◦ 일본은 ‘77년에 실험로 JOYO를 건설하여 운전하다가 ’08년 일시정지한 상태로 있고,

‘94년 원형로 Monju를 건설하여 운전중 2차계통 사고로 운전중지된 상태이나 ’10년 재

가동 될 예정임.

◦ 프랑스는 '67년 실험로 Rapsodie 건설, ‘83년 폐쇄하였고, ’73년 Phenix 건설, ‘09년 수명

종료, ’85년 Super-phenix 건설, ‘98년 정치적 및 사소한 기술적 문제로 폐쇄됨.

◦ 러시아는 현재 BOR-60 실험로, 600MWe급 BN-600 원형로를 운전 중이며, BN-800 실

증로를 건설 중으로 2009년 9월 고속로 및 순환핵연료주기 기술을 위한 기본계획을 승

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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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후발국 중 가장 원자력 도입이 활발한 국가로 2050년까지 필요로 하는 원자력

수요를 경수로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고속로 개발은 실험로(CEFR;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 2010년)→실증

로(CDFR; China Demonstration Fast Reactor, 2020년)→상용로(CCFR; China

Commercial Fast Reactor, 2035년)의 3단계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2010년 상반기에 실

험로(CEFR)가 초임계에 도달하여 가동될 예정임.

◦ 인도는 ‘85년 실험로 FBTR 건설하여 운영중이고 ‘11년에 PFBR(500MWe) 원형로 건설

을 완료하며 ’23년에 상업용 증식로 CFBR(500MWe) 6기를 건설 할 예정임.

그림 2. 국외 고속로 개발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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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그림 3 국내 기술개발 실적

◦ ‘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01년에는 소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150(150㎿e) 설계개념을 완성하였음. ‘02

년부터 ‘06년까지는 중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개념설계를 완성하였는데,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개념의 원자로이며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으로 선정된 바 있음. ‘07년부터 ‘09년까지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는

KALIMER-600의 원자로 개념의 특성을 적용하면서 Gen IV 4대 기술요건을 충족시키

는 최적의 고속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고유개념을 설정하였음.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

여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전열관 형식 등

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단일 고유개념으로서의 최적후보개념

을 도출하고 설계사양을 설정함. 자체순환로의 경우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

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동중 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등의 고

유개념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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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 노심
- 블랭킷 제거

(1,200MWe, 자체순환로)

- 단일 농축도

(600 MWe, 연소로)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 
물누출 피동 음향감지
계통

원자로계통

- 풀형, 단순화, 2루프, 통합기기

피동 잔열제거계통 (PDRC)

원자로내부 가동중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지속성, 핵확산 저항성 확보지속성, 핵확산 저항성 확보

경제성 향상경제성 향상

안전성 향상안전성 향상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의 기술 목표를 만족하는
독창적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의 기술 목표를 만족하는
독창적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금속연료 노심
- 블랭킷 제거

(1,200MWe, 자체순환로)

- 단일 농축도

(600 MWe, 연소로)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 
물누출 피동 음향감지
계통

원자로계통

- 풀형, 단순화, 2루프, 통합기기

피동 잔열제거계통 (PDRC)

원자로내부 가동중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지속성, 핵확산 저항성 확보지속성, 핵확산 저항성 확보

경제성 향상경제성 향상

안전성 향상안전성 향상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의 기술 목표를 만족하는
독창적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의 기술 목표를 만족하는
독창적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그림 4.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그림 5. 선진기술개발 주요 실적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연구는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열평형 설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론을 1,200MWe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에너지

전환계통에 적용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을 구성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주압축기와 보조압축기로 흐르는 최적의 유량분배율을 설정하였음.

-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가동중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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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시스템에 대한 수중 모형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체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

술을 이전하였음. G91강 소듐 배관에 대한 고온 파단전누설(LBB) 예비 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소듐 배관에서의 양단 파단으로 인한 소듐 대량누출 가상 사고를 배제함으

로써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함.

- ‘09년도에 시험시설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여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시설

STEF (Sodium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Facility)의 전력공급계통 (4.5MW

전력 수배전반 설치, 2.5MW 저압반 설치), 소듐 구입 및 저장시설 구축 (액체 소듐

18톤 / 25톤 규격 소듐 저장용기) 및 지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함. 기기 열유

체 성능검증 소듐루프 CPTL (Component Performance Test Sodium Loop)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실험요건 설정, Scoping 해석, CPTL 기본설계, 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작성, 기기, 밸브, 계장목록 작성, 주요기기 및 부품 도면작

성, 시방서 작성 등을 수행함.

- 2003～2005년 KAERI와 ANL 간의 국제공동연구인 I-NERI 과제를 통해 금속연료의

용융과 재배치 등의 중대사고 해석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실험계획 및 요건을

수립하였고, 개발된 실험요건에 따라 2007년부터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특성 실험

을 수행함.

- 휘발성 방사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진공감압 용해주조장치를 개발하여 2009년에

6mm 지름과 30cm 길이를 갖는 U-Zr 금속 연료심 시제품을 제조하였음. 종래의 상용

피복재 (HT9)보다 고온 크리프 강도가 우수한 신합금 피복재 7종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금속연료 성능평가모델 개발 및 핵연료-피복재 상호반응을 방지할 후보

배리어 개념을 개발하였음.

◦ 국내 기반기술 개발

그림 6. 기반기술개발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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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등 국부손상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MATRA-LMR/FB

전산코드를 개발 완료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TOP 및 LOF 등

의 계통과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MARS-LMR 코드 기초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성

평가와 모델 검증을 수행함.

- ’07～’09 년도에는 대용량 노심 설계를 위해 정적 노심 해석 코드의 메모리 제한을 없

애기 위해 32비트 체계에서 64비트 체계로 변환하고 입출력 모듈과 메모리 관리 모듈

을 개선한 노심 해석 전산코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단면적으로부터 기인한

노물리 인자의 불확실도 평가를 위해 민감도/불확실도 평가 전산코드 APSTRACT를

개발하였음.

- ’07년부터 ’09년까지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3가지 BFS 임계집합체 모델

(BFS-73-1, BFS-75-1, BFS-55-1)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최근에 발표한 평가 핵자료

(ENDF-B/VII.0, JEFF-3.1, JENDL-3.3, JENDL-AC2008)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

를 수행하여 JENDL-3.3의 U-235 포획 단면적 특성, JEFF-3.1의 Na-23 산란 단면적,

U-238 비탄성 산란 단면적이 각 임계 집합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음.

-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oC 이상 고온으로 1등급 기기와 구조물이 고온에 많

이 노출되는데 이들 구조건전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SME-NH 1등급 기기

설계평가 코드의 전산화 프로그램 SIE40 ASME-NH를 개발하여, 이를 산업체에 기술

이전 하였음.

- 스팀 누출량 ~0.1g/sec 이상, 감지기준 S/N=1/100 (-20dB)의 SWR 조기 감지설비 시

제품을 제작하였음.

- 이중벽전열관 증기발생기(DWTSG)의 기술현안 분석을 통해 DWTSG의 개발방향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유개념을 도출하여 헬리컬형 DWTSG의 개념설계 및 3차원

설계도면을 제도하여 제작성을 검토하였음. 고유개념 DWT의 타당성 검증과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DWT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타당성 검증장치를 상세설계 하였으며, 장

치에 소요되는 기기와 재료의 사양서를 작성, 선정하였음. 또한 DWT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상온 누출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on-line 누출 감지기술의 가능성을 확

인하였음.

- 대형 시스템개발 성격의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한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

템(S-RIMS)을 구축하였고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는 처음 시도․적용하는 사례로서 괄

목할만한 성과임.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생산되는 수많은 결과물(각종 문서 포함)에

대한 DB 기능을 강화하여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노력을 꾀하였고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 여건이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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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은 지난 기간 동안 중장기 기술개발을 통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

으나,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 및 운전경험이 없고, 설계결과의 검증 및 시장성 제품의 설계

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형편임. 따라서 설계시 상호 상충되는 여러 설계 요소

들 사이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성능, 운전성, 제작성 및

비용 등에 대한 기본자료 확보 및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설계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함.

◦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 분야에서의 선진국 대비 각 분야 국내기술 수준 및 취약점은 다음과

같음.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노심설계

기술

핵자료 및

단면적 기술

국제

수준

- 유럽연합은 JEF-2.2를 수정 보완하여 JEFF-3.1 핵자료를

생산함. 프랑스의 Phoenix, Super-Phoenix원자로 설계와

운전을 통해 핵자료와 단면적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JOYO와 MONJU 설계운전 경험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는 실험로 BR-10과 BOR-60, 원형로 BN-600에

대한 운전경험과 BN-800 원자로 설계를 통하여 단면적

생산 기술을 완비한 상태임.

100

국내

수준

- 고속로 임계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단면적 생산

방법만을 습득하였고 개별 단면적의 특성은 파악하였으나

종합적인 검증 경험이 빈약함.

85

노심 정특성

분석기술

국제

수준

-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여러 고속로 설계 및 건설 운전

경험이 있어 정특성 분석 기술이 풍부함.

- 일본은 MONJU의 재가동을 위해 노심 정특성에 대한

많은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여 상용화기술 수준 대비 100%.

100

국내

수준

- 지속적인 정특성 분석기술 개발과 3차원 노심 분석 코드

개발을 통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불확실도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함.

85

노심 동특성

분석기술

국제

수준

- 러시아와 일본은 풍부한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해석

코드와 계산 사례가 많음. 특히 일본은 MONJU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이 분야는 일본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함.

100

국내

수준

- 2차원 동특성 코드 FX2TH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며

3차원 동특성 코드를 3단계에서 개발 완료할 계획임.
70

차폐해석

기술

국제

수준

- 일본과 프랑스는 원형로 개발에 차폐설계를 수행하였고

미국은 상용 경수로와 고속로 실험로 차폐해석코드 개발

경험이 풍부하여 이 분야는 미국이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함.

100

국내

수준

- KALIMER-150 및 KALIMER-600에 대한 차폐해석

경험이 있음. 해석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측을

통한 해석 결과의 검증 경험이 없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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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노심설계

기술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국제

수준

- 프랑스는 Super-Phenix 실증로와 EFR 설계에 사용한

ERANOS 코드 개발과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일본은

JNC에서 자체개발한 코드의 검증 경험이 풍부함. 이

분야는 미국과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핵계산 기본체제는 외국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코드간 연계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세부코드는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외국 전산 코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코드의 고유화 노력이 필요함.

- 국제협력을 통하여 핵설계 방법론 및 전산체제 검증을

위한 자료를 꾸준히 입수하고 있으며, 임계실험 및 측정

해석기술은 실험로 건설이 추진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70

노심 열유체

설계기술

국제

수준

- Phenix와 Super-Phenix 등의 건설 및 운전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JOYO와 MONJU

등의 건설과 운전 경험을 보유한 일본, FFTF와 EBR-II

등의 실험시설을 보유한 미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함.

100

국내

수준

- 전체적으로 개념설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 가능한 고온 열수로

계수 평가법을 개발하고 전산체제 검증 등을 통하여

기본설계기술 수준에 이를 것임.

70

핵연료

기술

금속연료

제조기술

국제

수준

- 2 원계 및 3 원계 합금 제조기술 확보

- MA 함유 금속연료 제조기술은 현재 연구 중
85

국내

수준

- ’07년부터 2원계 및 RE함유 연료심 제조기술개발 착수

- MA 함유 금속연료 제조경험 없음
45

피복관 기술

국제

수준

- 고속로에서 피복관의 노내 연소 및 특성시험 경험 보유

- 신피복관 개발 및 노내 연소시험 중
90

국내

수준

- 실험실 규모 신피복재 합금개발이 ’07년에 착수됨

- FMS 피복관 제조경험 전무
50

금속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국제

수준

- 상용화에 필요한 금속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 확보

- MA가 함유 금속핵연료는 현재 조사시험 중임
90

국내

수준

- 금속연료의 성능 모델 개발 경험

- 독자적인 금속연료 성능시험 경험 및 데이터베이스 부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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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유체계통

설계기술

열수송계통

설계 기술

국제

수준

-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이 가장 많은 일본 및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경수로 분야의 독자적 원자로 설계 및 건설 경험기술이

확보되었으나, 열수송계통 설계특성 상세분석기술과

주요기기 설계여유도 설정 연구가 필요함

70

공학적

안전설비

설계기술

국제

수준

- 풀형 원자로와 루프형 원자로 분야에서 각각 프랑스와

일본이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경수로형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계통

성능입증 기술이 확보되었으나, 기존 원자로 개념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개념 안전계통의 성능입증 방법 및 절차

및 소듐-물 반응 사고 대처계통(SWRPRS)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60

동력변환계통

설계기술

국제

수준

- 고속로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축적된 일본과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임
95

국내

수준

- 경수로 건설 및 화력발전소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완전히 자립하였으나, 증기발생기 및 터빈계통의

설계특성 상이점을 극복할 연구개발이 필요함

70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

국제

수준

- 다양한 종류의 고속로 설계 및 운전경험이 가장 많은

프랑스와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경수로 설계 및 운전을 통해 기본적인 설계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나,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를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과 안전관련 보호 및 제어계통 설계

연구개발이 필요함

60

보조계통

설계기술

국제

수준

- 보조계통의 설계, 제작, 운영 및 측정기술 개발을 통해

보조계통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계기술은 정립된 상태이나,

원자로의 특성에 맞게 보조계통을 compact화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임.

90

국내

수준

- 불순물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실험장치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 설계를 위해

소듐 화학제어 설계기준 설정과 커버가스 압력제어

설계요건 설정 연구가 필요함.

40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발기술

국제

수준

-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기본개념

개발단계로서, 미국이 실험적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30

국내

수준

- 선진국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수행한 분야로서, 터빈 압축기

및 Na-CO2 열교환기와 같은 기기의 연구개발과 초임계

Cycle 제어 특성 논리 개발이 필요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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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기계핵심

기반기술

기계구조

설계기술

국제 수준
-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험을 통한

경제성 제고 단계
90

국내 수준
- 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 및 설계변경기술을 확보.
70

고온구조

해석기술

국제 수준
-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대규모 검증시험

기술을 보유함.(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인도)
90

국내 수준

- 대부분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비탄성거동은 전용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을 수행 중에

있음.

60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국제 수준

- ASME-NH(미국), RCC-MR(프랑스), R5(영국), DDS

(일본)등 자체 설계평가 코드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온 LBB 설계평가 코드(초판)를 발간한 상태임.

90

국내 수준

- 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고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LBB 평가 절차개발과 복잡한 건전성

평가과정의 전산화 기본체제를 구축함.

70

원자로

내부구조 ISI

기술

국제 수준

- 액침형 센서(영국PFR, 일본MONJU)를 사용하였으나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고, Rod 형 웨이브가이드 (프랑스

SPX)는 사용기능이 제한된 문제를 가지고 있음.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새로운 빔방사각 변환 특성을 지닌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한 상태임. 이 센서는

장수명으로 상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ISI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실증시험을 진행 중에 있음.

75

노심지진

해석기술

국제 수준
-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 특성해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함.
90

국내 수준

- 하부지지방식, 고밀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증연구가

진행됨.

65

원자로

건물

면진기술

국제 수준
- 원자력발전소용으로 면진설계지침서를 일본에서

개발하였고, 3차원 면진장치를 개발하는 수준에 있음.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면진장치는 축소 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임.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갖고

있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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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안전해석

기술

안전해석

기준

국제 수준
- 미국의 기존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완비된 상태이나

금속연료 신형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개발 중
95

국내 수준

- 국내 소듐냉각로 인허가 요건 미비.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75

계통과도

안전해석

국제 수준
- 미국은 기존 고속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의 신뢰성 확보

및 FSAR 작성 능력 확보
95

국내 수준

- 계통 과도해석 코드의 주요모델 개발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 구축. 설계의

구체화 및 현상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보완 및 검증

필요

75

HCDA 분석

국제 수준
- 미국은 기존 고속로 HCDA 분석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나

금속연료 고속로 분석기술은 개발 중
80

국내 수준

- 단순모델 개발을 통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HCD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용융 금속연료의 물성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

30

격납

성능분석

국제 수준 - 미국은 격납성능 분석 평가기술의 확보 90

국내 수준

- 격납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 소듐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

85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및

활용

국제 수준 - 미국의 PSA 기술은 상용화 기술수준 대비 70% 70

국내 수준

- PSA 일반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석 미비,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미비, 설계

최적화 기술 미비

30

표 6. 소듐냉각고속로 국내외 기술수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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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시설

구축

국제 수준
- 중․대형 소듐 루프 및 열유체 시험시설의 제작․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경험 풍부

95

국내 수준
- 소형 소듐 실험장치의 제작․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중․대형 소듐 루프 및 열유체 시험시설의
제작․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은 미약

70

불순물 측정

및 제어기술

개발

국제 수준
- 불순물 측정 및 제어기술은 기 확립된 상태로,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응답성 향상과 정제장치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90

국내 수준
- 비금속 불순물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 제어기술은 확보
되었으나, 이들 기술의 고도화와 금속불순물, 방사성
불순물에 대한 기술개발은 확보되지 못함

60

SWR 사고

방호기술

개발

국제 수준
- 소듐-물 반응사고 배제 개념 개발과 더불어 물 누출 조기
감지기기 및 기법의 고도화, 소듐-물 반응에 내식성 있는
재료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 중이며, 일부 실용화 단계

90

국내 수준
- 단일 전열관에 대한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현상 해석
단계 및 음향에 의한 물 누출 감지기술 실용화 이전 단계

60

사용 후 소듐

처리공정

개발

국제 수준
- 소듐 처리기술은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 향상을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소듐의 안전 처리를 위한 반응공정 개발이 진행 중임

85

국내 수준
- 소듐-가성소다의 반응특성 파악을 위한 실험실 규모의
기초실험을 수행함
- 반응성 완화 및 연속처리를 위한 연구를 준비 중임

50

표 7. 소듐냉각고속로 국내외 기술수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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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1. 고유개념 설정

가. 상위설계 요건 설정 및 보완

제시된 후보개념들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화된 자체순환로(1,200MWe) 후보개

념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을 보완하였고, 600MWe 연소로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을 설정한 후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4대 기술영역에 대한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지속성과 경제성 향상

항목에 대한 요건을 추가 반영하여 상위설계요건을 수정 및 보완함. 자체순환로(1,200MWe) 후

보개념에 대한 설계기준서 개정판을 발간하여 고유개념 설정에 필수적인 원자로 주요계통, 기기

및 구조물, 제어, 구조설계를 위한 설계목표, 일반기준, 안전 및 성능관련 상세기준을 제공하였다.

∙1차년도(‘07)에는 후보개념 개발을 위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의 4대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자체순환로 상위설계요건

(안)을 제시하였고, 2차년도(’08)에는 제시된 후보개념들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화된 1,200MWe급 자체순환로를 대상으로 외부 공급연료, 심지층처분 열부하, 방사

성 독성 조건 등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을 보완하고, 또한 600MWe급 연소로에 대한 상위

설계요건도 설정하여 연소로 고유개념 개발을 위한 최상위 설계요건을 제시함. 3차년도

(‘09)에는 그간의 고유개념 설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반영하여 두 고유개념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서를 보완하여 최종 제시하였다[1-1, 1-2].

그림 7. 상위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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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념개발 초기단계에 원자로 주요 계통, 기기 및 구조물, 제어, 구조설계를 위

한 설계목표, 일반기준, 안전 및 성능 관련 상세기준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1,200MWe급 자체순환로 계통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설계기준서 개정판을 발간하였으며,

개발한 설계기준은 각 계통과 기기의 설계요건 작성, 기술요건 수립을 위한 초기 결정사

항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것이다.

∙고유개념 설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수로 영광 3,4호기, SMART 원자로의

설계기준과 미국 및 일본의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성 평가지침을 검토하여 자체순환로

설계에 반영해 야 하는 설계기준 항목을 도출함. 이 결과를 토대로 자체순환로의 상위

설계요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자체순환로의 설계기준서 개정판을 완성하

였다[1-3,1-4].

그림 8.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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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체계도 작성 및 보완

안전성분석보고서 (SAR) 작성을 목표로 우선 설계기술 범위로 한정하여 도출한 기술항목을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기술과 경수로 공통기술로 구분함. 기술수준체계는 SAR 내용체계를 기본

으로 Level 2는 SAR에서의 장별 항목 주해당기술로, Level 3 이하에서는 해당장별 이하 항목에

대하여 담당 세부분야별로 수행 적합성 및 분야간 협력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수행가능토록 구

성하여 기술체계도를 작성하였다[1-5].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실증로)의 설계․건설․운전에까지 이르는 소듐냉각 고속로

전반에 걸친 모든 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기술개발 수행계획 및 기술확보

방안 작성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체계도를 보완․작성하였다.

∙CRBRP(Clinch River BReeder Plant) PSAR을 기본자료로, 국내 경수로 안전성분석보고

서(SAR)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 기술개발 수행에 따라 도출된

새로운 R&D, 기술개발 환경의 변화, 혁신기술 및 혁신개념 개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고, SAR 작성을 위해 필요 기술항목들에 대한 계통체계화로 수정․보완하였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실증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기술(요소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작성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기술 범위로 한정하여

기술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 9.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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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유개념 설정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여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

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동중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등의 고유개념

을 설정하였다[1-6].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KALIMER-600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제4세

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심, 핵연료 및 계

통 측면에서 복수 후보개념이 제시되었다.

∙복수 후보개념으로부터 단일화된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08년도까지 수행한 각각

의 설계사양 관련 연구항목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 후보개념을

도출함. 복수 설계사양과 관련된 주요 평가인자는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피복재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이다.

그림 10. 고유개념 개발을 위한 설계사양 선택

라. 노심개념 설정

1)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IV SFR)의 설계 목표(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

성)를 만족하는 자체순환로의 설계목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노심의 전환비는 핵연료물질을 순환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1.0이 되도록 하

였으며, 이때 자체순환로 설계요건 중 하나인 핵확산저항성 향상을 위하여 노심에서 블랭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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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함으로써 고품질의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 Pu-fissile 장

전량은 KALIMER-600 노심의 특성치인 6.3 ton/GWe 보다 적은 6.0 ton/GWe 이하로 목표치

를 설정하여 경제성이 향상된 노심이 되도록 하였다.

소듐 기화반응도가 목표치는 KALIMER-600의 설계기준치인 8.0 $ 보다 적은 7.5 $ 이하

로 설정하여 안전성이 증대되도록 하였다. 연소에 따른 노심 반응도가 변화량은 1 $ 보다 적

게 설정하여 운전 중 노심의 잉여반응도 조절에 필요한 제어봉의 움직임을 가능하면 적도록

하고, 또한 운전 중 제어봉의 삽입 정도를 작게 하여 제어봉 인출사고시 주입되는 반응도를

줄이도록 하였다. 핵연료 이용률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자체순환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

기길이는 18개월(EFPM) 이상, 방출연소도는 80 MWD/kgHM 이상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목표

를 설정하였다.

성능이 개선된 피복관 재료가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복재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5.0x10
23
n/cm

2
이하로 설계목표를 설정하였다. 총 제어봉가는 원자로 정지능력을 충분히 갖

추도록 16 $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최대 선출력밀도의 설계기준은 핵연료와 피복관의 공

융을 막기 위하여 350 W/cm 이하로 정하였다.

설계목표를 만족하는 노심모형은 가능하면 노심 전영역에 걸쳐 출력분포가 평탄하도록 만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심을 동심원 형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핵연료 장

전률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핵연료 장전률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는 영역별로 핵연료의 TRU

농축도를 달리 하는 방안(농축도 분리 노심)과 동일한 핵연료 농축도를 사용하지만(단일농축

도 노심) 핵연료집합체 제원과 구성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단일농축도 노심안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KALIMER-600 설계에 사용되었던 피복

관 두께를 노심 영역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핵연료집합체내의 일부 핵연료봉 대신 비핵연

료봉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비핵연료봉으로는 Vacancy봉, Mod.HT9봉, 흑연봉이 각

각 사용되는 세 경우에 대하여 노심 설계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설계 개념에 대한 노심장전 모형은 기준 노심 장전모형에서 핵연료봉 크기, 핵연료

봉 간격, 핵연료피복재 두께, 노심 높이, 축방향 감속재 두께 등 원자로 노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계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였다[노심-2, 노심-3].

그림 11. 단일농축도 피복재 두께

변경 후보 노심 모형
그림 12. 농축도분할 후보 노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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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농축도분리 노심 유량그룹

및 피복관 중심 온도 (1/6 Core)

비핵연료봉을 사용한 단일농축도 노심들은 핵연료봉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대 선출력

밀도가 농축도분할 노심이나 피복재두께변경 노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핵연료집합체를 더 장

전하면 최대 선출력밀도가 높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핵연료 장전량이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생긴다. 따라서 후보모형의 유력한 안을 농축도분할 노심과 단일농축도 피복재

두께변경 노심 순으로 선정하였다.

노심 특성 인자
농축도 분리
노심

단일농축도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

설계
기준치

TRU 농축도(주기초) [wt%]
- 내부노심
- 중앙노심
- 외부노심

전환비
Pu-fissile장전량 [ton/GWe]
소듐 기화반응도가 [$]
연소반응도가 [$]
주기길이 [EFPM]
평균방출연소도 [MWD/kgHM]
첨두고속중성자플루언스 [n/cm

2
]

총제어봉가 [$]
최대 선출력밀도 [W/cm]
유효 지발중성자 분율 [pcm]

13.2
14.1
16.7
0.993
5.32
7.39
0.69
18
95.5

4.82x10
23

32.10
309
352

14.65
14.65
14.65
1.001
5.66
7.43
0.97
18
88.8

4.49x10
23

33.92
298
347

-
-
-
～1.0
≤ 6.0
≤ 7.5
≤ 1.0
≤ 18
≥ 80.0
≤5.0x10

23

≥ 16.0
≤ 350
-

표 8. 후보 개념 노심 특성인자 비교

2) 후보 노심모형 성능 분석

농축도분리 노심은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이 적고, 핵연료의 방출연소도가 커 핵연료

경제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노심 영역별 농축도가 서로 달라,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출력

분포의 변화가 단일농축도 노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심 열적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단일농축도 노심은 주기 초와 주기 말의 출력분포 변화가 적어 유량 분배가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내부노심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복재를 사용

함으로 인해 피복관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두

노심에 대하여 노심 열유체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

과를 토대로 후보노심을 선정하였다.

농축도분리 노심내 집합체별 최종 유량분배 및 그에 따

른 온도분포 계산결과(집합체의 위치, 집합체의 종류, 유량

그룹, 집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 주기초와 주기말 사이

의 출력 변동이 크더라도 유량을 그림 13과 같이 배분함으

로써, 2σ 불확실도를 고려한 피복관 온도가 제한치 650°C,

집합체 압력강하 0.25MPa 이하를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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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출력 용량에 따른 TRU 장전량,

제어봉가, 첨두 선출력 밀도 변화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도 피복재 온도 및 압력강하가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두꺼운 피복관 때문에 내면 온도가 약 40°C 상승함으로 인해 주기동안 균일

한 출력분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열적 성능에서의 이득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농축도분리

노심에 비하여 열적 성능 향상이 크지 않았다. 농축도분리 노심이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

이 단일농축도 노심 보다 6.4%가량 적어 핵연료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후보

노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자체순환로의 출력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출력용량에 따른 노심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600, 900, 1200, 1500, 1800MWe의 노심들에 대하여 동등한 소듐기화

반응도가를 갖도록 구성하여 핵연료 장전량 및 노심 크기 등 경제성 관련 인자 및 노심 특성

을 비교 분석 하였다[노심-4].

출력용량이 커질수록 노심직경은 선형적으로 증가

하지만 중성자 경제성 향상으로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은 감소하고 평균방출연소도는 증가하여 큰

출력용량에서 핵연료 경제성이 향상됨을 그림 14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은

1500MWe 부근에서 포화되어 그 이상에서는 출력용

량이 증가하여도 TRU 장전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

다.

이상과 같이 노심의 안전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출력용량에 따른 핵특성 변화를 탐색한 결과 노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출력용량은 1,500MWe으로 나타났

으나 계산 불확실도 및 설계 변수 변화가 최적 노심 출력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측면에

서 보수적으로 고려하고, 건설비 절감을 위한 2-Loop로 구성 시 증기발생기의 용량 제한

(600MWe) 및 2차냉각재 배관 제조성 등 타 연계분야와의 성립성을 고려하여 자체순환로 출

력용량을 1,200MWe로 설정하였다.

후보노심은 전환비,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 소듐기화반응도가, 연소 결손 반응도, 주기

길이, 방출연소도, 첨두고속중성자 플루언스, 총제어봉가, 최대 선출력밀도에 대한 설계목표를

모두 만족한다. 특히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은 5.07 ton/GWe으로 설계목표치인 6.0

ton/GWe 보다 15% 가량 줄어 경제성이 향상되었으며, 소듐기화반응도도 안전성의 지표로

설정한 목표치 7.5$ 보다 낮은 7.25 $로 평가되어 노심 안전성도 개선되었다.

3) 후보 노심모형의 핵확산 저항성 지수 평가 및 노심모형 최적화

자체순환로 노심 개념에 대하여 타 연계분야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핵특

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예로, 용량에 따른 UIS 크기 제약을 완화시키기기 위해 제어봉 위

치를 재배열 하였으며, 핵연료집합체 교체 장비 간섭 방지를 위한 노심 중앙부 장전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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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S               222 

Inner Core      318 

Outer Core     306 

Primary CR      24 

Reflector         96 

Radial Shield  120 

B4C Shield     102 

Secondary CR  12 

Total           1201

그림 15. 1200MWe 자체순환로 장전모형

변경에 따른 핵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듐 냉각재만을 포함하는 덕트를 장전하

는 것이 가장 타당함을 보였다.

자체순환로 노심모형 최적화를 위하여 연료봉

외경 및 피치, 노심 높이가 노심 성능과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최적 성능을 위한

노심 설계 제원 요건을 설정하였다. 연료봉 외경

은 주기길이와 연소결손 반응도가 요건에 의하여

0.87 cm 이상이어야 하며 연료봉 피치는 주기길

이와 소듐기화반응도가 요건에 따라 1.03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노심 높이는 주기길이와 소듐기

화반응도가 요건에 의해 80～82 cm 범위로 설계

되어야 한다.

노심 특성 인자 노심
파라메터

신연료 평균 TRU 농축도 ,wt%

Pu- fissile 장전량 (ton/GWe, BOEC)

Heavy metal 장전량 (ton/GWe, BOEC)

TRU 장전량 (ton/GWe, BOEC)

첨두 선출력밀도 (W/cm)

평균 방출연소도 (MWD/kg)

첨두고속중성자류 (1023n/cm2)

반응도계수 (pcm/°C)

Doppler at 900 K

축방향 팽창계수

반경방향 팽창계수

소듐밀도 계수

소듐기화반응도가 ($)

제어봉가 (pcm/rod)

14.95

5.07

51.2

7.99

319

100.1

4.74

-0.70

-0.062

-0.563

0.800

7.25

226

표 9. 1,200MWe 자체순환로 노심 특성 요약

마.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1) 핵변환로 전환비 변경 분석

연소로(핵변환로)의 고유 노심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환비 변경에 따른 핵특성 분석을 우

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노심 높이, 피복재 두께, 그리고 핵연료봉 개수를 변경하여 TRU 전환비 변

경을 꾀하였으며, 설계 제한치 및 설계 목표치를 만족하는 각 변경 방안별 노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수 해석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노심-5, 노심-6].

축방향 높이 변경에 따른 전환비 변경 분석을 통해 노심높이별 허용가능 pancake형 연소로를

도출하였다(표 10 참조). 노심 열유체 설계 제한치(피복재 내벽 최대온도(2σ) < 650℃)를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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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50 CH-60 CH-70 CH-90

전기 출력 [MWe] 600
주기 길이 [EFPD] 332
배치수 5
핵연료봉 직경 [cm] 0.7
유효 노심 높이 [cm] 49.7 59.6 72.0 88.8
핵연료집합체 피치 [cm] 16.3 16.8 17.6 18.5

노심 등가 직경 [cm] 395 376 356 337
핵연료 집합체 장전 개수 504 420 348 282
P/D 비 1.17 1.21 1.27 1.34
TRU 농축도 [wt%] 30.0 28.6 27.9 27.9
전환비 [fissile/TRU] 0.70/0.52 0.73/0.56 0.76/0.60 0.77/0.62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1023 n/cm2] 3.7 3.8 3.8 3.9

TRU 소모율 [kg/year] 257 226 210 200
노심 평균 출력 밀도 [W/cc] 244.9 228.3 210.1 188.9
첨두출력비 1.48 1.44 1.48 1.45
연소 반응도가 [pcm] 3,194 3,046 2,896 2,794
최대 선출력밀도 [W/cm] 287.5 277.2 282.4 275.2
평균 선출력밀도 [W/cm] 171.0 170.9 170.9 171.1

표 10. 노심높이별 허용가능 pancake 노심

고, 최대 허용 TRU 농축도(30 w/o 이내)를 만족하는 후보노심은 CH-50로 선정되었으며, 노심

높이 49.7cm, 노심 등가직경 3.95m, 노심 반응도가 3,194 pcm, TRU 소모율 257 kg/year이다.

도출된 후보노심(CH-50)에 대해서 축방향 높이 변경에 따른 핵특성 변화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소듐기화반응도 7.5$를 만족하는 최대 노심 높이는 79.5cm 로 확인되었으며, 연

소로 설계 가능 노심 높이 범위는 49.7～79.5 cm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에 따른 TRU 전환비는

0.52～0.61, 노심직경은 348～395 cm, TRU 소모율은 205～257 kg/yr로 확인되었다.

KALIMER-600 자체순환로를 기준노심으로 선정하고, 피복재 두께, 핵연료봉 개수 및 소듐 본

딩 두께를 변경시켜 기준노심의 핵연료집합체 내부구조만 설계 변경하여 자체순환로와 연소로의

상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표 11 참조). 내부/중앙/외부노심 피복재의 두께를 기준노심의

0.96/0.72/0.59mm에서 1.35/1.30/0.80mm와 1.65/1.65/1.20mm로 변경하여 TRU 전환비가 0.75 와

0.6이 되는 노심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첨두출력비가 각각 1.48과 1.49, 고속중성자 플

루언스는 각각 3.1x1023 n/cm2과 3.2x1023 n/cm2로서 설계제한치 4.0x1023 n/cm2를 만족함을 확인

하였다.

노심최외각 영역의 핵연료 집합체를 반사체로 교체하여 330개의 핵연료 집합체 대신에 276개

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는 방식과 0.9cm의 직경을 갖는 271개의 핵연료봉 대신에 0.8cm 혹은

0.7cm 직경의 331개의 핵연료봉으로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도 TRU 전환비를 1.0에

서 각각 0.76과 0.58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 이때 첨두출력비는 각각 1.42와 1.38, 고속중성자 플루

언스도 각각 3.6x1023 n/cm2과 3.8x1023 n/cm2로서 설계제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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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순환로 연소로

전환비 변경 ～1.0 ～0.75 ～0.6

첨두출력 조절방법
피복재
두께변경

피복재
두께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S.B. 두께
변경

피복재
두께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S.B.
두께
변경

피복재 두께 [mm]
[내부/중앙/외부]

0.96/0.72/0.59 1.35/1.30/0.80 1.20/1.00/0.70 0.59 1.65/1.65/1.20 0.95/0.90/0.60 0.59

Smeared Density [%] 75/75/75 75/75/75 75/75/75 46/49/64 75/75/75 75/75/75 36/40/48

TRU 전환비 1.01 0.77 0.76 0.75 0.59 0.58 0.57

TRU support ratio -0.06 0.73 0.73 0.78 1.34 1.36 1.38

TRU 농축도 [wt%] 14.7 21.8 21.8 21.9 29.9 30.0 29.9

첨두출력비 1.53 1.49 1.42 1.48 1.48 1.38 1.41

첨두고속중성자플루언스
[*1023 n/cm2] 3.3 3.1 3.6 3.2 3.2 3.8 3.3

최대 압력강하 [MPa] 0.154 0.142 0.166 0.141 0.144 -- 0.135

최대피복재내부온도[oC] 600 611 603 590 627 600 589

Mass Flux [kg/sec-m
2
] 2,882 2,722 3,082 2,740 2,753 -- 2,667

등온온도계수 [pcm/oC] 0.09 -0.01 0.02 -0.19 -0.05 0.06 -0.38

소듐 기화반응도가 [$] 8.1 8.8 8.7 6.6 9.1 10.1 5.5

표 11. 핵연료봉 구조변경에 따른 노심의 특성 변화

2) 핵변환로 출력 변경 분석

연소로의 적정 출력 선정을 위해 출력용량에 따라 노심모형을 생산하고 핵특성을 분석하였다.

원자로 출력을 300MWe～1,200MWe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설계 목표치를 만족하는 출력별 최적

후보노심을 선정하였다. 연소로 출력용량의 변경에 따라 다양한 노심형태 및 노심크기를 가진 노

심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용량 별 TRU 연소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노심 탐색 기준을

설정하였다.

고속로 노심의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듐기화반응도는 이전의 설계경험에 비추어

7.5$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총 냉각재 유로의 크기에 따라 노심의 크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력용량이 서로 다른 노심에 대해 열유체 설계제한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핵연료 다발의 압력강하가 0.15MPa을 초과하지 않도록 열유체 조건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평균

선출력 밀도에 따른 핵연료집합체의 장전량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평균 선출력 밀도를

180W/cm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소로의 경우 TRU 농축도가 높아짐에 따라 TRU 연소율이 증가하므로, TRU 농축도를 현재

의 제한치인 30 w/o까지 증가시켜 단위출력 당 최대 TRU 연소율을 갖도록 노심을 설계하였다.

또한 농축도분리 노심 보다 단일농축도 노심이 장전 TRU 농축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

문에, 단일농축도를 사용하였다. 표 12는 300, 600 및 1,200 MWe 노심에 대한 주요 설계 항목과

핵특성 인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조건으로 설정된 최대 신연료 농축도 30 w/o, 압력강하

0.15MPa, 소듐기화반응도 7.5$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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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출력별 중핵종 및 TRU

장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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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출력에 따른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 계수 변화

설계항목 및 핵특성 인자 300MWe 600MWe 1,200MWe
노심 열출력(MWt) 750 1,500 3,000
냉각재 온도(℃)-입구/출구 390/545 390/545 390/545
주기길이(EFPD) 332 332 332
노심높이(cm) 123 89 74
노심직경(m) 1.97 3.08 4.61
원자로 직경(m) 3.37 4.43 6.16
연료집합체 수 126 324 774
연료봉 외경(mm) 7.0 7.0 7.0
연료봉 피치(mm) 9.28 9.00 8.72
P/D 비 1.33 1.29 1.25
피복관 두께(mm)-내부/중앙/외부 0.90/0.56 1.01/0.93/0.73 1.08/0.94/0.80
연소결손반응도(pcm) 3,011 3,496 3,703
전환비(Fissile/TRU) 0.74/0.57 0.74/0.57 0.75/0.57
장전 농축도 wt% 30.00 30.00 30.00
평균 선출력(W/cm) 166 179 179
첨두출력인자 1.57 1.52 1.47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n/cm2) 4.19 4.25 4.40
소듐기화반응도($) 7.5 7.5 7.5
최대 압력강하(MPa) 0.15 0.15 0.15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617 613 624

표 12. 설계항목 및 핵특성 인자

3) 노심 예비개념 타당성 평가

선정된 후보노심을 이용하여 출력변경에 따른 노심 핵특

성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출력이

600MWe 이상의 노심에서는 GWe 당 중핵종과 TRU 장전량

의 변화가 7% 정도로 미미하지만 300MWe에서는 27%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핵연료 경제성 측면에서 노심 출력이

600MWe 이상이 되면 출력규모의 경제성이 포화됨을 의미하

며, 상용 TRU 연소로는 최소한 600MWe 이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7은 출력용량에 따른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

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축방향 팽

창계수는 감소하고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축방향 팽창계수와 반경방향의 팽창계수의

증감폭이 서로 상쇄되어 출력에 관계없이 그 영향은 일정

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핵설계

측면에서 출력용량 상승에 의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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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출력에 따른 노심높이 및

노심 등가 직경

항목 후보개념 고유개념

PDRC루프수
2루프

4루프
4루프

안전계통
설계개념

능동형 능동피동
혼합피동형

증기발생기
전열관

단일벽
단일벽

이중벽

PHTS 펌프
수량

2
4

4

커버가스
압력제어

일정 질량제어 일정
압력제어일정 압력제어

IHTS 루프
수량

2루프
2루프

3루프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이중벽 직관형 이중벽
직관형단일별 헬리컬 코일형

에너지
전환계통

과열증기 Rankine Cycle 기본개념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참조개념

표 13. 후보개념 비교평가 항목

그림 18은 출력에 따른 축방향 노심높이 및 노심 등가

직경을 나타낸 것이다. 출력에 비례하여 동일한 선출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도

비례하여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노심 등가직경은 증가한

다. 직경 증가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를 기준 목표치

7.5$에 맞추기 위해 출력용량 증가에 따라 축방향 높이를

감소시켰다. 축방향 높이가 감소되면, 선출력 밀도가 증

가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료집합체가 추가되어

더욱더 노심 등가 직경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

로 원자로 용기의 직경 증가로 이어지므로, 직경 증가에

대한 공학적 성립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안전성 평가 지수를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을 줄

여, 경제적으로 TRU를 연소하기 위해서는 출력용량이 최소 600MWe 이상이어야 함을 밝혔다.

바.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1)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유체계통고유개념은 10-6/R.Y.의 CDF 및 기존

소듐냉각 고속로보다 더 낮은 발전단가를 안전성

및 경제성 목표로 설정하고 계통개념을 도출하였

다.

계통 기본개념은 1,200MWe 전기출력 풀형,

과열증기 Rankine Cycle 동력전환계통으로 설정

하고, 표 13과 같이 다양한 후보개념을 도출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의 장단점 및 구현가능성

을 평가하여 고유개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고유개념은 풀형원자로 개념으로,

PHTS, IHTS, RHRS 및 동력전환계통으로 구성

하였으며 정격출력운전 조건은 그림 19와 같이

설정하였다. PHTS 계통은 그림 20과 같이 원자

로 용기 내부에 PHTS 펌프와 IHX를 설치하여 방사화된 소듐이 원자로 용기내부에만 존재하도

록 하는 풀형 원자로 개념이다.

중간계통인 IHTS는 160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운전되는 증기계통과 대기압으로 운전되는 일

차계통 사이에서 압력 완충 기능을 하여, 소듐-물 반응 사고 발생시에 PHTS에 고압의 하중을

방지하고, PHTS 소듐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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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00% 정격출력 운전조건 계통열평형

그림 20.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도

동력전환계통은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관류형(Once-through) Rankine Cycle을 기

본개념으로 설정하고,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

임계 CO2 Brayton Cycle을 선택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관류형 과열증기 Rankine Cycle은 화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

증된 설계개념으로서, 소듐냉각고속로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경우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 

제4세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설

계개념에서는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만일의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

처하기 위하여 SWRPRS(Sodium Water 

Reaction Relief System) 개념을 도입하였

다.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은 물 및 증

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배제할 수 있으며, 작동되는 초임

계 CO2의 밀도가 높아서 소형 터빈을 사

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높은 계통효율로 운전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 경험이 없어서 향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제4세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에 초

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계통개념을 설정하였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피동 잔열제거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계통 및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인 원자로 보조냉각계통 IRACS(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PDRC 설계는 원자로 풀을 포함하는 복잡한 다중 전열회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특성

을 적절히 반영하여 계통 설계점을 설정하고, 설정된 설계점에서의 열유동 기본 설계인자를 생

산하였다. 

PDRC 계통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피동고장을 고려하여 1개 루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도 

100% 제열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루프를 설치하였으며, 루프당 10MWt의 열제거 용

량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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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기본개념

특히 기기의 외형크기 및 전열면적 최소화 등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상위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설정된 설계인자에 대하여 DHX 및 AHX의 전열관 재질 특성 평가를 토대

로 계통 기기 및 열유동 설계인자 분포 등의 최적 설계인자를 생산하고 그림 22와 같이 기기 및

배관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림 22.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PDRC

계통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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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계통 설계 자료들을 국외 노형인 EFR, DFBR 및 PFBR 등의 설계자료들과 비교 및 평

가함으로써 PDRC 설계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PDRC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PDRC 루프 소듐의 고화 방지 설계개념 개발을 위하여

부분잠김형 PDRC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소듐-소듐 열교환기

원자로 풀 내부 수직위치 변화 및 운전 모드별 소듐 고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

하고 관련 내용을 국외 저널에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인 IRACS는 원자로 재장전 모드 진입 이

후 발생하는 노심의 잔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재장전 운전온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

된다. 따라서 200℃ 내외의 저온 소듐온도 조건에 대하여 보수적인 설계점을 설정하여 기기의

열적 크기를 산정하고 전체적인 배치를 완료하였다.

IRACS 계통은 원자로 풀의 중간열교환기(IHX)와 원자로 건물 상단에 설치되는 강제유동

공기냉각기(FDHX), 그리고 이 두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IHTS 및 분기 소듐배관으로 구성되

며, 루프당 10MWt의 열제거 용량을 갖는 4개의 루프로 구성된다. IRACS의 도입을 통해 잔

열제거계통의 다양성 및 다중성을 향상시키기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잔열제거계통 설

계를 완료하였다.

2)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유체계통 주요 기기인 PHTS 펌프, IHTS 펌프, 중간열교환기, 증

기발생기, DHX 및 AHX, FDHX에 대한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그림 23과 같이 기기 설계인자 생

산을 완료하였다.

Tube

Baffle

Tube 
sheet

Tube 
sheet

Floating 
chamber

Outlet 
nozzle

Shell

Inlet 
nozzle

PHTS 펌프 IHTS 펌프 증기발생기 IHX

DHX AHX FDHX

그림 23.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주요기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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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IHTS 루프로 구성되는 열수송 계통의 경우, 루프당 1대와 2대의 PHTS 펌프를 사용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루프당 1개의 PHTS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cavitation margin 확보를 위하여, 커버가스의

압력이 대기압일 경우, 자유표면에서 펌프 임펠러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약 14m 이상 요구되

므로 원자로 내부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펌프 축 길이가 10m를 상회할 경우 펌프 축 진동으

로 인해 베어링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루프당 2개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Cavitation 방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NPSH(Net Positive Suction Head)가 약 5.2m 요구되므로 원자로 내부 배치에 용이하고, 펌

프 축 길이가 단축되어 펌프의 배치도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IHTS 펌프는 전자펌프, 캔드모터(Canned Motor) 펌프 및 기계식 펌프를 대상으로 운전가

능성, 펌프 효율 및 적용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식 펌프로 설정하였다. IHTS 펌

프의 기하학적 형상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BN-1600 원자로의 IHTS 펌프를 토대로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계코드를 사용하여 설계인자를 설정하였다.

중간열교환기는 shell-and-tube 형태의 열교환기로서, 2루프 및 3루프에 대하여 자체적으

로 개발한 CONFIG(전열관 배치), ASTEEPL(압력강하 계산) 및 2DHX(열전달 계산) 코드를

이용한 기기 열적크기 계산을 수행하고 주요설계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증기발생기는 기존의 KALIMER-600의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와 최근 일본의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채택된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된 직관형 이중벽 증기발생기 두

종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두 형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듐-물 반응 확률의 감소 및 핵연료 교체시의

검사 용이성 등에서 장점을 갖는 직관형 이중벽 증기발생기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벽 증기발생기의 열유체 설계를 통해 기기개념 및 설계인자를 설정하고, 증기발생

기에서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성 해석 방법론 개발 및 불안정성 발생 방지를 위한 설계개념 도

출을 완료하였다.

PDRC 계통의 소듐-소듐 열교환기인 DHX는 기기당 10MWt의 열제거 용량을 갖도록 설계

하였다. 특히 shell측 출구 부분에 천공형 유동 배플을 저온풀 영역까지 연장하여 고온 풀 소

듐 월류(overflow) 이전 시점에 저온풀 영역 국부 자연대류 유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

하고, 다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국부 자연순환 특성을 평가하여 설계개념의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소듐-공기 열교환기인 AHX는 DHX와 동일하게 기기당 10MWt의 열제거 용량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공기측 유동특성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통해 공기측 자연순환 유량을 현실화

하여 총 12개의 헬리컬 코일 raw를 채용하여 충분한 전열면적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안전해석 분야의 안전성 평가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열면적의 현실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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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FR 고유 구조개념 도출

1) 1200MWe SFR 기기배치도 작성

1200MWe SFR의 경제성 향상 방안으로 루프수를 최소화하고 기기를 밀집 배치하는 개념을

검토하였다. 1200MWe 원자로 기기 배치의 후보 개념으로 2-루프 및 3-루프를 설정하였고, 후

보 개념들 중에서 경제성향상 개념에 적합한 2-루프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발 노형

으로 선정하고 기기 배치 개념을 도출하였다. 노내에는 IHX, 일차 펌프 및 DHX는 각각 4기씩 배

치된다. 그림 24는 2-루프형1200MWe SFR의 원자로 기기배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SPX가 1,240MWe 용량에 원자로용기 직경이 21.05m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기배치 개념은 용

량 대비 원자로용기의 직경을 14.5m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5-1].

그림 24. 2-루프 IHTS 배치도 및 하부지지방식 동축배관 개념도

2) 상부내부구조물 및 노내 핵연료 교환기 설계 평가

1200MWe 용량의 노심 및 제어봉 배치 설계에 적합한 노내 핵연료 교환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전플러그 및 상부내부구조물의 설계 값을 도출하고 노심집합체에 대한 접근성을 평

가하였다. 노내 주요기기와 노심 배치를 고려하여 핵연료 교환기의 고정팔 길이, 대형 및 소

형 회전플러그의 설계 치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기기 간섭 및 핵연료집합체 접근성을 평가하

여 노심 배치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5는 상부내부구조물의 설계 개념도 및 핵

연료교환기의 접근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5-2].

그림 25. 상부내부구조물 개념도 및 핵연료교환기 접근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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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HTS 단순화 개념 도출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IHTS 루프 수를 최소화함에 따라 대형 배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대형 배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Mod.9Cr-1Mo강으로 배관 재료를 교체하고, 고온 배관과

저온 배관의 높이차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루프당 배관 길이를 경쟁노형(JSFR) 대비 60m 단

축하는 설계 개념을 도출하여 구조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배관 대형화 개념을 수용하는

하부지지방식 IHX 동축배관 구조개념을 제시하였다(그림 24)[5-3].

4) Mod.9Cr-1Mo강의 기기 제작성 분석

Mod.9Cr-1Mo강은 열팽창이 작아서 IHTS 배관 길이 최소화 개념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열 성능이 스테인리스강보다 우수하다. 이로부터 열교환기를 Mod.9Cr-1Mo 강으로 제작하

면 IHTS 배관 및 전열관과의 이종 용접을 배제할 수 있어 구조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Mod.9Cr-1Mo 강의 대형 열교환기 및 직경 1.1m의 대구

경 배관은 조사된 기기 제작업체의 기술로 국내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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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od.9Cr-1Mo 강의 기기 제작성 분석 결과

5) 노내 핵연료 교환기 및 ISI 통합기기 개념 도출

원자로 기기 및 유지보수 분야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핵연료 교환기와 원자로 내

부 검사장치의 기능을 일체화한 통합 기기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미국 특허로 출원하였다.

통합 기기는 핵연료 교환 장치와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와 변형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송 경로

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노내 구조물과 통합기기와의 간섭 여부와 도출된

통합기기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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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통합기기 개념도 및 3차원 시뮬레이션

6) SG/펌프 일체형 기기 개념 도출

SG와 이차펌프를 결합한 SG/펌프 일체형 기기의 개발은 IHTS 계통을 단순화시켜 높은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Canned motor pump 개념을 도입하고, 일체형 SG/펌프 기기

에 연결되는 IHX 개념으로 풀형 원자로에 가장 적합한 kidney형 IHX 개념을 제시하였다(그

림 28)[5-5]. 이러한 kidney형 IHX를 사용한 IHTS 배관 배치는 배관 길이를 최소화하여 경제

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Cold Leg Cold LegHot Leg

Hot Primary 
Coolant

Lower Chamber

Upper Chamber

Tube

Discharge 
Nozzle

Cold Leg Cold LegHot Leg

Hot Primary 
Coolant

Lower Chamber

Upper Chamber

Tube

Discharge 
Nozzle

그림 28. SG/펌프 일체형 기기 개념, kidney형 IHX 및 IHTS 연결 개념도

아. 고유개념 예비 PSA

1)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을 위하여 1,200MWe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으로 농축

도 분할노심 2개안과 단일농축도 노심 1개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후보노심으로



- 0-38 -

Peak Fuel 
Temp., ℃

Peak Clad 
Temp., ℃

Peak Na 
Temp., ℃

Av. Core Outlet 
Temp., ℃

Limit 1,070
700–790 
(<0.3hr)

Pump on: 1,055
Pump off: 940

650–700 (<5hr)
700-760 (<1hr)

0.4$ UTOP
(Pump on) 840 624 613589

ULOF
(Pump off) 797 773 (80 s)* 769590

ULOHS
(Pump off) 683 573 571571

Peak Fuel 
Temp., ℃

Peak Clad 
Temp., ℃

Peak Na 
Temp., ℃

Av. Core Outlet 
Temp., ℃

Limit 1,070
700–790 
(<0.3hr)

Pump on: 1,055
Pump off: 940

650–700 (<5hr)
700-760 (<1hr)

0.4$ UTOP
(Pump on) 840 624 613589

ULOF
(Pump off) 797 773 (80 s)* 769590

ULOHS
(Pump off) 683 573 571571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Pump off

Pump on

1hr
5hr650oC

0.3hr

940oC

1,055oC

700oC 700oC

1,070oC

760oC
790oC

Outlet SodiumCladFuel
Av. Core PeakPeak

 UTOP
 ULOF
 ULOHS

Peak
 

Te
mp

era
tur

e, 
o C

* holding time

그림 29. 연소로 ATWS 사고 해석결과

부터 최적 노심구성을 위하여 열유체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노심 압력강하 및 피복관 내벽 최대

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내 냉각재 유량분배 설계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MATRA-LMR과 SLTHEN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0.25MPa 노심 압력강하

제한치 및 650℃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 내 유량을 분배하여, 노심

압력강하는 농축도 분할노심의 경우 0.216MPa,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 0.228MPa로 제한치인

0.25MPa 이하를 만족하도록 노심 열유체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

농축도 분할노심

단일농축도 노심Wire-wrap
직경=1.5mm

Wire-wrap
직경=1.4mm

노심 압력강하, MPa
제한치 0.25

설계값 0.216∓20% 0.216∓20% 0.228∓20%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내부/중앙/외부노심), ℃

제한치 650

설계값 650/650/650 649/650/650 650/649/650

집합체 유량(14 그룹), kg/s 설계값 11.6～25.6 11.6～25.6 10.3～25.3

표 14. 노심별 노심 열유체 설계 결과

연소로 후보노심은 자체순환로에 비해 반응도 변화가 크고 노심 과도출력 제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심 핵적특성이 매우 달라,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고해석을

통해 자기출력 제어가능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어봉운전 및 제어봉 정지계통에 대한

안전현안을 도출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하였으며

고유 피동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 ATWS 비보호 과출력사고(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ULOF), 비보호 열제거원

상실사고(ULOHS)에 대해 SSC-K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고유 피동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모든 ATWS 과도기에 대해서 부반응도 궤환효

과에 의한 자기출력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UTOP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제어봉 인출

시 최대 반응도 삽입량을 73￠로 제한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2) 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현재 개발중인 고유개념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축된 신뢰도 자료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론을 활용, Level-1 PSA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

여 안전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설계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Level-1 PSA 결과 고유개념 노심손상빈도는 1.02×10-6/원자로․년이지만, 설계를 보다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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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 빈도는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유개념 설계에서 고려되

는 각종 설계안에 대하여 PSA 모델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노심손상빈도를 재평가함으로써 최적

의 안전계통을 채택하도록 설계를 지원하였다.

계통 기본 설계안 민감도 Case CDF(/yr) 증가비

PDRC

PDRC 1. PDRC 없는 경우 5.28×10-3 5176

2×50% Passive
2. 2×100% Active 1.04×10-5 10.2

3. 2×100% Passive 8.74×10
-7

0.86

소듐 고화빈도 (0.003/yr) 4. 빈도 10배 (0.03/yr) 1.80×10-6 1.76

PDRC 신뢰도 (1E-4) 5. 실패확률 10배(1E-3) 5.77×10-6 5.66

IRACS 2×100%, Safety Class 전원 6. IRACS 없는 경우 3.36×10-4 364

EPS 2 Gas Turbine Generator 7. No Gas turbine 1.16×10-5 11.4

RPS 2 diverse system (1st, 2nd) 8. 2nd RPS 없는 경우 2.39×10-5 23.4

표 15. SFR 각종 설계안에 대한 민감도 평가

개발된 MARS-LMR을 이용하여 고유개념에 대한 대표적 6개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을 수행하였다. 이들 사고들은 사고 초기조건들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심각한 사고들을 선택한 것

으로서 대부분의 계통과도 사고들은 이들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 사고들에 대한 해석결과 원자로

용기 하단부 파손을 제외한 5개 설계기준사고의 경우 피동안전계통의 적절성이 확인되었으며, 안

전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원자로용기 하단부 파손의 경우 원자로 고온 풀 액위 감소로 PDRC (Passive Decay-heat

Removal Circuit)의 작동이 지연되어 온도 제한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안전등급의 안전계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건 LOF TOP LOHS Pipe Break Vessel Leak SBO

사고초기화 펌프정지 반응도삽입 급수고립 배관 파단 하부 파손 전원상실

원자로정지 11.84 16.74 76.65 14.06 338.9 10

SG 급수고립 16.84 21.74 81.65 19.06 343.9 10

SG 고갈 ～40 ～40 ～20 ～40 ～380 ～30

펌프정지 ～100 ～120 ～200 ～110 ～440 ～100

IHTS Tc≃Th ～700 ～700 ～85 ～400 ～850 ～520

PDRC Overflow start ～6,250 ～6,150 ～2,000 ～5,000 - ～5,780

PDRC Overflow end ～13,900 ～13,800 ~6,800 ～11,500 - ～12,500

피복재 최대온도, ℃ 625 625.75 690 619 제한치 초과 625

표 16. 설계기준사고 안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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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기술 개발

1.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가.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제 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의 계통개념을 설정하고, 주요 구성기기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Na-CO2 화학반응에 대

한 기본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화학반응 모형을 개발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의 효율향상을 위해 압력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는 고집적 열교환기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1)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구성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전환계통으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기존의 Rankine Cycle의 대안으로 고려하여, 동력전환계통의 열평형 설정 방법론을 개

발하였고, 그림 21과 같이 1,200MWe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하기 위한 계통개념을 설

정하였다.

그림 30. 초임계 CO2 터빈 및 압축기 3차원 형상 구성도

또한 주요 구성 요소인 초임계 CO2 터빈, 초임계 CO2 압축기, 그리고 초임계 CO2 고집적 열교

환기에 대한 1차원 해석 및 설계 방법론을 개발하고, ANSYS-CFX 상용코드를 이용한 3차원

CFD 해석 체제를 구축하였다. 설정된 해석체제를 바탕으로, 그림 30과 같이 유동장 분석을 위한

초임계 CO2 터빈 및 압축기의 형상으로, 기존의 Rankine Cycle의 터빈 및 압축기에 비하여 크기

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예비 개념설계와 CFD해석으로 평가하였다.

2) Na/CO2 화학반응 모형개발 및 실험적 검증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Na-CO2 열교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듐과 CO2 기체간 화학반응 현상의 기본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4-5].

Na-CO2 화학반응 현상은 반응소듐의 온도가 반응률의 결정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온

도의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Arrhenius 경험식을 토대로 Na-CO2 화학반응 모형을 개발하

고, Na-CO2 화학반응 모형의 모형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체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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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영역 반응모형

그림 31. 반응영역 소듐온도에 따른

Na-CO2 화학 반응률 변화

Na-CO2 화학반응 특성 실험은 표면반응 실험 및 주입반응 실험의 두 가지로 수행하였으

며, 표면반응 실험을 통해 다양한 실험변수의 조합

중 조절 가능한 인자 위주로 실험조건을 설정하여 표

면반응 실험자료를 생산하였다. 표면반응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해 주어진 온도 및 유량 조건에서의

Na-CO2 화학반응률을 결정하였으며, 그림 31과 같이

화학반응시 온도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소듐의 온도가 460℃ 부근에서 화학반응률이

급격히 변화하는 화학반응에서의 문턱 온도

(Threshold temperature)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

온도는 국외연구(프랑스)를 통해 보고된 바 있는 50

0℃와 유사한 온도로서,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상세

한 실험조건 제어 및 분석을 통해 제시된 값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초임계 표면반응 특성실험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

로 Arrhenius 경험식의 모형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2영역 반응모형(Two-zone

reac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2영역 반응모형은 전산해석에 의해 구해지는 반응영

역의 소듐온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반응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Na-CO2 압력

경계파손 사고의 해석을 위한 전산해석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이다.

주입반응 특성 실험은 CO2 가스를 소듐 풀에 직접 주입하는 실험으로서, 표면반응 실험

을 통해 도출된 화학반응 모형의 특성이 실제 주입반응 시에도 경향이 유지되는지를 평가

하는 실험이다.

주입반응 실험에서는 CO2 가스 주입시의 노즐 직경, 누출 유량, 온도 및 압력 등의 실험

인자를 변화시키면서 전반적인 반응률을 평가하였으며,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누출부위

자체 막힘현상(self-plugging), wastage 특성 등의 부차적인 설계특성에 대한 실험적 평가

를 완료하였다.

3)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 및 실험적 검증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고집적 열교환기는 기기 크기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압력손실이 커서 계통 효율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열전달 성능

을 유지시키면서 압력손실이 작은 고집적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 열교환기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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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신개념 Airfoil type 열교환기의

CFD 해석 결과

그림 34. 혁신개념 Airfoil type 열교환기 및

상용 Zigzag형 열교환기 압력손실

측정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용 전

산해석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그림 33과 같

이 기존의 zig-zag형 PCHE와 동일한 열전달

특성을 유지하면서 압력손실을 1/14로 대폭 저

감할 수 있으며, Airfoil fin의 개수를 조절하여

압력손실을 보다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우수

한 설계특성을 가지는 Airfoil fin형 고집적 열

교환기 개념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혁신개념 열교환기의 성능을 실험적

으로 평가하고 초임계 CO2의 미세 채널에서의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losed loop로

구성된 열교환기 성능검증장치를 구축하고,

실험에 필요한 Prototype (SUS316,

200mm(L)×80mm(W)×20mm(T))의 고온ㆍ고

압용 열교환기를 국내에서 확산접합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제작한 prototype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압

력손실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림

34와 같이 운전영역에서 Airfoil type 열교환

기가 기존 zigzag에 비하여 열전달 특성은 동

등 이상이면서, 압력손실은 약 1/4-1/5 수준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신개념

Airfoil fin PCHE 열교환기에 대한 국내특허

(출원번호:10-2008-0051931)와 국외특허(미국,

출원번호: 12/385756)를 출원하였다.

나.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1)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및 제작

상용 초음파센서를 원자로 외부에 설치하고 판 웨이브가이드에 고온방지 구조, 방사선차폐 및

음향차폐 개념을 적용하여 고온 고방사능의 소듐 환경에 반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웨이브가

이드 센서를 설계 제작하였다(그림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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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계, 제작도 및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적용 개념도

2) 웨이브가이드 센서 수중 성능시험을 통한 SFR 적용가능성 확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10m 장거리 초음파 전파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A0 모드 판파의 분산 특성시험과 수중 송수신 감도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수중 반사체 반사 신호의 S/N비가 15 dB 이상이 됨을 확인하였다(그림 36).

(a) 웨이브가이드 센서 전파신호 (a) 수중 반사체의 반사신호

그림 36.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A0 판파의 수중 반사 신호

또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가시화 해상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의 표면손상 시

험편과 모의 노심을 이용하여 초음파 C-스캔 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증시험 결과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사각형 및 원형 금속파편을 탐지해 내었고, 폭이 2mm인 표면결함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

음을 검증하였으며 최대 0.8 mm 표면결함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형된 핵연료

어셈블리는 10m 거리에서 원격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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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t : 2mm  1mm  0.8mm  0.5mm

70mm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a) 표면손상 감지 검증시편 (b) C-스캔 가시화 영상 (c) 모의 노심 (d) 노심 상단부 영상

그림 37. 표면 손상감지 검증시편 및 모의 노심 시험체에 대한 웨이브가이드 센서 C-스캔 영상

3)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빔 방사각 제어 검증 시험

고출력 초음파 시스템 RAM-10000 장비를 이용하여 tone burst 초음파 펄스를 송수신 입사

주파수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빔 방사각을 42도를 기준으로 +5도에서 -5도 이상 변환시

킬 수 있음을 확인 검증하였다(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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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o (0.9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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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방사각 변환 검증시험

그리고 중심 주파수가 각각 1MHz, 1.5MHz, 2.25MHz인 초음파 센서를 설치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방출되는 방사 빔 프로파일을 측정하여 입사주파수 변화에 따라 빔 방사각이 변환됨

을 검증하였다. 그림 39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입사주파수 변화에 따라 ‘SFR’ 글자 각인 시험편

의 초음파 C-스캔 시험을 수행하여 C-스캔 영상의 변화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중인 Gen-IV 원자로 CD&BOP 한국 성과보고서로 작

성되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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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웨이브가이드 센서 빔 프로화일 및 방사각 변환

C-스캔 결과

4) 이중회전 스캐너 장치 및 손상검사 시스템 제작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로 헤드의 이중회전 플러그를 모사한 이중회전 스캐너 장치와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다(그림 40). 손상검사 시스템은 이중회전 스캐너와 3채널 웨이

브가이드센서, 고출력 초음파장치, 검사/스캐닝 제어 PC 및 스캐너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스캐너 프레임

수조

스텝 모터
(이중회전부)

중심축 프레임
스텝 모터

(Z-축, 자전)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

웨이브가이드
센서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스캐너 프레임

수조

스텝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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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이중회전 스캐너 및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시스템 제작

5) 스캔 형상화 프로그램 US-MultiView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LabVIEW 그래

픽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그림 41). 본 프로그램(Under-Sodium MultiView)

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이중회전 플러그 원자로 헤드를 모사하여 제작된 이중회전 스캐너를 정

밀 구동하면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고출력 초음파신호를 송수신하고 센서 위치 정보와 초음

파 신호를 처리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내부손상 검사시스템의 핵

심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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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US-MultiView 프로그램

다.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1) 고온 LBB 적용에 따른 경제성 향상 평가

고속로(SFR)에서는 GDC4[5-7]의 양단순간파단(DEGB) 요건을 적용할 경우 PWR과는 달리

급속파단으로 인한 동적 영향보다는 소듐의 대규모 누설로 인한 대형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

련해야 한다. DEGB로 인한 대형 소듐화재 대비책에는 대규모 소듐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SPX에서 적용된 개념과 같이 소듐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격

실로 나누고, 각 격실의 화재는 산소 고갈을 통해 질식 소화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최근 개발 중인 유럽,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의 고속로에는 LBB를 적용함으로써 정량적으로

DEGB의 가능성을 설계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고속로의 LBB 적용을 통해

DEGB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형 소듐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소듐화재의 발생 가능 지역을 국한함으로써 진화장비를 소형화하고, 격실 설치도 최

소화함으로써 작업원의 피폭 최소화는 물론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 고온 LBB 평가 자료 생산용 시험시설 구축 완료

1차년도에 Mod.9Cr-1Mo강 소형구조물에 대한 크립-피로 균열 개시와 성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구축하였다. 시험 장치는 그림42와 같이 Instron-8516 재료시험기, 5KW 용

량의 고주파유도가열기 및 장거리 줌 현미경(그림 43)과 직류전압강하(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를 이용한 실시간 균열 측정 장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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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형 구조 크립-피로 시험장치 그림 43. 비젼 시스템

3) FMS 재료 튜브 구조물에 대한 균열성장 시험 자료 생산

FMS(Ferrite Martensite Steel, Mod.9Cr-1Mo) 튜브시편의 균열거동 시험 데이터를 생산했는

데(Gen IV 결과물), 결함 길이 3mm, 2mm, 및 1.5mm에 대하여 9.5kN, 8kN, 및 6.5kN의 3가지

인장 유지하중을 적용한 균열성장 결과를 그림 44～46에 나타내었다. 이들 시험 조건에 따른

크립-피로 파단수명시험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그림 44. 균열성장(CF3) 그림 45. 균열성장(CF2) 그림 46. 균열성장(CF1.5)

1.5mm
Defect

(kN)
Rupture

Cycle
2mm

Defect
(kN)

Rupture
Cycle

3mm
Defect

(kN)
Rupture

Cycle
CF15-T7 6.5 1881 CF2-T11 6.5 849　 CF3-T3 6.5 570
CF15-T8 6.5 994 CF2-T12 6.5 1259　 CF3-T5 6.5 365
CF15-T4 8 201 CF2-T9 8 333 CF3-T6 8 216
CF15-T5 8 171 CF2-T10 8 161 CF3-T8 8 104
CF15-T1 9.4 19 CF2-T6 9.4 15 CF3-T9 9.4 7
CF15-T3 9.4 11 CF2-T7 9.4 14 CF3-T10 9.4 7

표 17. 하중 크기에 따른 크립-피로 파단횟수 비교

Mod.9Cr- 1Mo강의 고온 LBB 평가에서 균열 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고온 균열성장에 관한 수

학적 모델 개발에는 CT 시편 고온 피로균열성장(FCG) 시험과 고온 크립균열성장(CCG) 시험

이 필요하다.

ASTM E647에 제시되어 있는 피로 시험용 CT시편 규격에 맞춰 그림 47와 같이 1/2인치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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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제작하여 500℃, 550℃, 600℃의 3가지 온도와 하중비 R=0.1, 0.3의 총 6가지 조건에 대

하여 고온피로균열 성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작성하였다.

그림 47. CT 시험편 그림 48. FCG 결과

Load cond’ns for
(Fatigue / C-F) Initiation

detectable crack
Length : 2CL
Opening : d

defect at 
penetration : 2Cp

detectable 
through wall defect
internal surf. : 2Cd
external surf.: 2CL

LBB condition
2Cd < 2CG / a

through-wall
defect length : 2CG

Load conditions for
Fast rupture / instability

그림 49. 고온LBB 평가절차

4) 고온 LBB 평가절차 전산화 코드(SECA-LBB) 개발

고온 원자로구조에 LBB 평가절차를 그림 49에 나타내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평가

의 신뢰성 및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절차를 전산화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316SS에 대한 SECA-LBB-316 코드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였고, Mod.9Cr-1Mo강에 대

한 SECA-LBB-P91이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5) FMS 재료 LBB 적용 탄소성-크립 균열성장 해석모델 개발

FMS 재료에 대한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절차를 개발하여 구조시편에 대해 크립-피로 균열

거동 평가를 수행한 후 구조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피로 균열성장(FCG) 모

델과 크립균열성장(CCG) 모델은 시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5-8].

6) FMS 재료 구조물 고온 균열 성장 시험

FMS 재료 중규모 판재의 균열성장 시험장치를 구축하였고 ‘09년도에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

림 50과 같이 2개의 중규모 판재 시편이 장착되며, 미관통 표면균열을 시편의 중앙에 방전가

공으로 준비하고 2차원 균열형상 측정을 위한 다채널 DCPD 시스템을 구축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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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재 시편 (b) 용접 시편 (c) 시험편 조립

그림 50. Mod.9Cr-1Mo강 판재 시편 형상 및 조립도

FMS 재료 IHX 지지구조 시험편의 균열거동 특성 시험을 위하여 SFR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의 하나인 IHX 지지 부위 모사용 구조시편을 그림 51과 같이 Mod.9Cr-1Mo강과 316L

스테인리스강 및 Alloy 800HT 재료로 제작하였다. 316L 및 Mod.9Cr-1Mo강 결함 부위에서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른 균열 거동은 316L 결함부위에서는 표면 균열이 조금

씩 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300사이클 후에 측정된 표면 균열의 성장량은 약 0.11mm로

나타난 반면에, Mod.9Cr-1Mo강의 경우 300 사이클 후에도 뚜렷한 균열 개시 현상이 관찰되

지 않았고, 다만 약간의 결함 선단에서의 둔화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cycles 200 cycles 250 cycles 300 cycles

그림 51. 구조시편 결함부위 손상 진전도

7) 구조 시험을 통한 FMS 구조물의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기술 검증

Mod.9Cr-1Mo강 재질의 결함 부위의 크립-피로 균열개시에 관한  접근법을 적용한 평가 결

과는 특성 길이가 d=50㎛ 경우와 d=36㎛인 두 경우 모두 300사이클 이내에 균열이 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23의 구조시험 결과에서는 Mod.9Cr-1Mo강 재질의 결함에서는

300사이클 후에도 결함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Mod.9Cr-1Mo

강의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법은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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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피로 균열성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Mod.9Cr-1Mo강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법이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발된 방법이 보수적인 건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향후에는 보수성을 줄여서 실제 거동을 잘 모사하도

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을 통한 보수성의 정량화와 A16 기반의 평가 절차의 개선이

요망된다.

또한 LBB 관련 FMS 재료 시험결과물은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중인 Gen-IV 원자로

CD&BOP 한국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어 제출하였다.

2.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가.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

PDRC는 타 원자로 잔열제거계통에 비해 작동신호, 외부전원, 능동기기의 사용을 배제하며

사고시 자연순환을 이용한 완전피동개념으로 작동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우리 고유

의 독창적 피동잔열제거계통이다. 이러한 PDRC의 계통개념과 장/단기 냉각성능의 정량적

입증 및 인허가 전산코드 검증용 실험자료 생산을 위하여 PDRC 성능입증 실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여 주요 실험요건 설정 및 실

험장치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및 기기 검증용 소듐루프 설계를 진행하고 있

다. 또한 전산해석을 이용한 초기 피동잔열제거 계통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설계인자 설정하였

다[4-1].

KALIMER-600의 안전등급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DRC 의 잔열제거개념을 입증하고, 냉각성

능 확보를 위해 제시된 기술현안 해결안을 검증하기위한 실험장치 설계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예비실험요건을 수립하였다.

실험장치는 모의 대상원자로에서 잔열제거 운전 시에 예상되는 각종 열수력 현상을 가능한 한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의 대상원자로 (KALIMER-600)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

고 실험장치에서 모의해야 하는 주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여러 설계기준사건의 분석을 통해 예비 실험 매트릭스를 선정하였으며, 각 실험 매트릭스 별

로 주요 열수력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실험장치 설계 시에 적용되어야 할 주요 열수력 현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실험장치의 일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로부터 실험장치 유체계통 및 계측계통에 대한 설계요건을 도출하였다.

KALIMER-600을 대상원자로로 ‘07년도에 수행된 예비설계를 바탕으로 ’09년도에는 기본설계

를 수행하였다. 신뢰성 있는 척도법에 근거하여 대상원자로에서의 자연순환 특성과 온도분포

가 실험장치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실험장치의 척도는 체적 척도비는 1/125, 높

이 척도비는 1/5, 노심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하여 노심 정격출력의 7%로 설정하고, 대상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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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Tank

AHX

Sodium
Storage Tank

16 m

3.7 m

2.3 m

Air Stack

Reactor
Vessel

그림 52. 실험장치 주계통 개념도

로용기 내부 배치 형태 및 종횡비 보존하도록 설정하

였다.

실험장치는 그림 52와 같이 크게 PHTS와 PDRC로 이

루어지는 주계통, 보조계통 및 계측/제어/감시 계통으

로 구성된다. PHTS는 원자로 모의용기 및 대상원자로

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내부 구조물, 전기 가열봉 집합

체로 구성된 노심 모의계통, 4대의 IHX, 2대의 PHTS

펌프로 구성되며, PDRC는 2대의 DHX, 2대의 AHX,

완충탱크 및 관련배관으로 구성된다.

실험장치의 보조계통은 소듐 공급/정화계통, IHX 냉각

계통, 열손실보상계통 및 기타 실험장치 운전에 필요

한 계통으로 구성된다. 소듐 공급/정화계통은 주계통

에 필요한 액체 소듐을 공급․배출하고 정화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IHX 냉각계통은 IHX를 통해 필요한 만

큼 열을 제거하여 실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모의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열손실보상계통은 부품 표면에서 과도한 열손실을 보상하거나 소듐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

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 가스공급계통, 전력공급계통, 화재방호계통 등 실험 수행에 필요한 여

러 조건을 제공하고, 실험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계통이 포함된다. 현재 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해석코드와 CFD를 이용한 Scoping 해석을 수행중이다.

실험 수행에 필수적 기반시설인 전력공급시설과 소듐저장시설을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시설은 모의노심을 비롯하여 실험장치의 모든 기기에 요구되는 전력 공급할 수 있도록

4.5 MW 용량을 구비하고 있으며, 소듐저장시설은 20 ton의 소듐 저장용량을 갖는다.

피동잔열제거 성능 확보에 중요한 실험장치의 주요 기기인 열교환기 (IHX, DHX, AHX)

와 PHTS 펌프의 설계 검증 및 성능 평가와 소듐 풀 내부에서의 계측방법론 (미소액위변

화, PHTS 계통유량, 압력 및 국부속도) 개발을 위한 소듐루프를 ‘09년 말 시방서 작성 완료

를 목표로 현재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열침원 상실 사고시 CCS 열제거량, IHX 배치, Coastdown 유량 변화에 따른 초기 피동잔열제

거 계통 성능에 대한 전산해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각 설계인자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Coastdown 유량 변화가 초기 피동잔열제거 특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설계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노심 최고 온도 설계 제한치, Flywheel의 제작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Coastdown 유량 시간을 25초 이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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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및 분석

1) 실험요건 설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 중 하나는 가상 노심용융사고시 사고후 열

제거 능력입증을 통한 노심용융물 노내 억제 (In-vessel Retention) 가능성 입증이며, 이를 위

한 모델개발 선행연구로서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자료 생산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TRU (TRansUranium)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TRU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

는 대체물질로 Ce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U-(2,4,6)Ce-Zr 시편

의 용융/고화온도 실험을 통하여 U-TRU-Zr의 용융/고화온도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해석방

법론 및 실험요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측정은 열물성 측정장비인 DSC 404C Pegasus를 사용하였으며 순

정물질(Au)을 이용하여 실험장비를 보정하였다. ‘08년도에는 사출주조 방법으로 제조한 2원계

(U-Zr) 및 3원계(U-Zr-Ce) 봉형 시편의 성분분석과 미세구조 및 결정구조를 관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3. 제조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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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온도에 따른 열량변화: 예비실험결과

3) 특성실험 및 분석

‘09년도에는 진공감압 주조장치에서 제조한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모의

금속연료심 시편의 용융/고화온도 측정은 실제 핵연료 제조시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수행하

며, 도출된 해석방법론을 이용하여 U-TRU-Zr의 용융/고화온도를 유추할 예정이다.

3.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 0-53 -

그림 55. 진공감압 중력주조로의 설계도

그림 56. 연료심 시제품(Ø6mm x L300mm)

3. 금속연료심/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가. 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휘발성원소 손실방지 용해주조기술 자료를 분석 후, 진공감압 용해주조로를 이용해서 U-Zr 및

U-Zr-X 연료심을 시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LEU

축소시편을 제조할 예정이다.

1) 용해주조로 설계

금속핵연료심 제조기술 자료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

본을 방문하여 최신 용해주조로 설계방안을 도출하였

다. 고진공/고압 로체, 연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가열하는

유도가열장치, 연료심 주형시스템 및 건전한 연료심 주

조에 필요한 가압장치와 진공장치 등으로 구성된 용해

주조로를 설계하였다.

연료심 원격제조 mock-up 시설장치 구축에 필요한

원격 조작기 4대를 확보하고 연료심 용해주조장치 원격

운영성을 예비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국 INL의 EBR-II의 제조경험 자료 분석과 연료심 용해주조

로 장치와 연계하여 TRU 함유 금속연료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료심과 연료봉 제조공정

흐름도를 평가하였다[3-1.3-2].

2) 금속연료 제조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

금속연료심 제조기술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감압주조에 의한 SFR 핵연료 제조기술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력주조법, 연속주조법, metal barrier 주형 주조법 및

입자형 금속핵연료 등과 같은 기술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BR-II 금속연료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공정폐기물은 몰드 재질로 석영을 사용할 경우에

용해주조 공정에서 석영몰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줄이기 위

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몰드재질 개발이 필요하며, 석영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폐석영 조각

에 B2O3와 Na2O를 넣어 용융점을 약 1,150℃로 낮추어 저준위(Class C) 폐기물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용해주조 기초기술 개발

진공 감압주조로 가동 초기에는 Cu를 용해주조하면

서 각 부품과 기능 등을 점검한 다음 U-Zr 연료심을 제

조하였다. 주형과 연료심의 분리가 어려워 흑연주형에

석영관을 삽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가니와 주형은

ZrO2 도형재를 도포하여 자연 건조한 후 300℃ 진공에

서 2시간 동안 추가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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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료심 분리기기

그림 58. U-10Zr 미세조직

용해주조는 먼저 원소재를 도가니에 장입한 후 진공 분위기에서 승온하였다. 약 1000℃에 도

달되면 챔버 내부에 Ar 가스를 주입하여 Ar 분위기에서 원소재를 완전히 용해하였으며, 용탕의

온도가 1600∼1700℃일 때 주형에 출탕하여 U-10Zr 연료봉을 제조하였다. 용해주조한 연료봉은

외관상 주조결함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마 라디오그래피 검사 결과 내부에 미세한

기공과 함께 상부에 수축공이 관찰되었다.

4) 금속연료심 제조기기 설계 및 제작

연료심 분리장치는 진공감압 주조로에서 금속연료를 주조한

후 직경 4-10 mm이고 길이가 350 mm인 환봉 형태의 연료심

을 주형에서 분리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장치는 글로브 박스 내

부에 설치되었으며, 분리를 위한 유압장치와 유압 구동장치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압장치는 주형을 장착하여 회전과 상하

이동이 가능한 주형 고정장치와 주형에서 연료봉을 밀어 내는

유압 실린더를 포함한 분리장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료심 진공감압 용해주조 장치는 향후 실제 핫셀에서 원격운영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격 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금속연료 원격제조 mock-up 시험시설(가로 9m × 세로 14m, 차폐벽, 투시창)

을 구축하여 현재 원격조작기 부품을 보완 중이다.

5) 금속연료심 재료물성 예비시험

U-10Zr 금속 연료심의 인장특성은 위치에 따라 최대하중이 상단부 약 1,600 MPa, 중앙부

의 약 1,300 MPa, 하단부의 약 1,000 MPa로 상부가 기계적 강도가 높고 하단부로 갈수록 감

소하였다. 이 합금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α 우

라늄과 δ 상(UZr2)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lamella

구조를 나타내었다.

U-10Zr, U-15Zr, U-10Zr-4Ce 및 U-10Zr-6Ce

의 비열은 온도가 570℃까지 증가함에 따라 약 0.3

J/gK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U-10Zr 합금이

U-15Zr 합금보다 열팽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Zr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률이 감

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U-Zr-Ce 3원계 합금은 Ce 함량증가에 따라 열팽창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 용해주조 기초기술 확보

연료심 용해 주조시 주형의 예열온도를 높이기 위해 주형 예열장치를 수정/보완하였다.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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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고주파발진장치및주형예열장치보완

성 물질인 Am의 대체물질인 Mn을 U-Zr에 첨가하여 대기압

Ar 분위기에서 용해주조실험을 수행 중이며, TRU 물질에 함

유된 Ce을 U-Zr에 첨가하여 3원계 연료심을 용해주조하였다.

일반적으로 U-Zr에 Ce을 첨가하면 용융점이 낮아지고 용탕의

유동도가 증가되어 주조성능이 향상된다[3-3].

Am 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료심 용해주조장치의 설

계도면을 분석하여 주요 핵심장치 모듈화 기본개념을 설정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모듈별로 기본설계를 수행하였고

Pro-E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모듈 장치별로 세부 모듈화 설계를 Pro-E 설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각 모듈별 구성 부품의 원격 해체/조립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 중이다.

7)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작

국내제조 U-Zr 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의 예비검증과 조사연료와 피복관의 상호반응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할 축소시편을 제조할 예정이다. 축소시편의 직경은

3.7mm이고, 길이는 60mm이다. 축소시편의 용해주조는 석영관을 이용한 주형을 사용하여 한

batch에서 여러 개를 용해주조하고 제조한 연료심은 외관검사, 화학분석, 치수검사 및 내부 결함

조사를 위한 라디오그래피 검사를 실시하여 축소시편의 건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8) 금속핵연료심 재료물성 시험 및 평가

SEM/EDS를 이용하여 용해주조한 2원계와 3원계 금속연료심의 성분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편의 조성과 용해주조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현재 금속연료심의 밀도를 측정하

고 결정구조를 분석하여 주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2원계 연료심(U-10Zr)의 상온 인장특성을 평가하였다. 주조된 연료심은 인장변형 과정에서 네

킹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cleavage 취성파괴 거동을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600℃까지 열확산

도를 측정한 결과 U-15Zr 연료의 열확산도가 U-10Zr 합금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 신피복재 성능평가

3차에 걸친 신피복재 합금제조와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피복재에 비하여 고온 강도 및 크

리프 특성이 우수하고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후보합금을 개발하였다. 신합금 규격도출을 위한

제조공정 설정 연구와 함께 피복재/소듐 양립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1) 피복재 열 및 기계물성 자료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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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1차 후보합금 크리프 변형속도

그림61. 피복재/소듐양립성시험장치설계

피복관 재료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SFR 핵연료 피복

관의 재료의 기본이 되는 9Cr 강이나 2.25Cr 강의 열전도도와 열팽창계수를 조사하였으며 SFR

피복관 소재로 사용가능한 Gr.92 강에 대한 열적 크리프 거동을 분석하였다. 원천특허출원에 필

요한 피복관 특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원자력용 FM강 개발은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과

일본금속재료연구소(NIMS)가 주도하고 있었으며 국내는 두산중공업(주)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피복재 합금 1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시편 제조

9Cr-2W 강을 기본합금으로 하여 석출강화 합금원소

인 C, Nb 및 Ta의 함량을 변화시킨 8종의 합금과 결정

립계에 편석하여 결정립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B를 첨가한 2종으로 총 10종의 피복재 예비

합금을 설계하였다. 30 kg 규모 잉곳으로 제조한 후 최

종 두께 15 mm의 판재로 열간 압연하였다. 예비 후보

설계합금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5종의 합금이 기준합금

(HT9, Gr.92)에 비하여 높은 항복강도를 보였다. 특히

B를 첨가한 강과 C를 낮춘 강이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다. 인장시험과 함께 650℃ 크리프 시험

을 수행한 결과, 4종의 합금이 기준합금보다 크리프 강도가 우수하였으며, 특히 B03 합금의 정상

상태 크리프 변형 속도가 가장 낮아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었다. 예비설계 합금의 성능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후보군(9종)을 설계/제조하였다.

3)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종래의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기술 동향은 크게 정적,

동적 및 준동적 시험기술로 나뉘어 진다. 정적 시험기술은

유동이 없는 액체 소듐과 피복재의 양립성을 주기적으로

계측하는 기술로 시험장치 및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듐 내 불순물 제어가 용이하지 못하여 시험결과

를 재현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동적 시험기술은 액체

소듐을 전자기 펌프를 이용하여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

으로 정적 시험장치에 비하여 소듐 내 불순물 제어가 용이

하고 실제 원자로 시험조건과 유사한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

장치가 매우 복잡하여 제작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

을 갖는다. 준동적 시험기술은 정적 및 동적 시험기술의 장점을 채택한 방식으로 인공유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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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1차 후보합금 크리프 파단강도

열대류를 이용한 순환개념을 미국 INL, 일본 NDC, 중국 CIAE 및 인도에서 제안하였다. 기술 검

토 결과, 열대류 자연순환 개념을 이용한 소듐/피복재 양립성 시험기술이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4) 후보 피복재 고온 크리프, 인장/충격 특성시험 및 평가

1차 후보 피복재의 크리프 성능은 Zr을 첨가한 B107강,

Pt를 첨가한 B109강, Ti을 첨가한 B106강 및 Pd를 첨가한

B108강 등 4종이 기준 합금인 Gr.92 강 보다 우수하였다.

1차 후보 피복재의 인장강도는 V 함량이 높은 B102 강과

N 및 C 함량이 높은 B103 강을 제외한 모든 합금이 기준

합금인 Gr.92 강에 비해 높았다. 특히, V 함량을 0.1%로

감소시킨 B104 합금과 Zr을 첨가한 B107 합금, 그리고 Pt

를 첨가한 B109 합금이 높은 항복강도를 보였다.

1차 후보 피복재 중에서 몇 종에 대하여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B102, B104 및 B109의 USE는 각각 약 110J,

97J, 및 54J이었으며, DBTT를 의미하는 T41J은 각각 약 -10℃, -7℃, 23℃로 측정되어 B109강이

낮은 충격흡수 에너지와 높은 DBTT를 보인 반면, B104강의 DBTT가 -7℃로 낮은 값을 나타냈

다.

5) 피복재 합금 2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제조

1차 후보군의 특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2차 후보군 합금(16종)

을 설계하였다. 크리프 연신율 향상에 유리한 Ta 함량을 변화시킨 2종 합금(B202-B203), VX

석출물 강화효과를 위해 V 함량을 변화시킨 2종 합금(B204-B205), 고용강화 원소인 W 함량

을 증가시킨 합금(B206)과 B, V 및 N 함량을 변화시킨 2종의 합금(B207, B208)을 설계하였

다. P첨가 합금(B209 및 B210)을 설계하였으며, Zr, Pt, Ge 및 Cu 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6종의 합금(B211-B215A)도 함께 설계하였다.

16종의 2차 후보합금에 대하여 잉곳 제조 후 열간압연하여 최종 두께 15mm의 판재를 제

조하였고 1050℃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처리 후 750℃에서 2시간 템퍼링하였다. 이들 2차 후

보 합금에 대하여 상온에서 700℃ 온도 범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6종의 합

금 중에서 B205 및 B215A를 제외한 14종의 후보 합금이 기준합금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인

장강도를 나타내었다

6) 신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2차 후보 피복재에 대하여 650℃, 140 MPa 응력에서 고온 크리프 시험에서 B를 첨가한 B207

과 B208 강 및 W 함량을 증가시킨 B206 강, Zr을 첨가한 B211 강 등 9종의 합금이 기준합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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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피복재/소듐 양립성 예비시험 결과

그림 63. 2차 후보합금 크리프 파단시간

긴 크리프 파단시간을 보였다. 특히, 5종은 크리프 파단시간

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140MPa 및 150MPa의 크리

프 시험이 완료되었고 130MPa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

며, 향후 120과 110 MPa와 같은 저응력 장기 크리프 시험

을 수행할 계획이다.

7) 신피복재 합금 재료 규격 선정

2차 후보합금 중에 650℃ 인장 및 크리프 성능이 우수한

5종 합금조성을 근거로 원천특허 출원이 가능한 4종의 조성

물을 선정하여 현재 출원을 진행 중에 있다. 합금조성과 아울러 신피복재 재료규격 선정에 필요

한 피복재 제조공정 설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열간가공 및 냉간가공 변수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열간가공의 경우, 열간가공 온도 및 열처리가 피복재의 고온 기계적 물성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열간가공 결과, 연성의 큰 저하 없이 고온강도가 최대 30% 정도 증가

하였으며 고온 크리프 강도를 증가시키는 V-rich MX 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냉간가공의

경우, 템퍼링 온도, 냉간가공 및 열처리 등의 공정변수가 피복재의 고온 인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석출물을 미세하게 제어하여 기준시편에 비하여 연신율은 비슷하면서 고온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약 30% 향상된 냉간가공 공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8) 신피복재와 소듐의 양립성 시험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이 알려진 316L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서

650℃에서 2개월간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소듐의 흐름에 따라 부식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

과인 하류효과(Downstream effect)와 같은 전형적인 양

립성 거동이 관찰되었으며 부식량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시험결과를 얻어 제작한 양립성 시험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316L 강을 이용한 예비시험을 종료하

고 기준합금과 신피복재 합금 3종에 대한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다.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금속연료 성능 및 고온, 고연소도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반응평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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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상호반응 열처리후 

미세조직

0

500

1000

1500

2000

2500

0 100 200 300 400 500

Wire-wrap pitch length(mm)

St
iff

ne
ss

(k
N/

m
)

37 rods
127 rods

그림 66. 와이어랩 피치에 따른 강성도

료심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금속연료 노내거동 평가를 위한 전산모델 개

발 및 예비 성능평가가 수행되었다. 

1)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예비평가

상호반응에 대한 이론적 평가 후 최적 실험요건을 설정

하여, 다양한 연료심/피복재 조성, 온도, 시간 조건(시편: 연

료심 6종, 피복재 2종, barrier 8종 및 실험조건: 740℃x25h 

외 4 조건)에서 50여회의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였다. 70

0℃에서 96시간 동안 시험에서는 확산쌍 계면에서 금속간 

화합물이 여러 층을 이루면서 형성되었고, 공융 온도 이상

인 740℃에서 25시간 열처리한 확산쌍 계면에서는 공융상

의 조성에 해당하는 U-rich 상이 관찰되었다.

상호반응을 방지하는 barrier 개념을 예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질의 barrier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V, Cr 및 Ti 재질의 barrier는 두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Zr, Mo 및 Nb 등은 금속연

료심과 반응하여 두께가 변화하였다. 특히 V은 확산 방지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사코팅된 Cr 및 Cr2O3도 우수한 상호반응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특허권이 확

보된 실용적인 barrier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집합체 휨 및 연료봉 다발 굽힘 변형 평가

집합체 휨 및 연료봉 다발 굽힘 변형 평가를 위한 예

비단계로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체 휨 및 연료봉 

다발의 굽힘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19, 37, 127 및 217개의 연료봉에 

대한 입력 자료를 작성하고, 37 및 127개 연료봉 다발에 

대하여 와이어랩이 강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와이어랩 피치에 따른 강성도 평가에서 와이어랩 피치

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봉 다발의 강성도는 감소하였다. 

즉 와이러랩 피치가 감소할수록 와이어랩이 덕트의 압축

력에 반발하는 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다발 강성도 평가를 통하여 ANSYS 기

반 평가 방법론 및 연료봉 다발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MA 함유 금속연료 열전도도 모델개발

다원합금 열전도도 모델 분석후 MA 함유 다원계 합금 열전도도 모델 개념을 설정하였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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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RE 상의 열전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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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Am 원소재분배

가 포함된 U-Zr 금속 핵연료의 경우 RE 상이 고용하지

않고 연료에 분산되므로 거시적 혼합물 모델인

Maxwell 모델과 Bruggeman 모델 등을 적용하여 등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RE 상이 등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U-10Zr에 6

wt.% Ce이 첨가되었을 경우에 열전도도가 5% 정도 감

소하였다.

열전도도 모델 검증을 위하여 U-Zr에 2, 4, 6 wt.%의

Ce을 첨가한 대체 연료심을 제조한 후, 밀도와 열확산

도를 측정하고, 시편의 비열은 Kopp-Neumann 법칙으로 평가하였다. U-Zr의 경우 Ce을 첨가하

면 열확산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발된 열전도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MA가

RE 상에 주로 석출되므로 U-Pu-Zr 핵연료에서 MA에 의한 열전도도 변화를 현재의 모델로 예

측할 수 있었다[3-4].

4) 연료봉 다발 굽힘 및 접촉 변형 모델 평가

ANSYS을 이용한 연료봉 다발-덕트 상호작용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연료봉 다발-덕트 상호

작용 조건하에서 피복관의 과도 변형 및 열집중점을 평가할 수 있는 연료봉 굽힘 및 접촉 변형평

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료봉 굽힘변형은 ANSYS의 PIPE16 및 PIPE20 요소를, 오벌변형은

ANSYS의 LINK8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연료봉 접촉은 ANSYS의 CONTACT52 요소를 사용하

여 모델링하였다.

19개 연료봉 다발의 온도, 와이어랩 피치 길이 및 와이어랩 두께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와이

어랩 피치길이 증가시 절점변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연료봉 피치길이가 증

가함에 따라 연료봉 강성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온도 증가 및 와이어랩의 두께 감소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굽힘변형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며, 연료봉

다발 건전성 평가를 위한 설계변수 평가 능력을 확보하였다.

5) MA함유 원소재분배 모델 개발

MA의 원소재분배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Am은

Zr의 원소재분배와 같은 경향으로 재분배되며 Np은 Pu

과 유사하게 재분배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MA 원

소의 특성을 활용하여 U-Pu-Zr을 기지물질로 가정하고

Am이 확산해 나가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준이원계 상

태도, Ishida모델 개념 및 Hofman의 이론을 이용하여

원소재분배 계산용 모듈을 작성하여 MACSIS에 이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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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그림 70. 800℃ V-foil 상호반응시험

였다.

개발된 원소재분배 모델을 활용하여 3원계 합금을 계산하면 Q* 값이 -100,000 kJ/mole 이하인

경우, 측정된 실험 데이터 및 계산값과 편차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Am의 원소재분배를 계산하면 연료심 중앙의 약 650℃에서 Am의 분율은 중심부에서

크게 증가하며 연료심 중간영역에서 Am이 고갈되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

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연료봉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6)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고속로 조건의 온도(피복관 최대온도 500℃ 이상) 및

출력밀도(200W/cm 이상)를 만족하는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설계를 위하여, 하나로 연소시험에 필요한 연소 조

건을 예비 분석하여 연구로 내 조사위치, 선출력, 연소

도 및 연소기간 등을 결정하였다. 시험리그의 성능을 예

비분석하기 위하여 하나로 노물리 계산을 수행하고, 핵

연료 성능 예비평가용으로 엑셀 모듈을 작성하여 연소

조건을 입력으로 핵연료봉의 온도를 계산하였다.

고연소도 단기간 달성을 위한 최적 차폐체를 선정하

였으며, 핵연료봉의 온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헬륨 간극층을 선정하고, 2중 밀봉방식에 의한

조사캡슐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피복관의 내면온도를 600℃이하로 제한하는 핵연료봉의 선출

력은 306W/cm로 계산되었고, 연소도 3 at.%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0 EFPD이었다. 또한

중성자속 분포, 압력강하, ONB 온도를 고려하여 핵연료봉의 반경 및 축 방향배치를 설정하여

조사시험 캡슐을 설계하였다.

7)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장치 설계

상호반응 및 공융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barrier 후보 물질을 시험하고, 다양한 barrier 제조법

을 평가하여 실용적 barrier를 도출하였다. 20㎛ 두께의 Zr, Nb, Cr, Ti, Mo, Nb 및 Ta을 이용하

여 800℃에서 25시간 동안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V과 Cr을 최적 barrier 후보물질로 선

정하였다. 또한 Zr 및 V와 질화물을 피복재에 증착시킨

후 800℃에서 25시간 동안 상호반응 시험에서 공융을

방지하였다.

실용적인 전해도금법으로 Cr barrier 층이 형성된 피

복재와의 U-Zr(-Ce) 연료와 상호반응을 평가하였다. Cr

도금 층이 4㎛ 미만일 경우에는 800℃에서 공융을 방지

하지 못하였으나, Cr 도금층이 4 ㎛ 이상일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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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연소로 CDF 평가

융을 방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화물 barrier 관련 특허가 추가로 출원되었으며, barrier 형

성방법(예, 증착, 도금, 질화법)에 대한 다양한 온도 (700℃, 740℃, 800℃) 및 시간에서 상호반응

시험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8) MA 함유 금속핵연료 핵분열기체방출 모델 개발

미국 INL의 핵분열기체방출 자료인 X501(U-20.2Pu-9.1Zr-1.2Am-1.2Np) 및 AFC-1 (TRU >

30wt.% 혹은 MA > 5wt.%)를 분석하였다. 핵분열밀도에 따른 핵분열기체방출 거동은 MA가 첨

가되더라도 U-Pu-Zr과 전체적인 거동은 유사하지만, 연소초기에 핵분열기체방출이 급격한 방출

을 보일 수 있으며, Am에 의한 He 방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MACSIS에 He 가스양을 포함시켜 핵분열기체 방출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보수적으로

Am 농도는 연소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MACSIS 코드에 설치된 기존 핵분

열기체 방출 프로그램내의 단계적 계산절차에 대하여 각 시간구간 간의 연계, 결정입계에서의 핵

분열 생성기체 원자수 밀도 산출 및 표면 확산계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핵분열기체방출

예측 정밀도를 향상시켰다[3-5].

9) MA 함유 핵연료 예비성능 평가

Gen IV SFR 금속연료의 성능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플레넘 대 연료심 부피비에 따른 피복관 건전성

과 barrier 피복재 적용시 연료봉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CDF는 온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심 출구온도를 낮

출 경우 CDF 제한치 만족이 가능하며, 피복관 두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0.02 mm의 barrier를 고려하면, 연

료봉 직경 8mm, 피복관 두께 0.6 mm, 플레넘/연료심 부

피비 2.25일 경우, CDF 제한치를 만족하였다.

희석밀도 허용치는 낮은 희석밀도에 관한 성능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연료심 제조 허용공차만을 고려하면, 연료봉 외경이 7 mm인 경우 60% 정도는 되어야 연료심이

중첩되지 않았다. 연소로심에 대하여 금속연료 고온, 고연소도 성능 평가를 위하여 설계인자 평

가, CDF 설계 제한치, 최적 피복관 두께, 연료심 직경 허용 공차, 피복재 공차 및 희석밀도 영향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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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73-1 BFS-75-1 BFS-55-1
유효증배계수(C/E-1)[
%] -0.168 0.256 0.503

소듐기화반응도가
(C/E) - 0.829

1.012/1.03
2

반응률비 (C/E)
F49/F25 0.997 1.007 1.003
F28/F25 1.035 1.080 1.009
C28/F49 0.945 0.955 0.972

C28/F25 - - 1.008
F37/F49 0.996 1.040 -
C37/F49 1.014 - -
F51/F49 0.977 1.055 -
F53/F49 0.943 0.832 -
F48/F49 - 1.156 -

F64/F49 - 1.013 -
F41/F49 - 0.983
F40/F49 - 1.095 1.055

표 18. BFS 임계 실험 균질 모델 계산 결과

구성
측정오차[%

] C/E

CR1TY5 0.61 0.982

CR14TY5 0.50 0.973

CR135TY5 0.46 0.988

CR123456TY5 0.39 0.990

CR7TY4 0.41 0.987

CR8TY4 0.42 0.951

CR78TY4 0.37 0.963

CR7TY1 1.94 1.012

CR8TY1 2.04 1.010

CR9TY1 3.33 0.996

CR7TY2 5.00 1.030

CR7TY5 2.63 1.004

표 19. BFS-75-1 제어봉가 계산

결과

제 3 절 국내 기반기술 개발

1. 전산코드 고유화

가.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1) DIF3D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BFS-73-1, BFS-75-1, BFS-55-1 임계 실험에 대하여 균질 모델에 기반한 설계코드

(TRANSX/TWODANT/DIF3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임계 집합체의 노내 배치, 디스

크의 구성 및 조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균질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효

증배계수, 반응률비, 제어봉가, 소듐기화반응도가 등을 평가하였다[노심-7]. 균질 모델 평가 시 계

산 조건(중성자 에너지 군, 계산 격자 크기, 수송이론 고차 항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적 계산 조건을 도출하여 균질 모델 계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세 가지 임계 집합체에 대하여 현재 설계에 적용 중인 ENDF/B-VI.6 핵자료를 사용할 경우 유

효증배계수에서는 0.5%△k/k 이내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핵종별 반응률비를 U, Pu 동위원소 및

Am-241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오차로 예측함을 보였으며 Am-243, Cm-244 등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오차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BFS-75-1에서 측정된 제어봉가는 전체 제어봉 구

성에 대하여 5% 이내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제어봉가가 큰 구성에 대하여 정확도가 저하되었으며

BFS-75-1, BFS-55-1에서 측정된 소듐기화 반응도가에서는 설계코드가 보수적으로 예측함을 확

인하였으며 플루토늄 장전 노심 (측정오차 1σ이내)보다 우라늄 장전 노심(예측 오차 17%)에서

예측 오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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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비균질효과 (pcm)

BFS-73-1 0.99849 349

BFS-75-1 1.00204 696

BFS-55-1 1.00042 1486

몬테칼로 계산 표준편차 (1σ) = ±0.00002
유효증배계수 계측 오차 (1σ) = ±0.00150

표 20. 몬테칼로 코드를 통해 계산된

유효증배계수의 C/E 및 비균질 효과

측정오차

1σ [%]
C/E 비균질

효과 (%)

BFS-73-1

F49/F25주1) 1.62 0.998 0.21

F28/F25 1.65 1.046 3.04

C28/F49 1.60 1.040 -4.55

F37/F49 3.35 0.997 0.78

C37/F49 4.58 1.009 -0.85

F51/F49 3.95 0.981 1.23

F53/F49 4.57 0.947 1.43

BFS-75-1

F49/F25 1.17 1.011 1.05

F28/F25 1.56 1.097 12.47

C28/F25 1.64 0.953 -2.24

F37/F49 1.99 1.052 5.76

F51/F49 3.49 1.066 7.42

F53/F49 4.29 0.840 7.96

F48/F49 1.28 1.161 1.67

F64/F49 1.52 1.024 5.46

F40/F49 2.27 1.106 5.03

BFS-55-1

F28/F25 1.68 1.019 3.00

F49/F25 1.40 1.003 0.36

F40/F49 3.15 1.057 1.00

F41/F49 1.98 0.982 -0.44

C28/F25 2.60 0.952 -5.87

C28/F49 2.60 0.970 -6.21

주1) XYZ/XYZ, X=반응종류 (F=fission, C=capture),
Y=원자수의 마지막번호, Z=질량수의 마지막번호

표 21. 스펙트럼 지수, 반응률비의 C/E 및

비균질 효과

위탁과제를 활용하여 기 개발된 고속로용 몬테칼로 코드 McCARD를 본원이 보유하고 있

는 BFS 임계 실험 자료에 대하여 검증하여 향후 실험 자료 확보가 어려운 연소계산 모듈 및

불확실도 분석을 위한 참조 도구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07년도에는 평가 핵자료에 대한

몬테칼로 연속에너지 단면적을 생산하고, 불확실도 분석을 위해 가용한 공분산 자료를 조사

검토 완료하였다.

2) 몬테칼로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통상적인 임계실험은 대상 노심과 노심 평균 조성

및 크기는 거의 유사하지만 이를 위해 단위 핵연료셀

은 축방향 또는 반경방향으로 비균질한 형상을 갖는

다. BFS 임계 실험의 경우 축방향으로 핵연료 디스크

와 냉각재, 구조재들이 배열된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

러한 단위셀의 배치가 노심 임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축방향으로 비균질한 단위셀 내부에 계측

을 위해 설치되는 계측기기들의 위치에 따라서 국부

적인 측정값들(반응률비, 반응률 분포)이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실제 전산코드 검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군 중성자 에너지 근사, 기하학

적 근사로부터 자유로운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하여

BFS 임계 실험에서 측정된 각 노물리 변수에 대한

보정인자를 생산하였다[노심-8].

각 임계 집합체의 형상을 실험에 가능한 한 근접

하도록 모델링하였으며, 유효증배계수에서 0.2%Δ

k/k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비균질 모델을 구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유효증배계수와 국부적인 측정값

에 대하여 계측기 위치에 따른 보정인자를 생산하였

다.

표8에서 보인 바와 같이 BFS-73-1의 경우 단일

농축도를 갖는 핵연료 디스크가 사용되어 단위셀의

비균질 영향이 가장 작게 평가되었으며 BFS-55-1

의 경우 고농축 플루토늄 디스크가 장전된 집합체로

플루토늄의 공명영역 중요도가 커 비균질 영향이 대

략 1,500pcm으로 평가되었다.

반응률비에서는 핵분열 물질(Fissile)에 대한 반

응률비의 계측기 위치 영향은 작은 반면, 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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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APSTRACT에 의한 샘플(U-235)

반응도가 계산 결과

중성자 핵분열이 지배적인 핵분열성(Fertile)물질의 반응률비의 예측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탁과제를 통하여 몬테칼로 연소계산 코드 McCARD를 BFS 임계 집합체에 대하여 검증

완료하고 설계 중인 소듐냉각 고속 실증로 후보노심에 대한 기존 설계코드와 비교 분석하여

현 설계 전산체제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단면적에 불확실도를 평가하였다.

3)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수치적 벤치마크 계산

BFS 임계 집합체에 대한 균질/비균질 모델

에 대한 분석은 I-NERI 연구과제를 통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최신 평가 핵자료

(ENDF/B-VI.6, ENDF/B-VII.0, JEFF-3.1,

JENDL-3.3, JENDL-AC2008)에 대하여 각각

분석되었으며 각 평가 핵자료의 핵종별 특성

을 평가하였다. U-238 비탄성 산란 단면적의

편차에 의해 플루토늄 장전 노심 해석 결과

최대 1,000 pcm의 차이를 유발하였으며,

JEFF-3.1의 Na-23 단면적 개선은 우라늄 장

전 노심의 소듐기화반응도에 큰 영향을 보였

다. 이를 기반으로 단면적 보정기술 개발을 위

한 기반 단면적을 선정 (ENDF/B-VII.0을 기초

로 U-238은 ENDF/B-VI.6으로부터, Na-23은

JEFF-3.1을 사용)하였다.

노물리 측정 변수 및 노심 설계의 불확실도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핵종의 반응 종류 별, 에너지 군별 민감도 계수

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두 직접 계

산으로 수행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향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표준 섭동이론에 기반한 민감도 계수 계

산 코드(APSTRACT)를 개발하였다.

APSTRACT 코드는 TWODANT와 같은 수송이론 코드의 계산 결과에 기반하여 핵종별, 에

너지군 별, 반응 종류별 반응도에 대한 민감도 계수와 그 기여도를 평가 할 수 있다.

APSTRACT는 현재 수송이론 코드와의 연계 모듈, 민감도 계수 및 기여도 평가를 위한 주

모듈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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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IHX 유동특성 분류

나. 유체계통 기반기술 개발

1)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에는 노심에서 발생된 열을 중간계통으로 전달하는 도너츠형

배플이 설치된 중간열교환기가 이용된다.

이를 위해 중간 열교환기 설계목적으로 개발된 압력손실계산용 전산코드 ASTEEPL와

열전달해석용 전산코드 2DHX에 사용되는 압력손실 및 열전달 상관식을 평가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위해 검증용 실험장치의 척도 분석과 실험요건을 설정하고, 일부 유동조건의 경우

에는 실험에 앞서 상용전산코드 CFX-11를 이용하여 중간열교환기 내부의 전열관형상을 대

상으로 압력손실과 전열성능을 해석하였다.

중간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유동 현상은 도너츠형 유로칸막이에 의해 열교환기 쉘측의

각 지역에 따라 교차류, 수평류, 경사류가 발생하므로, 각 유동 특성별 압력손실 상관식을

평가하기위해 교차류 및 경사류의 경우는 자체과제내부에서 생산된 실험 데이터가 있으므

로 이 자료와 Idelchik[4-2]의 교차류 상관식, ESDU 상관식과 ASTEEPL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Taborek 상관식[4-3]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Idelchik 및 ESDU 상관식은 실험자료와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나,

ASTEEPL코드의 Taborek 상관식은 압력손실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

라서 교차류 및 경사류의 마찰계수 상관식은 실험자료로 잘 입증된 Idelchik 및 ESDU 상

관식이 타당하다.

수평류에 대해서는 관련 실험자료가 없으므

로 상용전산해석코드 CFX-11를 이용한 전산

유동해석결과와 ASTEEPL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Idelchik의 상관식을 비교하였다. 수치격

자는 50만-60만개를 사용하고, 계산에 필요한

난류모델은 이 코드에서 제공하는 4개의 난류

모델(SST, RNG, RSTM-SSG, RRSTM)중에

서 SST 난류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마찰계수

를 예측하며, ASTEEPL코드에서 사용하고 있

는 Idelchik의 마찰계수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열전달분석 전산코드(2DHX)의 검증을

위해서 평행류에 대하여 2종류의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Nusselt수와 상관식들을 비

교한 결과 SST 해석결과와 일치하는

Grabaer-Rieger 상관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교차류의 경우는 특성을 평가한 결과 현재 그림 75와 같이 2DHX코드에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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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Rankine Cycle 해석 모델

그림 75. 교차류(좌) 및 경사류(60°) 열전달 특성

는 Dwyer 상관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경사류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여 기존 상관식을 평가한 결과, 2DHX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관식은 SST 모델

의 결과와 잘 일치하므로 2DHX코드에 사용하는 상관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외SCI 논문집에 3편, 국외발표논문 1편, 국내발표

논문 4편을 발표하는 연구성과를 올렸다.

2) 유체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

다양한 개념의 원자로 성능 분석을 통한 후보개념의 최적화된 성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성능해

석코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일반 경수로와 SMART 모델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루틴을 통하여 쉽게 물성치 모듈과 관련 기기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과 GUI

환경 제공 등의 장점이 있는 미국 nHance사[4-4]의 MMS 코드를 기본 엔진으로 선정하고, 기존

M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소듐 물성치 라이브러리 및 관련 모듈을 개발하고, 기본 라

이브러리에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림 76과 같이 후보개념의 원형인 KALIMER-600의

NSSS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이 적용된 원자로 계통 성능해석을 위하여 소듐 물성치에 부가적으



- 0-68 -

로 초임계 CO2 물성치 루틴을 추가하고, SCO2 Cycle에 해당하는 IHX, Na-SCO2 HEX, HTR,

LTR과 같은 각종 열교환기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계통 구성이 완성되지 못한 관계로 cooler 및

turbine 모델은 열제거원 (heat sink)로 처리하여 그 성능에 대하여 해석하였고, 또한 Rankine

Cycle 모델 개발을 위한 증기발생기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Rankine Cycle의 경우 급수 제어기 개발 및 PHTS/IHTS 유량 제어를 위한 펌프 제어기

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산코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해석 및 제어봉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PHTS/IHTS 유량이 고정된 경우와 출력에 따라 가변하는 경우에 대해 그림 77과

같이 출력 변동을 해석하였다.

(a) 유량고정 (b) 유량변화

그림 77. 출력변동해석(Rankine Cycle)

현재 운전 모드 설정을 위하여 제어봉 프로그래밍도 개발 중에 있다. 제어봉 프로그램이 개발

된 후에 KALIMER-600 NSSS 해석을 위한 성능해석코드 기본 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SCI 논문 게재 2편, 논문 발표 6건, 국내 특허 1건 등록 그리고 설계문서 4건을 생

산하였다.

다.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1) SIE ASME-NH 전산코드 개발

SIE ASME-NH 전산코드는 ASME-NH 고온원자로 1등급 기기 및 계통 구조물에 대한 설계

평가 절차를 평가항목별로 전산화한 모듈들을 통합한 전산 프로그램이며(그림 78), 이미 등록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두산중공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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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DATA.f :
(Input data)

P-LIMITS.f :

(Primary stress limits)

S-LIMITS.f :

(Inelastic strain limits)

CF-LIMITS.f :

(Creep-fatigue)

CF-INELASTIC.f :

(Ceep-fatigue)

MAT-DB.f

(Material DB evaluation)

Mat-e.f : Elastic modulus (E)
Mat-sy.f : Yield strength values (Sy)
Mat-so.f :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 (So)
Mat-sm.f : Time-in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mt)
Mat-st.f : Time-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t)
Mat-smt.f : Lower of two stress intensity values, Sm and St (Smt)
Mat-st-time.f : Maximum allowable time by St-vs-time (tim, tib, tir, tibr)
Mat-srv.f : Expected minimum stress-to-rupture values (Sr)
Mat-srv-time.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by Sr-vs-time (Td)
Mat-srv-time-weld.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at weldment
Mat-srf.f : W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Mat-srs.f : Stress relaxation strength values (SrH , SrL)
Mat-iso-strs.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ess calculation
Mat-iso-strn.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ain calculation
Mat-iso-time.f : Isochronous stress-strain for time point determination
Mat-fatigue.f : Allowable number of cycle for fatigue (Nd)
Mat-cf-fatigue.f : Fatigue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Mat-cf-creep.f : Creep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Creep-strain.f : Creep strain increment for creep-fatigue evaluation
Bree-b1b3.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s. B-1 and B-3 (Z)
Bree-b2.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 B-2 (Z)
Amadj-kvd.f : Adjustment factors for inelastic biaxial Poisson’s ratio (K’v)
Amadj-tf.f : Inelastic multiaxial adjustment factors (f)
Axi-tresca.f : Calculation of Tresca stress intensity for axisymmetric models
Axi-principal.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axisymmetric models
Gen-tresca.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general models 

Max-strn-range.f : Calculation of max-strain range from components time history
Wall-temp : Calculation of max and min-wall averaged temperature

(Module)

(Main Program)

SIE ASME-NH.f

(Main program)

그림 78. SIE ASME-NH 전산코드의 구성

SIE ASME-NH 는 ASME-NH 규정에 따른 고온구조건전성 설계평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설계해석 과정상의 오류를 배제하고, 복잡한 고온 설계평가 과정들을 모두 전산화하여 수계산

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적 오류를 배제함으로써 공학적 설계평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SIE ASME-NH 전산코드 적용예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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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SIE ASME-NH 적용 예제 및 평가 결과

개발된 전산코드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국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계 절차 및 적용 예제에 대한 SCI 논문 게재를 신청하였다. 논문에 적용한 예제는 소듐

냉각 고속로 자유액면부를 관심부로 선정하여 크립-피로 설계해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SCI 논

문에 개제 완료하였다(그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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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지침서 발간

기존에 발간되었던 SIE ASME-NH 전산코드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한 Revision 1.0을 발간하

였다[5-9]. Revision 1.0의 주요 보완 사항들은 그림 80과 같이 하중시간이력 조합 기능과 설계재

료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하였다.

Steady State

Time

Temp

Total service life
time of component

Time block (n)

Cycle type 1
Cycle type j

Cycle type 2

Steady State

Time

Temp

Total service life
time of component

Time block (n)

Cycle type 1
Cycle type j

Cycle type 2

----------------------------------------------------------------------
*DESIGNLIFE
300000
*LOADHISTORY
2   (Total load sets)
S1  2  10  (for set 1 including 2 cycle types with 10 times)
S2  3   5   (for set 2 including 3 cycle types with 5 times)
S1C1  1  1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1C2  2    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1  1  1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3  3    2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4  4    3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

그림 80. Revision 2.0 주요 개선 사항

4) 미국 ASME-NH 표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전산코드 활용

고온 원자로 설계 평가 및 SIE ASME-NH 전산코드 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국

ASME 원자력 표준규격 위원회의 정회원(working group on liquid metal reactor, subgroup on

high temperature reactors)으로 위촉받음으로써 한국의 제4세대 원자로 고온구조 설계평가기술

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 ASME 표준규격위원회로부터 SIE

ASME-NH 전산코드의 사용을 정식 요청받아 Mod.9Cr-1Mo 강의 크립-피로 설계기준 개정작업

에 활용하고 있다(그림 81). 이는 SIE ASME-NH 전산코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

증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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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ASME 원자력 표준규격 위원회 활동 및 SIE ASME-NH 전산코드의 활용

5) SIE ASME-NH 사용자 세미나 개최

KAERI, 두산중공업, KOPEC, KAIST, KEPRI 및 태성에스엔이(ANSYS) 등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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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ASME-NH 사용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SIE ASME-NH를 활용한 평가 결과를 상호 비

교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문제를 제시하였다. 1차 벤치마크 문제로 튜브시트-쉘 접합 구조물를 선

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서 SIE ASME-NH 전산코드의 개선점을 보완하였

으며, 현재는 2차 벤치마크 문제로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 부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수

행중이다(그림 82).

(a) 튜브시트-쉘 접합구조물 (b)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

그림 82. 1차 및 2차 벤치마크 검증 문제

라.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새로운 계통과 기기를 포함되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수행을 위해서는 노드의

유연성을 갖추고, 새로운 계통을 명확히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수로 과도기 안전해석용으로 개발되어 검증이 상당 부분 완료된 MARS

전산코드에 소듐냉각 고속로 해석에 필요한 기본모듈 및 과도상태 해석모듈을 개발하여 소듐

냉각 고속로 안전해석용 MARS-LMR 전산코드를 개발․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v 기본모델 개발 (’07)

-소듐 물성치 개발

-증기발생기 모델링

-잔열제거계통 모델링

-일차 및 중간계통
모듈개발

-동특성 모듈개발

MARS-LMR 개발

v 보호계통 및 반응도
궤환모델 개발 (’08)

-보호변수 설정

-보호계통 설정

-반응도궤환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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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MARS-LMR 개발 및 검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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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S-LMR 기본 모듈 개발

MARS-LMR의 소듐 열역학적 물성치는 Semi-empirical Soft-sphere 모델[6-1]을 개선하여

온도 371～2,100K, 압력 1.0Pa～11.2MPa의 적용범위에서 상태방정식을 구성하였고, 소듐의 표

면장력, 점성도, 전도도 등도 최신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노심 Wire-wrap 격자를 고려한

벽면마찰모델을 위해 Cheng의 Wire-wrap 마찰인자 모델[6-2]을 코드에 적용하였다. 열전달

모델로서 연료봉 다발에서는 Modified Schad, 열교환기 튜브 측은 Aoki[6-3], 그리고 Shell 측

은 Graber- Rieger[6-4], 정체 유동영역에서는 층류유동을 고려할 수 있는 Subottin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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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50.0
25.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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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 Experimental data by Rehme and Marten
Lines : Cheng-Todreas Model

H/D=8.33

그림 84. 마찰계수 모델 그림 85. Modified Schad 열전달 모델

개발된 MARS-LMR을 이용하여 KALIMER-600의 일차열전달계통, 중간열전달계통, 안전계

통 등 전 계통을 모의한 후 정상상태 평가계산을 수행하였다[6-5]. 계산결과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설계값과 잘 일치하며, 증기 출구온도 차이는 설계도구와

MARS-LMR에서 사용하는 물성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총 엔탈피는 설계값

과 일치한다.

변수 설계값 MARS-LMR 계산값

Core power, MWt
Core flow rate, kg/sec
Core I/O temperature, ℃
Hot/Cold pool levels, m
IHX I/O temperature, ℃
IHTS flow rate per loop, kg/sec
Water I/O temperature, ℃

1523.4
7731.3

390.0/545.0
15.15/10.15
320.0/526.0
2900.35
230.0/503.1

1523.4
7731.3

391.2/544.6
15.15/10.15
321.3/525.7
2900.3

229.9/500.9

표 22. 주요 설계변수에 대한 예측결과 비교

2) MARS-LMR 개발

MARS-LMR을 이용한 과도상태 모의능력 평가를 위해 KALIMER-600의 예비 보호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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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원자로 정지를 위한 보호계통 값으로 출력 111%, 노심 출구온도 555℃, 일차계통 유

량 84%의 설정치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OP, LOF 사고에 대한 보호계통 모델링을 완

성하여 과도기를 모의함으로써 MARS-LMR 코드의 모의 능력을 평가하였고, 설계기준사고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MARS-LMR의 기본 반응도모델인 도플러, 소듐

냉각재 반응도 궤환모델 외에 핵연료 축방향 팽창모델, 노심 반경방향 팽창모델, 제어봉 팽창

모델 등에 대해 제어변수들을 이용하여 모사함으로써 ATWS 해석을 위한 모델을 완성하였다.

3) 코드적용성 평가 및 검증

Gen-IV, IAEA-CRP, INPRO 등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미국의 EBR-II 실험자료, 프랑스의

Phenix EOL (End-of-Life) Test 실험자료, 인도의 PFBR 설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를 이용

한 코드 적용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PFBR의 소외전원 상실사고를 모의하여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의 잔열제거 능력을 분석함

으로써 MARS-LMR의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금속연료를 장전한 EBR-II에서 수행한 유량상

실사고 실험인 SHRT-17, 39, 45를 모의하여 MARS-LMR의 열유체 모델을 검증하였다.

아래 그림은 유량과 온도거동을 SHRT-17 실험자료[6-6]와 비교한 것이다. 초기 50초까지의

펌프 Coastdown 중 강제순환 유량거동은 실험자료와 잘 일치하며, 50초 이후 정격유량의 2%

에 도달한 자연순환 유량도 코드는 잘 예측하고 있다. 노심출구 온도계산결과 비교에서도 최대

온도는 실험보다 약 20℃ 높게 예측하지만 자연순환 구간에서의 온도감소 추세를

MARS-LMR 전산코드가 잘 모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6. SHRT-17 일차계통 유량 그림 87. SHRT-17 노심출구온도

다음 그림은 SHRT-39와 45 실험을 모의한 결과로서 SHRT-17과 유사하게 MARS-LMR은

실험결과를 훌륭하게 예측하고 있다. 두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아도 금속연료의 고유안전 특성으로 노심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며, 펌프 Coastdown 시간이

길면 최대온도는 낮아지지만 과도기간은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상의 세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로 MARS-LMR에 구현되어 있는 열유체 모델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0-74 -

그림 88. SHRT-39, 45 일차계통 유량 그림 89. SHRT-39, 45 노심출구온도

다음 그림은 Phenix 원자로 자연대류 Benchmark 문제[6-7]를 설정하여 KAERI(한국),

ANL(미국), CEA(프랑스), IPPE(러시아), PSI(스위스)의 각각의 전산코드로 Blind Calculation

한 계산결과로, KAERI가 개발한 MARS-LMR의 계산결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09년 현재 Phenix End-of-Life Test의 일환으로 수행된 자연대류 실험이 완료되었으며, 이

들 실험자료 및 Phenix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MARS-LMR 열유체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림 90. LOF시 IHX 1차측 출구온도 그림 91. LOF시 1차계통 유량

2.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

가.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개발

1) 코드선정 및 주요모델 평가

코드선정 및 주요모델 평가를 위해 모델수립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모델 적용범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모델영향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노심 및 중간열교환기의 열전달 계수 최적

상관식 선정을 위해 Aoki, Borishanskii, Sleicher & Rouse 상관식등을 비교하였고, 봉다발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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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Borishanskii 상관식, 중간열교환기 Shell 측은 Graeber-Rieger 상관식을 최적모델로 선정하

였다. 노심 마찰계수는 Wire-wrap의 영향을 고려한 Cheng & Todreas 모델을 선정하였고, 선정

된 모델과 상관식들의 사고해석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소외전원 상실사고를 모의한 결과, 열전

달계수 영향은 미미하지만, 마찰계수의 경우 피복재 최고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보수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PIRT 작성

OECD NEA/CSNI 주도하의 국제 SFR PIRT 개발팀에 참여하여 국제적 전문가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현안과 향후 실험 및 연구개발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PIRT 수행을 위해 과거 KALIMER-600 PIRT 경험을 기반으로 국외 PIRT 결과를 참고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PIRT 수행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열유체 실험항목 도출을

위해 물리 현상 해석모델과 필요 실험자료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해석 모델

을 선정하였다. 현재 PIRT는 총 9단계로 나누어 진행중에 있으며, 3단계가 수행되고 있다.

3)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계통과도 안전해석은 다양한 설계변수 및 운전조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해석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수행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해석방법론

설정시 민감도 영향을 고려해야 할 주요설계변수로서 과출력사고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노심출력, 일차측 유량, 노심 입구온도, 중성자속 원자로정지 설정치, 반응도계수 등으로 선정

하였고, 유량상실사고 시 변수는 노심출력, 일차측 유량, 노심 입구온도, 일차유량 원자로정지

설정치, 반응도계수 등으로 선정하였다. 불확실도를 고려해야 하는 주요 해석모델은 반응도모

델, 펌프 coastdown 특성모델, 핵연료봉 열전달모델, 노심 압력손실모델 등으로 선정하였다.

4) 기준사고 예시계산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위하여 과출력사고(TOP)와 유량상실사고(LOF)에 대한 기준사고 해석

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해석방법론 구성을 위해 선정된 MARS-LMR 코드는 다양한 소듐냉

각 고속로 구성부품과 관련 물리적 현상을 타당하게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변

수, 설정치, 해석모델 변수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가장 보수적인 해석조건을 선정하

고 안전여유도를 도출하여 TOP과 LOF에 대한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MARS-LMR을 이용하여 장기냉각 모의를 위해 열제거원 상실사고(LOHS)를 해석하였

다. 사고는 10초에 Feed Water 격리에 의해 시작되며 원자로는 고 출구온도 설정치에 의해

76.65초에 정지된다. 이어서 일차계통 펌프가 정지하며, 약 200초에서는 펌프 Coastdown이 종

결된다. PDRC Overflow는 약 2,000초에 시작되고, Overflow는 약 6,800초부터 Quasi-steady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냉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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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LOHS 사고 시 과도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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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LOHS 시 Overflow 거동

5) 노심국부손상사고 특정주제기술보고서 초안 작성

국부손상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을 위해, ‘08년도에는 MATRA-LMR/FB 전산코

드[6-8] 변경이력을 작성하였고, 유동저항/유로폐쇄/난류혼합 모델개발 보고서를 종합하였으며,

전산코드의 주요 프로그램 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THORS/SCARLET/PNC/KfK 유로폐쇄 실

험에 대한 계산결과를 종합하였으며, MATRA-LMR/FB의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KALIMER-150 집합체들에 대한 SABRE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위하여 유로폐쇄 사고해석을

수행 중이며, ‘09년 12월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을 작성․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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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4.집합체부수로및유로폐쇄 그림 95. SABRE-4 코드와 비교 계산

3. 기술 및 품질 관리

가.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종합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 중인 대표적 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의 동향 등

을 최신 보고서, 국제회의, IAEA news letter 등을 통해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동

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판을 발간함 (국내 주요 상황 모니터링 포함)[1-7 ～1.12].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 관련한 주요국의 기술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신규 수집자료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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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최근의 주요 외국동향으로서는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선도국가인 미국․일본․프랑스 간 고속로 건설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국의 3단계

고속로 개발전략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지구환경 보전 측면에서 일본 JAEA가 발간한 "2100년 원자력 비전"이 있으며, 미

국 DOE 원자력자문위원회(Nuclear Energy Advisory Committee)가 차기 오바마 정부를

위해 작성한 "원자력기술: 21세기를 위한 정책과 기술"이라는 권고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음.

∙국내적으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까지 10～11기의 추가 원전

계획을 확정하였음. 아울러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측면에서 제4세대 소듐냉각 고

속로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국내 처음

으로 고속로 건설계획이 공식화되었음. 이로써 우리나라도 이미 고속로 건설계획을 가지

고 있는 미국․프랑스․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무대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음.

그림 96. 분기별 동향보고서

나. 품질관리

국내 원자력산업 품질보증 기본 요건인 ASME NQA-1을 토대로 총 20개의 품질요건을 포함하

는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QAM)를 수립함. QAM(Quality Assurance Manual)을 근간으로 제4

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13개 품질요건에 대한 연구개발 절차서[1-13]를

수립하였고 연구개발 절차서에 의한 각종 결과물 및 문서 생산․검토․관리를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S-RIMS)에서 구현함.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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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축적․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서 활용되는 품질보증 개념을 본 연구개

발에 맞도록 응용하여 적용코자 하였음.

∙연구개발 품질보증을 위해서 GIF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보증 가이드라인(Gen Ⅳ QMS Guidelines)상

의 요건을반영하여먼저품질보증계획서(20개 요건)를 수립함. 특히현재참여하고있는 Gen Ⅳ국제

공동연구에서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용한 품질보증 요건 및 결과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최상위개념의품질보증계획서를영문으로(GIF Q&D Project Quality Assurance Manual)[1-14] 발간함.

∙이와 함께 실제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용할 목적으로 보다 상세한 품질보증 절차서

개념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품질보증」을 위한 연구개발 절차서"를 발간함. 동

절차서는 총 20개의 품질보증요건 중에서 현재의 연구개발 업무와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13개 요건을 선정하여 22개 항목에 대한 상세절차를 수립함.

∙연구개발 절차서에서는 연구기록의 유지․관리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고 기존의 품질보증에서 적용

하는 출력물 대상의 문서관리체계를 전산화 관리체제로 전환하였음. 이는 구축된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결과물을 연구업무별로 문서화가 필요한 경우에 문

서를 작성․생산하고, 제3자에 의한 검토 및 검토이력 등이 모두 전산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개념임.

∙고유개념으로 개발한 완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PDRC)에 대한 실험장치 개발 등이 추진될 계

획임을 감안하여 실험시스템(장치 구축 및 실험과정)을 대상으로 실험계획, 실험절차 및 실험결

과의 품질확보와 실험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절차를 구축하였음[1-15].

그림 97. 품질보증절차서 및 연구개발 절차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웹을 통한 연구일정 모니터링, 참여자간 네트워크 작업, 품질보

증 절차를 적용한 문서/성과물 등록 및 DB 기능을 구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기술 및 품질관

리 시스템(S-RIMS)을 구축함[1-16]. S-RIMS 및 문서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약 2,500

여건의 성과물이 등록되어져 관리되고 있음.

-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S-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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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스템개발 성격의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

물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한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템(S-RIMS)

을 구축하였고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는 처음 시도․적용하는 사례로서 괄목할만한 성과임.

∙최상위 개념의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를 토대로 연구과정 등을 반영한 "소듐냉각 고속

로용 연구개발 절차서"를 수립․적용함.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생산되는 수많은 결과물(각종 문서 포함)에 대한 DB 기능을 강화하여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노력을 꾀하였고 ‘09년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 여건이 등재됨.

그림 98. S-RIMS 초기화면

4. 소듐기술 개발

가. 이중벽 전열관 특성기술 개발

1) DWT 및 DWTSG 고유개념 설정

1950년 EBR-I부터 2005년의 JSFR 증기발생기까지 DWTSG 기술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KAERI/AR-788/2007)[7-1]. DWTSG

개발에서의 현안은 내관과 외관 사이에 gap이 있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열전달성능 저하를 극

복하는 문제와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on-line 누출

감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JSFR[7-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관형 DWT를 채용하고 있는데, 전

열관다발과 셀 사이의 열팽창 차이와 전열관다발 내에서 전열관 간의 열팽창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적 현안이다[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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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인 열전달성능 향상을 위해, 내관과 외관을 다른 재질로 설계한 신개념 DWT(그림 99)

와 하부 튜브시트에서 개별 전열관의 파손을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on-line으로 감지

할 수 있는 파손감지 방법(그림 100)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다수의 신개념(청구항목 20개)을 도

입하여 4개국에 특허 출원하였다[7-5]. 상기 기술을 구현시키는 375MW 용량 헬리컬형

DWTSG 개념(그림 101)을 개발하였다.

그림 99. 신개념 DWT 그림 100. On-line 누출감지 개념
그림 101. 차원 형상도

이 증기발생기에서는 운전 중 전열관의 파손감지가 on-line으로 가능하며, 타 DWTSG에 비

해 열전달성능이 높다. 또한 설계기준초과사고에 해당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시에 압력상승을

완화시키는 기능과 소듐 자유액면의 요동으로 인한 전열관의 열피로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

고 있다.

2) 누출감지 특성측정 실험 및 분석

Gap에서의 압력변동으로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신개념 on-line 누출감지기술의 타당성

을 평가하고, 파손 시 감지하는데 필요한 지연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

해, 상온 누출감지 특성 측정용 시험시편과 실험장치(그림 102)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3은 접촉압력에 따른 누출특성의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상온 누출감지 실험결과에

의하면 groove가 있는 DWT에서는 gap 사이로 계측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헬륨가스가 통과하

므로 상기 누출감지 방법은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DWT 타당성 검증장치 상세설계

신개념 DWT의 특성 비교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ap의 특성을 달리하여 3

종의 시편을 설계하였다. 이는 제작경험이 축적된 일본에서조차 JAEA 내의 극소수 전문가에

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기술로 금수 품목이므로 국내 제작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

한 DWT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 특정 제관인발업체와 공동으로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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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기술논의를 통하여 Try and Error 방식으로 시제품을 제작중이다.

DWT 내․외관의 경계인 gap에서의 열유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듐/소듐 열교환기

형태의 시험부를 갖는 실험장치를 상세 설계하였다. 이 장치는 150kW 열용량인 두개의 loop로

구성되고, 질량유속은 1.2kg/sec이다. 실험장치에 설치할 8종의 부품과 배관도를 상세설계 하였

고, 3D 배관도는 그림 104와 같고 규격은 4.6×5.4m 면적에 높이가 11m이다. 구매 예정이었던

기기 중에서 고가인 소듐/공기 냉각기는 자체 설계하였고,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cold trap용

전자펌프와 전자유량계도 자체 설계하여 제조업체에 제작발주 하였다.

그림 102. 누출특성 측정 장치
그림 103. 접촉압력의 영향 그림 104. 검증장치 3D 배관도

나.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

제작될 시제품은 누출량 0.1g/sec 이상에서 감지수준이 S/N=1/100 (-20dB)인 제품이 될 것

이며, 하드웨어는 DAS 8채널, 3Msamples/ sec/ channel, simultaneous sampling, LabVIEW,

PXI system, 19인치 rack 설치 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제품은 앞서 개발된 피동형 음향감

지논리에 2층 구조의 neural network를 응용하며, 학습기능과 측정/감지 기능을 분리해서 제작

되고, 피동형과 능동형이 혼합된 혼합형 음향감지논리로 구축될 예정이다.

시제품에 적용되는 혼합형 음향감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능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에 의

해 입구와 출구 측에 센서를 각각 2개씩 2조 설치하고, 증기발생기의 소듐 입구 측에 설치되는

2개 신호의 평균을 구해서 1개의 신호를 만들고, 소듐 출구에 2개의 센서를 2조 설치하여 누출

사고로 인해 생성된 수소 기포의 이동으로 얻어지는 측정 신호를 각각 얻게 되어 소듐 입구에

서 얻어진 1 개의 신호와 소듐 출구에서 얻어진 2개의 신호를 빼서 그 차이 값을 출력으로 하

는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에 사용된다. 이러한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으로 얻어지는 누출 감지

판별은 이 신호 중에서 1개의 신호가 측정되었을 때를 누출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피동형 음향

감지 논리에서는 6개 센서를 설치하며 2개 이상에서 감지신호가 발생할 때 누출로 판단하는

감지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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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Wastage 특성 실험 결과

그림 106. KALIMER SG 운전조건

그림 105. Self-wastage 특성실험결과

다. Wastage 특성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치, 시운전

1) 전열관 후보재료의 self-wastage 특성 실험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재료인

2.25Cr-1Mo, modified 9Cr-1Mo 강의 소듐-물 반응에 대한

self-wastage(누출부위 자체 확대현상) 특성 비교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결과 modiied 9Cr-1Mo 강의 내식성이 2.25Cr-1Mo

강에 비해 약 1.4배 이상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5).

2) Modified 9Cr-1Mo 강의 wastage 특성 실험

기계적 특성과 더불어 소듐-물 반응에 내식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된 modified 9Cr-1Mo 강에 대해 실제 증기발

생기 운전조건(그림 106에서 붉은 색 원)에서의 single-

target wastage 특성실험을 다양한 조건에서 KALIMER-

600과 일본에서 개발 중인 JSFR 증기발생기 전열관 구조

(이중벽 직관형)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소듐 온도, 전열관 사이의 거리가 wastage

rat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열관 두께와 크기, 형태(단일벽, 이중벽)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7).

누출되는 스팀 양의 경우 nozzle과 target 사이의 거리

에 따라 wastage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wastage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jet flame의 길이가 누출구경의 크기 및 누출 압

력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래 사례와 같이 각 조건별 실험결과에 대한

wastage rate을 계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초 실험식을

구한 후, 이를 종합하여 다양한 설계조건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

식[        ]을 계발 중이다.

[사례: 소듐 온도 400℃, 스팀온도 350℃에서 누출량에 따른 wastage rate 실험식]

∙누출량 0.78g/sec :

 sec × × ×  (x=누출량)

∙누출량 1.75g/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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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  (x=누출량)

실험결과를 KALIMER-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구조(t=3.5㎜)에 적용하여 누출되는 양에 따

른 전열관 벽의 관통 예정시간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 23에 정리하였다.

누출량

거리

Na=400℃, H2O=350℃ Na=450℃, H2O=350℃

0.78g/sec 1.75g/sec 0.78g/sec 1.75g/sec

12㎜ 100sec 59sec 74sec 48sec
20㎜ 121sec 101sec - -
27㎜ 162sec 121sec 99sec 88sec

표 23. 전열관 관통 예정시간

3)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계, 제작설치, 시운전

초기 미량누출 소듐-물 반응이 시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누출규모가 확대되어 대

규모 사고로 발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

증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 중이다.

그림 108. 검증장치 개념도 그림 109. 검증장치 설치

차기단계에서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multi-target wastage 특성 실험이 완료되면, 소듐-

물 반응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모델(그림 110, 111)이 개발되어 다양한 구조의 증기발생기

설계 및 운전조건의 소듐-물 반응에 대한 건전성 판단과 더불어 방호계통 설계와 안전해석코

드의 입력/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0-84 -

그림 110. 전열관 파손확대 모델 그림 111. 사고 확대시간 모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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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국내 고유개발 KALIMER-600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가 달

성 가능한 최적후보개념으로서 고유개념을 설정하고 설계사양을 결정함. 평가지수 및 평

가방법론을 보완하고 다양한 노형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노형평가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국내 SFR 설계기술 진전으로 국내 고속로 설계기술의 해외공급에까지 이름. 기존 기술관

리 기능을 대폭 보완한 통합형 시스템 (S-RIMS)을 구현하여 기술 및 품질관리 최적화를

도모하였음.

○개발된 자체순환로 후보 노심모형은 하단부 흡수재층을 제거하고 2영역으로 노심을 단순

화하여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소듐기화반응도를 저감시켜 설

계목표대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향상시켰음. 이와 병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TRU 연소를 극대화한 고유 연소로 후보 노심모형 개발을 완료함. 이는 출력별 핵특성 분

석을 통해 대형 연소로의 안전설계 가능성을 최초 확인한 것임.

○금속핵연료심 제조기술개발을 위해 용해주조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많은 시험․개선을 통

해 건전한 금속연료심을 제조하였음. 고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는 피복관 개발을 위해 36

종 함금의 설계․제조․성능시험을 통해 기준합금보다 성능이 우수한 피복재함금을 개발

하여 특허 출원 진행 중임. 마이너악티나이드 함유 핵연료의 성능분석모델개발, 금속연

료․피복재의 공융방지를 위한 배리어 기술개발,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캡

슐 설계․제작을 하였음.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을 설정하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

는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과 같은 선진기술을 개

발하였으며,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 필수적이나 개발이 미진한 중간 열교환기 성능해석

전산코드 검증 및 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실증로 개념설계

및 표준설계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함.

○경제성 향상을 위해 용량대비 원자로직경 최소화, IHTS 중간계통 배치 단순화 개념을 도

출하여 Gen IV 원자로의 국제경쟁력 확보. 불투명 원자로내부의 내부손상검사 센서시스

템 개발 및 원천기술 적용성을 확인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함. 고온 LBB 균열성장해석

기술을 확립하고, 고온구조 설계절차 전산화 SIE40 ASME-NH 코드를 산업체에 기술실시

하고, ASME 고온 분과에서 공식 사용하는 성과를 달성함.

○고유개념을 대상으로 Level-1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량적인 값을 도출하였고, 설계기

준사고 및 ATWS 해석을 통하여 고유개념 고유안전성을 확인함. 이를 통해 피동안전계통

의 개선과 새로운 안전계통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실증로 개념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함. ’07-‘08년 계통과도 안전해석 전산코드 MARS-LMR을 개발하

였고, ’08년부터 EBR-II와 Phenix 원자로 설계․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열유체 모델 검증

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자료들은 인허가 관련 필수 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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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효과를 얻음.

○DWT 누출특성측정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누출감지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DWT

의 타당성 검증장치를 상세 설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음. DWTSG의 고유개념을 4개

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음. 자체 생산한 SWR 음과 PFR SG 계통의 배경소음을 이용하여

피동형 음향감지논리를 시험한 결과, 0.1g/초 누출은 S/N=1/100 (-20dB), 0.5g/초 누출은

S/N=1/500 (-27dB)에서 감지 가능하였음 이는 세계적 수준임.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19 100

- 고유
노심 및
계통
개념설정

- SFR 참조노형 비교평가

- 고유개념 최상위
설계요건 설정

- 고유개념 지속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예비평가

- 실용 가능성 예비 검토
및 개념설정

- 참조/후보 노형 비교평가를 통하여 최종 설정된
고유개념 자체순환로 및 연소로의 “고유개념
상위설계요건서” 발간

- 최적후보개념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로부터
단일 고유개념으로의 설정 타당성 평가,
“후보개념 타당성 평가보고서” 발간

- 설정된 고유개념에 대한 “고유개념 설정보고서”
발간 예정

- 고유개념 설정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수행 예정

-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 후보 노심모형 성능
분석

- 후보 노심모형의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및 최적화

- 농축도분리 및 단일농축도 개념의 5가지
후보노심 모형 생산

- 핵특성 및 열적 성능 평가를 통한 자체순환로
노심 개념 설정(1,200MWe 농축도분리 노심)

- 노심 설계제원 및 핵연료주기 민감도 분석을
통한 최적화

- 타 연계분야와의 성립성 평가

-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

-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및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

-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및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 Rankine Cycle 동력전환계통 적용 1,200MWe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계통구성 및 개념설계

- 예비 PSA 평가를 통한 능동 피동 복합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 설정

- 1,200MWe 유체계통 설계인자 설정 및 경제성
평가자료 생산

- 주요기기 (PHTS 펌프, IHTS 펌프, 증기발생기,
IHX) 설계요건 설정

- SFR 고유구조개념 도출

- 경제성향상 원자로기기
개념도출

- 경제성향상 구조개념
설정

- 후보구조개념 기기배치도 (2 & 3루프)

- 배관길이 JSFR 대비 60m 단축 IHTS 배치개념도

- 일체형 SG/펌프 배치개념 및 통합기기 개념
특허출원

- NSSS 내부기기 배치도 및 3D 구조 개념도

-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 후보개념 안전특성 평가

- 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 연소로 연소반응도 증가에 따른 안전현안 도출,
UTOP 민감도 분석으로 제어봉 반응도가
제한치를 73￠로 설정

- ATWS 사고해석으로 피동 및 고유 안전성 확인

- 예비 PSA를 수행 CDF 정량화 (1×10-6/R․Y)

-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통한 안전허용기준 만족



- 0-87 -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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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도3)
(%)

비고4)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 연소로 전환비 변경

분석

- 연소로 출력 변경 분석

- 연소로 고유 노심개념

타당성 평가

- 최적 핵주기 계획 선정

- 노심 높이별 허용가능 pancake형 연소로 도출 및

설계인자에 대한 전환비 민감도(전환비 분석범위:

0.5～0.65) 분석

- 300～1,200 MWe 출력별 최대 연소효율을 갖는

연소로 설계 및 핵특성 분석

- 노형별 핵설계인자 상호비교 자료 생산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45 100

- 경제성

향상

선진기술

개발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

예비구성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설계 및

기반실험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운전인자 설정 및

기반실험

- 1,200MWe 소듐냉각 고속로 적용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 구성

- Na/CO2 화학반응 실험자료를 생산 및 전산모델
검증

-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및 실험적

검증

- 부분출력 운전조건 설정을 위한 전산코드 개발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어셈블리 설계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SW개발 및 스캐너 설치

-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 정밀도 2mm 인식 센서 특허 출원 및 Gen IV

보고서 작성

- 시제품의 초음파 발사 방사각 (±5°) 변환 성능

특허 출원

- US-MultiView 2.0/3.0 개발 및 10m 거리 수중

실증시험

-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장비구축

- 고온 LBB 평가용 FMS

재료 시험자료 생산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 LBB 적용 경제성 분석보고서

- 시설 구축, 구조시편 23개 시험 DB 및 Gen IV

보고서

- 균열성장 평가 모델 제시(SCI 논문 게재)

- 용접부 구조 시험 DB

- SECA-LBB 프로그램

- 안전성

입증

기반실험

- 원자로 정지 초기

피동잔열제거 설계개념

성능평가

-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기본설계 및

기초시설 구축

- 실험장치 척도분석 및 요건설정

- 실험장치 모형제적

- 원자로 풀 열유동 전산해석을 통한 초기 냉각성

향상 설계개념 개발

- 실험장치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 구축

- 기기 성능시험 루프 설계 및 시방작성

-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 요건 설정

-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및 분석

- TRU 대체물질로 Ce을 선정하였고, 대체물질

실험을 통한 U-TRU-Zr의 용융/고화온도 특성

해석 방법론 개발

- DTA, TG, DSC 등 실험장치 확보와 U-Zr,

U-(2,4,6)Ce-Zr 시편제조 및 예비 실험수행

- 제조시편 건전성 확인과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자료 분석을 통해 U-TRU-RE-Zr 의

용융/고화 온도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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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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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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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연료심/

신피복재

제조

원천기술

확보

- 금속연료 용해주조로

설계 및 제작

- 금속핵연료심 시제품

제조 및 조직 검사

- 금속연료심 제조 공정

개발 및 조사 시험용

시편 제조

- 휘발원소(Am) 제어 가능한 연료심 진공감압

용해주조로 설계/제작 및 제조기술 특허출원

- U-10Zr 11회 주조하여 연료심 (직경 6 및 10mm,

길이 300mm 연료심) 시제품 제조 및 조직검사

수행(미세조직, 밀도, 라디오그래피 등)

- 용해주조로를 개선하여 휘발원소 모의재(Mn)

첨가 연료심 시험제조 및 하나로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작 중

- 신피복재합금 1 차

후보군 도출

- 신피복재 합금 후보군

제조 및 성능시험

- 신피복재 합금 성능시험

및 재료규격 선정

- 피복재 예비합금(10종) 평가를 바탕으로 1차

후보합금 10종 설계/제조 및 특허 출원/등록

- 1차 후보합금을 평가하여 신피복재 2차 후보합금

16종 설계/제조 및 성능시험 수행

- 2차 후보합금 5종의 크리프 파단시간이 기준합금

(HT9, Gr.92) 대비 2배 이상 향상 확인, 우수

후보합금 조성 분석 및 신피복재 규격/특허 작성

중

- 금속핵연료/피복재

공융방지 Barrier 평가

-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캡슐 설계

- MA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 평가 및 조사시험

캡슐제작

- 시험(50회)을 통해 barrier 후보물질(Cr, V) 선정,

실용기술(전해도금법) 이용 Cr barrier(20㎛) 공융

반응 방지 검증 및 특허출원

- 고속로 조건(500℃ 이상, 20kw/m 이상) 만족하는

조사시험 연료봉과 캡슐 설계

-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분석 모델 (열전도도,

다발굽힘/접촉 변형, 원소재분배, 핵분열기체

방출) 개발, 예비성능 평가 및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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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반기술 개발 36 100

- 전산코드
고유화

- DIF3D 코드 메모리
할당 모듈 개발

- DIF3D 코드 입출력
모듈 개발

-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노심 중성자속 계산코드
고유화

- 기존 DIF3D 코드의 메모리 한계(2GB)를 극복

- 오버로딩 기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진 입출력 모듈 개발

- 금속연료 장전 노심에 대한 현 노심 핵설계
전산체제 정확성 입증(최대 0.5% △k/k 오차)

- 평가 핵자료에 의한 영향 평가를 통한 기반
단면적 선정

- 노달 확산방정식 계산모듈 연동

- 계통 성능해석 코드
기본체제 구축

- 계통 성능해석코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 계통 성능해석코드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 MMS 상용코드 구매 및 소듐, CO2 물성치 모듈
구성

-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 계통 성능해석 및 과도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적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구축

- 고온구조 설계 절차
전산화코드 개발

- 고온구조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 SIE ASME-NH Rev.1 코드 산업체
기술이전(두산중공업)

- 코드 사용자지침서 개발

- ASME 코드위원회 정회원 자격 획득 및 코드
개정 참여

- SIE40 ASME-NH 코드 미국기계학회 검증
프로그램 제공

- MARS-LMR 기본 모듈
개발

- 계통과도 안전해석코드
MARS-LMR 개발

- MARS-LMR 코드 검증
및 적용성 평가

- 소듐 물성치, 열전달 및 노심 벽 마찰 모델
개발과 KALIMER-600의 전 계통 모의 기법
개발을 통한 정상상태 계산 수행

- 출력, 노심출구온도, 일차계통 유량 등에 대한
예비 보호 계통을 구성하고 TOP, LOF 사고를
해석하여 DBE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함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EBR-II, Phenix 원자로의
설계 및 실험자료를 확보하여 코드 검증에
이용하였으며, INPRO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도
PFBR 설계자료 확보와 코드의 FBR 사고해석
타당성을 확인함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
주제
보고서
초안작성

-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상세 모형 기초자료
분석

- 국부손상 사고해석 기존
검증계산결과 종합

-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검증 계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

- MATRA-LMR/FB의 변경이력 작성과
유동저항/유로폐쇄/ 난류혼합 모델개발 보고서
종합 및 전산코드의 주요 프로그램 구조분석 및
보고서 작성

- THORS/SCARLET/PNC/KfK 유로폐쇄실험에
대한 계산 종합과 SABRE(영) 코드와 비교계산
결과종합

- KALIMER-150 집합체의 유로폐쇄 사고에 대한
SABRE 코드와의 비교계산 수행

- KALIMER-600 집합체 유로폐쇄 사고해석
결과종합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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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품질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품질보증

계획서(QAM) 및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절차서” 발간, 적용

-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DB기능 퉁합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 (S-RIMS)” 구축 및 운영

- 현재까지 성과물 약 2,500여건 DB화

- 소듐기술

개발

- 이중벽 전열관 특성

측정장치 제작

- 이중벽 전열관 특성

측정장치 설치

- 이중벽 전열관 열전달

및 기계적 특성

분석자료 생산, 평가

- 이중벽 전열관 열전달

및 기계적 특성

분석자료 생산, 평가

- DWT와 DWTSG의 고유 개념을 개발하여

4개국에 특허출원

- 전열관 특성 열전달 모델 을 개발

- 이중벽 전열관 특성 측정장치 설치

- 표면조도, 접촉압력 등을 함수로 실험자료를 생산

하여 제안한 누출감지방법 가능성 확인

- 고유개념 DWT 타당성 검증장치 상세설계

- 소듐-물 반응음 생산 및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

-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

- SWR 실험 장치를 이용 하여 실험

- SG 소듐 입/출구에 설치하는 능동형

음향감지방법 개발

- 배경소음 측정장치 구축

- PFR 배경소음 확보

- 시제품은 LabVIEW 내장하여 제작 예정

- 전열관 wastage 특성

실험

- 전열관 wastage

특성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상세설계

- SWR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장치 설치, 시운전

- 증기발생기 운전 조건에서 실험

- 실험자료 생산 완료

- 실험결과의 3차원 해석

- Mod.9Cr-1Mo강의 wastage rate 관련

실험식 획득

- 검증장치 설계, 제작설치중

총계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 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 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 목표 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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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을 가진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반기술 확

보를 위하여, 전반기 3년 동안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을 개발하고, 후반기 2

년 동안은 개발된 고유개념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실용 가능성을 입증함.

그리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핵심 기반기술은 2단계(2012～2016)부터 수행될 설계기술 개

발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국내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안전성 및 핵변환 성능이 우수한 핵변환로 노심개념은 향후 국제공동연구에 고유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경수로와 연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국내 장기 전원계획의 원자로형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유효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체제를 최신 핵자료 라이브러리와 기존 임계실험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금속연료 장전 고속로 노심 해석을 위한 최적의 기본 핵자료 라이브러리를 선정

하고, 이를 대상으로 차기 단계에 수행예정인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 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서 민감도 분석 코드를 개발 완료하였음. 연소로 개념 개발을 위해 다양

한 출력에서 연소 성능 및 안전 성능을 점검하여, 차기 단계에서는 이미 정립된 연소로

개념을 활용하여 설계 변수를 줄여서 연소로의 심층 분석이 가능해 짐.

○2009년까지 핵연료심의 제조공정과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신피복재 합금의 원천기술을 확

보하고, 2011년까지 핵연료심 및 신피복관의 시제품을 제조 목표가 달성되면 개발된 핵연

료 원천기술들은 향후 고속로 핵연료 제조시 피복재 등 핵연료의 부품과 핵연료 제조를

국내 기술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함.

○유체계통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된 국내 고유 소듐냉각 고속로의 유체계통 개념은 계

통 개념개발 과정에서 정립된 계통설계 기술 및 전산해석 방법론에 대한 실험적 검증 과

정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핵심개념에 대한

종합적 성능 입증에 활용함.

○실용 가능성이 입증된 노심 및 핵연료 건전성감시 방법과 원자로 내부 핵계측 방법으로

SFR 고유 특성으로 인한 계측 및 감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추후 상세 개념설계시 정량

적인 설계자료로 활용되며, 더 나아가 국내에서 고유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가능한

계측제어계통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활용함..

○불투명 고온 소듐환경에서의 ISI 및 고온 LBB 적용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국제공동 연구

결과 공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향

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됨.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정에서 확보되는 고유의 안전해석 방법론은 차기단계에서 수행되

는 SFR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및 PSA에 활용하며, 개발된 SSC-K. MARS-LMR 코드는

노심의 상세 해석이 수반되는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음. 또한 개발된 PSA는 발전소의 운전

허가를 획득하고, 안전해석 방법론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발전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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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활용함.

○지금까지 수행된 소듐-물 반응연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물 누출로부터 중규모

누출 현상까지 소듐-물 반응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생산된 실험 자료를 신

뢰성이 향상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설계관련 전산모델의 검증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소듐 화재 확산방지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화재 분석 전산 코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

로의 화재안전설계인자 도출, 원자로 안전성 향상 분석에 활용하며, 소듐 순도관리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불순물 측정/제어공정은 냉각재인 소듐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개발/검증하는데 활용함과 아울러 설계관련 전산코드 검증실험, 재료 특성실험을 정확하

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데 이용함.

○장기적으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위하여 1단계(2007～2009)에 개발하는 고유노

심 및 계통개념은 2단계(2010～2011)에 수행되는 고유개념의 고속로 예비 개념설계에 활

용됨.

∙또한 1단계에 수행되는 선진기술 개발결과는 타당성 평가를 통해 2단계에서는 실용가능

성 입증에 활용되고, 핵연료 연구결과는 3단계의 개념설계에 반영됨.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전산체제 개발결과는 설계 및 안전해석에 활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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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제목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PDRC 초기냉각특성 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안 [Task S1.a) 8.2 -DHRS 설계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결과 (Task S1.b) 6.5 -중대사고 모델 개발

-PSA 방법론 SFR 적용성 평가 보고서 (Task S1.c) 6.3 -안전성 평가

미
국

-국내외 피동안전 시험자료 평가 [Task S1.a] 6.2 -안전해석 코드 검증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설계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노심의 ATWS 안전성 평가
[Task S2.a] 6.2 -피동안전성 평가

-불확실도 및 민감도 평가 방법론 [Task S2,c] 외 1건
[Task Op2.c] 6.1 -안전성평가 방법론

일
본

-피동원자로정지장치(SASS) 성능분석 2건 [Task S1.a] 6.2 -원자로 정지계통 설계

-중대사고시 재임계 배제를 위한 조기 핵연료 방출연구
2건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JOYO ATWS 시험 [Task S2.a] 6.2 -계통해석 코드 검증

-MONJU 증기발생기 튜브 시험 [Task Op2.a] 7.2 -발전소 가동중 검사

프
랑
스

-피동 및 능동 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henix 집합체 전체유로폐쇄현상 평가 [Task S1.b] 6.2 -중대사고 코드 평가

-RSWG 방법론의 SFR 적용 가능성 평가 [Task S1.c] 6.3 -안전성평가 방법론

-핵연료 차이에 의한 피동안전 특성 [Task S2.a] 6.2 -중대사고 대처 설계

-Phenix 시험 [Task Op1.a] 외 2건 [Task Op.2a, Op2.b] 6.4 -계통해석 코드 검증

2007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etal fuel for SFR
(SFR/AF/2007/006) 3-6 -금속연료 개념 설계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models (SFR/AF/2007/021)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design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 (SFR/AF/2007/025)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FMS cladding alloy material
tests (SFR/AF/2007/030)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A review of oxide fuel performance from the U.S.
perspective (SFR/AF/2007/002)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review of metal fuel performance from the U.S.
perspective will be provided (SFR/AF/2007/004) 3-6

-금속연료 성능 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 summary of postirradiation examination data from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 평가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Gen IV SFR 연구결과물

○ SO 프로젝트

○ AF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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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C-1B (non-fertile) and AFC-1F low fertile
metal fuel irradiation tests will be provided
(SFR/AF/2007/012)

및 성능 DB 구축에 활용

-A summary of postirradiation examination data from
the AFC-AE nitride fuel irradiation tests will be
provided (SFR/AF/2007/014)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summary of data relating to americium lossduring
metallic fuel fabrication for the X501 and AFC-1
irradiations tests (SFR/AF/2007/017)

3-1
-MA 금속연료 용해주조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A summary report on the fabrication of selected
non-fertile ZrN matrix fuels and fertile
(U,Pu)N-based nitride fuels for the AFC-1irradiation
test (SFR/AF/2007/018)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Test design and fuel test parameter data for the
AFC-2 minor actinide bearing oxide tests in the
Advanced Test Reactor (SFR/AF/2007/019)

3-7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summary of the X501 test of minor actinide
bearing metallic fuels conducted in the EBR-II
reactor in the 1990’s (SFR/AF/2007/020)

3-6,
3-1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 status report on progress in optimizing MA oxide
fuel fabrication parameters in 2007. (Dec. 2007)
(SFR/AF/2007/022)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일
본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7/003)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metal
fuel by licensing models (SFR/AF/2007/005) 3-6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7/011)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metal
fuel by licensing models (SFR/AF/2007/013)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Preliminary report on MA bearing oxide fuel
fabrication process feasibility (SFR/AF/2007/016)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프
랑
스

-Germinal simulation of CAPRIX 1 results
(SFR/AF/2007/001)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PIE results and METEOR simulation of NIMPHE
tests (SFR/AF/2007/007)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EU

-Review report of fabrication processes for oxide and
nitride fuels (SFR/AF/2007/008) 3-1 -Pu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Review report on irradiation performance on nitride
fuels (SFR/AF/2007/009)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2008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Evaluation of metal fuel-barrier compatibility tests
(SFR/AF/2008/016)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models and metal fuel-barrier cladding
compatibility test (SFR/AF/2008/017)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Design and manufacturing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 (SFR/AF/2008/021)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U-Zr-Ce
(SFR/AF/2008/022)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development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s installation and operation
(SFR/AF/2008/023)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Test results of FMS cladding materials
(SFR/AF/2008/026)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Design and fabrication of cladding-sodium 3-4,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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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ility test equipment (SFR/AF/2008/027) 3-5

-Progress report on FMS cladding alloy material
tests (SFR/AF/2008/028)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Final draft of the fuel comparison report
(SFR/AF/2008/001)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Final draft of the fuel comparison report
(SFR/AF/2008/003)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Update of fuel comparison report with carbide
section (SFR/AF/2008/006)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A status report on procurement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ferritic/martensitic cladding alloy tubes
(SFR/AF/2008/02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일
본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U,Pu)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8/002)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metal
fuel by improved models (SFR/AF/2008/004)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oxide
fuel with TRU supplied from LWR spent fuel by
CEDAR-3 code (SFR/AF/2008/010)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metal
fuel by improved models (SFR/AF/2008/011)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Preliminary evaluation report on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and O/M drift rate of mixed oxide fuel
powder (SFR/AF/2008/013)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Preparation status report of ODS fuel pin irradiation
test in Joyo (SFR/AF/2008/025)

3-4,
3-7

-피복관 제조기술개발 및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활용

프
랑
스

-Preliminary design, performance and safety
behaviour of a SFR carbide core (SFR/AF/2008/005)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Fabrication flowsheet and results of characterisation
of MA bearing oxide fuels (SFR/AF/2008/012)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EU

-A review of early (1970s) carbide and nitride fuel
irradiation of disk type fuel in the BR2
(SFR/AF/2008/007)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progress report of the PIE of NIMPHE 2 carbide
and nitride fuels (SFR/AF/2008/008)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2009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금속연료-배리어 피복재 상호 반응시험 결과 3-6
-금속연료 성능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3-7 -금속연료 조사시험에 활용

-금속연료심 제조 및 물성시험 3-1 -금속연료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FMS 피복재 기계시험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MA 함유 연료 조사후 시험 (산화물/금속/질화물연료,
AFC-2)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FMS 피복관 제조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일
본

-MA 함유 연료 과도상태 거동 예비분석
(산화물/금속연료) 3-6

-MA 금속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MA 함유 연료 제조 기술 (산화물연료)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ODS 피복관 핵연료 Joyo 연구로 조사시험
3-4,
3-7

-피복관 제조기술개발 및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활용

프 -MA 산화물/질화물/탄화물 핵연료 조사시험 및 평가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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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Feasibility Study on Ultrasonic Waveguide Sensor
for Under-Sodium Visualization of Sodium Fast
Reactor (SFR/CDBOP/2007/004)

5-3-1
-웨이브가이드 센서 개발에
활용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SFR/CDBOP/2007/014) 4-4-1

-S-CO2 Brayton 사이클의
SFR 적용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

미
국

-Small Scale Closed Brayton Cycle Dynamic
Response Experiment Results (SFR/CDBOP/2007/007) 4-4-1

-S-CO2 및 기타 이상기체의
Brayton Cycle 성능
실험자료에서 S-CO2 Brayton
Cycle의 효율 및 특성 파악에
활용

-Apparatus for Supercritical 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and Preliminary Test
Results (SFR/CDBOP/2007/008)

4-4-2
-S-CO2 Brayton Cycle의
신개념 열교환기 개념 개발 및
성능 실험장치 설계에 활용

-Simulation Results for Test Date 06-01-11
(SFR/CDBOP/2007/009) 4-4-4 -S-CO2 Brayton Cycle 제어를

위한 코드 개발에 활용

-Control System Options and Strategie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SFR/CDBOP/2007/010)

4-4-3

4-4-4

-S-CO2 Brayton Cycle의 제어
논리 설정에 활용

-Control Strategies and Stability Analysi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SFR/CDBOP/2007/011)

4-4-4
-S-CO2 Brayton Cycle의
임계점 부근의 온도 제어 개념
설정에 활용

-Comparative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Power
Conversion System Reference Transient
(SFR/CDBOP/2007/012)

4-4-3

4-4-4

-S-CO2 Brayton
Cycle의inventory control 및
turbine bypass control
특성해석자료를 제어논리
개발에 활용

일
본
-Studies of Super-critical CO2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Fast Reactor (SFR/CDBOP/2007/013)

4-4-1

4-4-2

-SFR과 연계된 S-CO2
Brayton Cycle 성능해석 코드
개발에 활용, S-CO2에 의한
부식특성실험 결과를 고집적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에
활용, Na-CO2 반응 실험
자료는 Na-CO2 실험장치
설계 및 자료비교에 활용

랑
스

방법론 개발에 활용

-MA 산화물 핵연료 노심 설계 평가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EU

-MA 산화물 핵연료 제조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질화물 핵연료(NIMPHE-2) 조사후시험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기술 3-2
-금속연료봉 용접기술개발에
활용

○ CD&BOP 프로젝트



- 0-97 -

프
랑
스

-Ultrasound test programme in sodium with silicon
and steel substrates using the Liquidus device
(SFR/CDBOP/2007/003)

5-3

-소듐 적심성 특성 실험 결과를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반영
설계하고 소듐중 실증시험
장치 설계 제작에 활용

-The Use of Gas Based Energy Conversion Cycles
for Sodium Fast Reactors (SFR/CDBOP/2007/005) 4-4-1

-S-CO2 Brayton Cycle의 개념
정립 및 정상상태 해석 코드
개발에 주요기기 및 효율 비교
자료로 활용

-Designing a compact Na-gas heat exchanger :
parametric study according to the heat exchanger and
the coolant (SFR/CDBOP/2007/006)

4-4-2 -Na-CO2 고집적열교환기
설계개념 도출에 활용

2008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Interim report on the creep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s for Mod.9Cr-1Mo steel structures
(SFR/CDBOP/2008/008)

5-4
-누설균열 평가기술 개발에
활용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coupled with SFR (SFR/CDBOP/2008/015)

4-4-1
-S-CO2 Brayton 사이클의
SFR 적용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

미
국

-Results of supercritical 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SFR/CDBOP/2008/011)

4-4-2
-S-CO2 Brayton Cycle
Recuperator 설계 개념 설정에
활용

-Dynamic system analysis of a supercritical CO2
compression loop (SFR/CDBOP/2008/012) 4-4-4 -S-CO2 사이클동특성 분석

참고자료로 활용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compressor operation
near the critical point of CO2
(SFR/CDBOP/2008/016)

4-4-4 -S-CO2 압축기 특성 분석
자료로 활용

-Gen IV S-CO2 Brayton cycle test loop design and
split flow S-CO2 compressor test loop construnction
description (SFR/CDBOP/2008/017)

4-4-3

4-4-4

-S-CO2 압축기 특성 분석 및
Cycle 동특성 해석 실험장치
구성방안 참고자료로 활용

일
본

-Development of a visual test device in sodium (1)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sensors and the signal
processing units,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s and the signal processing units through the
fundamental test. (SFR/CDBOP/2008/005)

5-3

-액침초음파센서의 소듐내
적용을 위한 주요설계특성을
웨이브가이드센서 설계 제작에
반영하고 소듐실증시험에
적용함

-JOYO MK-III modification work on heat transport
system : working plan and plant control
(SFR/CDBOP/2008/007)

5-3

-소듐배관의 보수기술,
취급기술 및 경험 등을 국내
건설 예정인
소듐루프시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운전보수 등에 반영하고
SFR 실증로 가동중검사및
보수 설계에 활용함

프
랑
스

-Report on the result of first series to define which
technology (immersed or from outside): 2008
(SFR/CDBOP/2008/004)

5-3

-원자로 외부에서 내부구조물을
검사하는 ISI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SFR
실증로의 가동중검사 및 보수
개념설계에 활용함

-Experimental feedback of the PHENIX reactor
during the plant safety upgrading (1994-2003)
(SFR/CDBOP/2008/006)

5-3

-Phenix 연구로 안전성증진
설계개념과 운전경험을 SFR
실증로의 가동중검사 및 보수
개념설계에 활용함

2009년 결과물 제목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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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 개발
중간보고서(Task.3.2.1.K.1) 5-3-3

-소듐중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시제품 개발에 활용

-FSM 구조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
보고서(Task 3.1.1.K.2) 5-4

-누설균열 평가기술 개발에
활용

-Na/CO2 화학반응 분석 및 혁신 열교환기 열유동 분석
보고서 (Task 3.1.2)

4-4-2 -혁신개념 Na-CO2 열교환기
설계에 반영

미
국

-PCHE 열교환기 S-CO2 루프 설명 및 시험계획
보고서

4-4-2

-S-CO2 Brayton
Cycle의Na-CO22 열교환기
설계시 채널 구성 참고자료로
활용

-소규모 컴프레서 루프시험 GAS-PASS/CO2
해석보고서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제작성 및 작동성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Gen IV 원자로의 제어논리와 동적응답 해석 보고서
-S-CO2 Brayton Cycle의
제어논리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

-ANL 플랜트 동적코드 모델 검증을 위한 소형 S-CO2
컴프레서시험 해석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작동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일
본

-고온 소듐환경에서 초음파 ISI 센서 타당성 보고서 5-3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소듐중
실증 시험에 일본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액침센서와
한국의 웨이브가이드센서
기술을 융합한 소듐내부가시화
기술을 공조 개발함

-S-CO2 컴프레서 성능시험장치 설계 및 구축 보고서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제작성 및 작동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프
랑
스

-ISI 방법론 결정 연구 결과보고서(Immersed or From
Outside) 5-3

-액침센서와 원자로 외부에서
접근하여 내부구조물을
검사하는 ISI 기술에
웨이브가이드센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SFR 실증로 설계의
ISI 방법론 및 절차 정립에
활용

-AECS 개념 타당성 분석 보고서 4-4-1
-S-CO22 Brayton Cycle의
SFR 적용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각국의 고속로 연구개발 현황자료 및 IAEA TWG-FR 활동 현황자료

¡ "LMFBR Program Plan," USAEC, WASH-1107 (2nd Edition) (Dec. 1972).

¡ "PR & PP Evaluation Methodology," Office of Nuclear Energy, US DOE (March 2006).

¡ "Evaluation Methodology for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GIF/PRPPWG-2006/005, November 2006.

¡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 Phase Ⅱ 기술검토서 - (1) 원자로플랜트 시스템,

JAEA-Research 2006-042, JAEA, 2006. 6.

¡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 Phase Ⅱ 기술검토서 - (2) 연료사이클시스템,

JAEA-Research 2006-043, JAEA, 2006. 6.

¡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 Phase Ⅱ 기술검토서 - (3)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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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Research 2006-044, JAEA, 2006. 6.

¡ IAEA, "INPRO manual for the area of physical protection, Volume 6 of the Final

Report of Phase 1 of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IAEA-TECDOC-xxxx, IAEA, Vienna (2007) (to be published).

¡ USDO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Technology Development Plan,"

GNEP-TECH-TR-PP-2007-00020, Rev 0 (July 2007).

¡ Jim Cahalan, "Sodium Fast Reactor Safety #2," DOE/HQ October 31, 2007 (Rev. 1,

October, 2008).

¡ Eric P. Loewen, “Advanced Reactors: NUREG-1368 Applicability to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March 15, 2007.

¡ IAEA, "Spent Fuel Reprocessing Options," IAEA-TECDOC-1587, August, 2008.

¡ IAEA, "Liquid Metal Cooled Reactors: Experience in Design and Operation,"

IAEA-TECDOC-1569, December, 2007.

¡ "Advanced Nuclear Power and Fuel Cycle Technologies: Outlook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11, 2008.

¡ M.D, Zentner, G.A. Coles, and I.U. Therios, "A QUALITATIVE ASSESSMENT OF

DIVERSION SCENARIOS FOR A EXAMPLE SODIUM FAST REACTOR USING

THE GEN IV PR&PP METHODOLOGY," 9th Annual Meeting: Institute of Nuclear

Materials Management. Nashville, TN. July 13th-17th, 2008.

¡ C. Renault and F. Carre, "Development Program of Innovative Reactor System in the

World,", September, 2008.

¡ Jacques BOUCHARD(Chairman of GIF),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GIF," IAEA

Technical Meeting on Country Nuclear Fuel Cycle Profiles, Dec. 1-2, 2008.

¡ Frank Carre(CEA), "Harmonizing the French and American Policies for Nuclear

Reactor Development," Dec. 8, 2008.

¡ 일본(JAEA)의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연구시설, 2008.

¡ 제4세대 원자로 인허가절차 및 규제요건 개발방향 수립, KINS/RR-6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2008. 12.

¡ A Strategy for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EPRI, 2009.

¡ J-P. Groullier, et al., “"Minor Actinides Transmutation Scenario Studies with PWRs,

FRs and Moderated Target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20, p.163-169 (2003).

¡ R.N. Hills, "Systems Studies Stratiegies for Transitioning to Advanced Fuel Cycles

abd Reactir Systems," workshop for Graudate Students from the Big 10 Nucelar

engineering Departments, July 2004.

¡ M. Salvatores, “"Nuclear fuel cycle strategies including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Nucl. Eng. and Design, 235, p.805-816 (2005).

¡ K. Ono, “"Japanese typical FR Deployment Scenario,”" 1st Meeting of the Ad hoc

Expert Group on “"Transition Scenarios from Thermal to Fast Reactors,”" OECD/NEA

Headquarters, Paris, France, Sep. 20-21, 2007.

¡ OECD/NEA, “"Accelerator-Driven Systems (ADS) and Fast Reactors (FR) in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A Comparative Study,”" OECD, Paris, Fran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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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McCarthy and Y. J. Choi, “"Summary of Activities of WPFC Expert Group on

Transition Scenarios Studies,”" 1st Meeting of the Ad hoc Expert Group on

“Transition Scenarios from Thermal to Fast Reactors,” OECD/NEA Headquarters,

Paris, France, Sep. 20-21, 2007.

¡ V. Usanov, “"Global Architecture of INS Based on Thermal and Fast Reactors with

the Inclusion of a Closed Nuclear Fuel Cycle (GAINS),”" 1st Meeting of the Ad hoc

Expert Group on “"Transition Scenarios from Thermal to Fast Reactors,”" OECD/NEA

Headquarters, Paris, France, Sep. 20-21, 2007.

¡ D. E. Burkes, R. S. Fielding, D. L. Porter, Metallic fast reactor fuel fabrication fo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92 (2009) 158–163.

¡ T. A. Hyde, Fabrication Report for the AFC-2A and AFC-2B capsule Irradiations in

the ATR, INL/EXT-07-13021, 2007.

¡ T. Ogata and T. Tsukada, Engineering-Scale Development of Injection Casting

Technology for Metal Fuel Cycle, Global 2007, Boise, Idaho, September 9-13, 2007.

¡ 「常陽」照射試験に向けた金属燃料製造技術の開発, 電中研報告, L04005, 2004.

¡ 「常陽」照射試験に向けた金属燃料製造技術の開発, 電中研報告, L05011, 2005.

¡ R. L. Klueh and D. R. Harries, High-Chromium Ferritic and Martensitic Steels for

Nuclear Applications, ASTM, 2001.

¡ Fuels and Materials for Transmutation, OECD NEA No. 5419, 2005.

¡ A. B. Cohen, T. C. Wiencek, and H. Tsai, VANADIUM-LINED HT9 CLADDING

TUBES, 15th Conference on Advances in the Production of Tubes, Bars and Shapes,

May 2-3, 1994, Clearwater FL.

¡ P. Billot, J.-L. Seran, Materials requirements to support research for the generation

IV systems development (VHTR, GFR, SFR), in Materials for Generation IV Nuclear

Reactors,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Cargese, France, September 24-October 6,

2007.

¡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ized Fast Reactor Cycle Systems Technical Study

Report of Phase II -(1) Fast Reactor Plant Systems-, Japan Atomic Energy Agency,

June 2006 (in Japanese).

¡ M. Inoue, T. Kaito, S. Ohtsuka,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xide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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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기술개발 종합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 2011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종합 및 노형평가

- 고유개념 설정

-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 시나리오 연구

- 기술 및 품질관리

- 인허가성 검토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효율적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을 위해서는 상위 설계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여 세부 분야의 개념개발 업무를 선도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업무가 필수적임.

- 고유개념 개발을 위해서는 노형개념에 대한 체계적 비교평가가 필요하며, 각 세부

기술분야별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업무가 중요함.

- 노심의 기능 등 세부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한

시나리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 효율적인 기술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정계획, 문서관리지침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경제․산업적 측면

-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측면에서 2030년대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는 1,000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5%를 고속로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2050년대에는 2,000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 중 약 20%를 고속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용화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상용화에 따른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기술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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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측면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준 국산에너지로 경제성이 좋은 원자력에너지에

크게 의존하여 원자력발전소를 확대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환경적․사회적

영향으로 원자력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급등하는 석유가격과 우라늄의 고갈 가능성, 친환경성의 강조 등 미래

에너지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2006년 말 수립한

국가 Total Roadmap에서 제시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생명․환경 분야와

함께 에너지․자원분야를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인식하고, 특히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투자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사용후연료의 저장․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유개념 설정

- 상위 설계요건 설정

- 기술체계도 작성

- 후보개념 타당성 평가

- 고유개념 설정

- 실용가능성 검토

- 가상현실기법을 통한 기기배치 예비평가

¡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 참조노형 비교평가

- 후보개념 노형 비교평가

- 노형 예비평가

- 고유개념의 경제성 예비평가

¡ 시나리오 연구

- 변환로 도입효과 분석

- 증식로 도입효과 분석

- 노형 혼합 도입효과 분석

¡ 기술 및 품질관리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종합

- 품질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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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성 검토

- 해외 인허가 요건 검토

- 국내 고속로 고유인허가 요건(안) 협의 및 설정

IV. 연구개발결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여,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단일 고유개념으로서의

최적후보개념을 도출하고 설계사양을 설정하였다. 최적후보개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자체순환로의 경우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동중 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등의 고유개념을 설정하였다. 연소로의

경우에는 용량 600MWe인 KALIMER-600의 설계개념을 기초로 하여 단일농축도

노심장전모형을 개발하여 고유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장기 원자력 수요예측 변경을 반영하여 국내 처분대상 경수로

사용후연료량을 적정하게 최소화할 수 있는 2028년 소듐냉각 고속로 실종로 도입,

2040년 연소로 상용로 도입 후 2068년경 자체순환로를 도입하는 최적 경수로,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 혼합도입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2100년경 소듐냉각 고속로의 적정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35～40%로 추정되며, 소듐냉각 고속로는 보조노형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효율적 관리처분,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해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템(S-RIMS)을 구축하였다. 품질관리를

위해 최상위 개념의 품질보증계획서ž절차서를 토대로 연구과정 등을 반영한 “소듐냉각

고속로용 연구개발 절차서”를 수립ž적용하여 전산관리개념을 도입하였다.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생산되는 결과물(각종 문서 포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 여건을 등재하여 성과물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가 달성가능한 고유개념 설정 및 참조노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확보된 독자적인 노형평가 및 노형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고유개념을 토대로 실증로 개념설계 및 표준설계를 수행할 계획임.

¡ G4-ECONS 경제성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 고유개념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향후 실증로 경제성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실증로 설계사양의

구체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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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지속성 관점에서 도출한 서로 다른 기능의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의 최적혼합도입 시나리오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원전개발계획과

경수로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구축된 기술 및 품질관리 통합형 시스템 (S-RIMS)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기구축된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실증로 설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설계자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능력을 축적ž향상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현재 원자로 개념개발 단계이지만 설계개발자 입장에서 향후 인허가 관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도출․검토한 결과는 향후 실증로

설계과정 뿐만 아니라 소듐냉각 고속로 인허가기술 개발에 활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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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echnology Integr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Project

1. Objective

¡ To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overall activities for development of Gen IV

SFR advanced design concept

2. Necessity

¡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integrate all the design concept development

activities, and technologies and knowledge achieved in the design concepts study

for an effective definition of Advanced SFR design concept.

¡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and define Advanced SFR design concept from

comparative assessments of Gen IV SFR concepts and advanced design concept

candidates in a synthetic manner.

¡ It is required to develop SFR deployment scenarios drawn based on realistic

assumptions for framing a detai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rogress plan and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effective technology and quality management.

III. Work scope and Contents

¡ Definition of Advanced SFR design concept

- define top-tier design requirements

- develop Gen IV advanced SFR design concept candidates and assess their

feasibility

¡ Assessment of sustainability, economics, safe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 comparatively assess reference design concepts

- assess sustainability, economics, safe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of

advanced design concept candidates

- preliminarily assess sustainability, economics, safe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of Advanced SFR design concept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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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 deployment scenario study

- analyze SFR deployment scenarios with either burners or breeders only

- analyze SFR deployment scenarios with burners and breeders

- analyze appropriate transition scenarios from thermal to fast reactor

systems

¡ Quality management system

-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 establish and operate a quality management system

- build a database

¡ Study on domestic licensability of SFRs

- review and analyze present issues related to domestic SFR licensing

IV. Results I

Several advanced design concepts which can better meet the Gen IV technology

goals were developed to define Advanced SFR concept. From the assessment of

their technical feasibility of design options for capacity, barrier candidates, number

of loops, steam generator tube type, an optimal advanced SFR design concept was

developed and its design specifications were finally defined as Advanced SFR

concept. The reference Advanced SFR concept has the plant capacity of 1,200 MWe

and features a proliferation-resistant enrichment split breakeven core without

blankets, two IHTS loops, a double-wall tube type steam generator, and an

in-service inspection tool with a long life wave guide sensor for reactor internals.

The TRU burner concept as the alternative Advanced SFR concept was elaborated

with the single enrichment core model based on the KALIMER-600 concept.

An efficient PWR-SFR transition strategy was explored to appropriately

minimize the domestic PWR spent fuel disposal, reflecting the domestic long-term

nuclear demand projection. In the most appropriate SFR deployment scenario,

breakeven reactors are deployed from 2068 after the deployment of burners starting

in 2040 with introducing a demonstration SFR first in 2028 to the PWR dominant

nuclear fleet. The SFR mix ratio in the nuclear fleet near the year 2100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5-40%. PWRs will remain as the main power

reactor type until 2100, and SFRs will support the waste minimization and fuel

utilization efforts.

A technology management system(S-RIMS) which can embody a database function was

built to effectively manage interfaces between different design areas and progresses, to

assure product quality, and to efficiently manage and utilize the products. A computational

management system implementing the Gen IV SFR R&D procedures was introdu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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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product quality. The utilization of products including various documents was

enhanced with strengthening the database function and archiving about 2,500 products.

IV. Future Use

¡ Use of the improved capability for assessing and developing SFR design concepts

achieved in the definition of Advanced SFR concept and the assessment of various

design concepts to perform a conceptual design and standard design of the

demonstration SFR

¡ Use of the results of the economics assessment based on our own design data

using the G4-ECONS model to improve an estimation accuracy in evaluating

economics of the demonstration SFR with the development of design specifications

¡ Use of the results of the SFR deployment scenario study as basic data for

domestic PWR spent fuel management planning, nuclear fuel cycle strategy study

¡ Operation of the technolog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RIMS) with

implementing a product quality program not only to assure products' reliability

but also to improve design technologies and a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in a large project for system development

¡ Use of the review and analysis results of present issues related to domestic

SFR licensing to design a demonstration SFR and to develop SFR licen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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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 2011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종합 및 노형평가

- 고유개념 설정

-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 시나리오 연구

- 기술 및 품질관리

- 인허가성 검토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효율적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을 위해서는 상위 설계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여 세부분야의 개념개발 업무를 선도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업무가 필수적임.

- 고유개념 개발을 위해서는 노형개념에 대한 체계적 비교평가가 필요하며, 각

세부 기술분야별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업무가 중요함.

- 노심의 기능 등 세부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한

시나리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 효율적인 기술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정계획, 문서관리지침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경제․산업적 측면

-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측면에서 2030년대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는

1,000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5%를 고속로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2050년대에는 2,000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 전력수요 중 약 20%를 고속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용화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상용화에 따른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기술개발이 필요함.

¡ 사회․문화적 측면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준 국산에너지로 경제성이 좋은 원자력에너지에

크게 의존하여 원자력발전소를 확대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환경적․사회적

영향으로 원자력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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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급등하는 석유가격과 우라늄의 고갈 가능성, 친환경성의 강조 등 미래

에너지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2006년 말 수립한

국가 Total Roadmap에서 제시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생명․환경 분야와

함께 에너지․자원분야를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인식하고, 특히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투자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사용후연료의 저장․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 고유개념 설정

- 상위 설계요건 설정

- 기술체계도 작성

- 후보개념 타당성 평가

- 고유개념 설정

- 실용가능성 검토

- 가상현실기법을 통한 기기배치 예비평가

¡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 참조노형 비교평가

- 후보개념 노형 비교평가

- 노형 예비평가

- 고유개념의 경제성 예비평가

¡ 시나리오 연구

- 변환로 도입효과 분석

- 증식로 도입효과 분석

- 노형 혼합 도입효과 분석

¡ 기술 및 품질관리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종합

- 품질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허가성 검토

- 해외 인허가 요건 검토

- 국내 고속로 고유인허가 요건(안) 협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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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07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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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주요 국가는 2020년경까지 기술실증 추진 중임.

미국

- 미국 DOE, 일본 JAEA, 프랑스 CEA는 SFR 원형로 개발에 대한 3개국 협력

의 양해각서를 ‘08년 1월 말 체결하고, 향후 고속로 개발과정에서의 리스크

절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3개국 협력의 주요내용은 ① 원형로 설계목표 및 상위설계요건 수립, ② 공

통안전원칙 파악, ③ 용량 및 노형(루프형, 풀형) 논의, ④ 계획수립을 목적으

로 하는 원형로 건설 일정, ⑤ 재료, 기기, 안전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

⑥ 산화물 및 금속 핵연료 예비 비교, ⑦ 원형로 초기 핵연료 공급시설 관련

공동전략 논의, ⑧ 건설, 운전, 유지 비용 절감방안 도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협력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1차적으로 2008년 6월 협력 지속에 대해

다시 결정하기로 함.

∙미국(DOE), 일본(JAEA), 프랑스(CEA) 3개국의 SFR 공동개발 양해각서

(MOU)는 2008년 8월 개정되어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미국은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교체로 인하여 GNEP 계획 관련 예산 지원 중

단되었고, 고속로를 이용한 재순환주기 연구개발은 AFCI 프로그램 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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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05.10월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제10차 원자력연구 이용 개발 장기계획을 통해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추진을 천명함.

∙‘25년까지 고속증식로 실증로 및 관련 주기시설을 건설하며, ‘50년경부터 상용로

도입 예정임.

∙‘50년 이후에는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고속증식로

사이클 시스템 구축계획임.

∙고속증식로의 적극 도입으로 2100년경에는 모든 경수로를 고속증식로로 대체할

계획임.

-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지층처분 기술개발과 안전 확보를

중점적으로 선택과 자원 집중 추진, 고속로 개발은 MOX 연료 제조기술

개발과 함께 고속로 공급을 통해 공학규모 실증을 목표로 추진 중임.

- 고속로 개발을 전담할 미쓰비시 FBR (MFBR)을 ’07년 7월 설립, MFBR은

고속로 개발을 위한 일본 내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15년까지 실증로와

상용로 개념설계를 수행 중임.

프랑스

- ‘06.1월, 시라크 대통령은 ’20년에 제4세대 원형로 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 함.

- ‘40년부터 제 4세대 상용 고속로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경수로(제3세대)를

대체해가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70년~‘80년경에는 경수로를 고속로로 완전

교체할 계획임.

- '12년 SFR 참조노형과 추가 백업노형(GFR 유력, LFR 후순) 결정 예정임.

'20년에 원형로(ASTRID, 250~600MWe) 가동 계획임. 현재 CEA, AREVA,

EDF가 공동으로 연구수행 중이며 최근에 GFR 연구를 거의 중단하고 대신

SFR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 SFR System

-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EU 총 6개국이 참여함.

- 프로젝트 현황

∙Advanced fuel 프로젝트 ‘07. 3. 21 약정 발효

∙Component design & BOP 프로젝트 ‘07. 10. 11 약정 발효

∙Safety & operation 프로젝트 ‘09. 6. 11 약정 발효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프로젝트 약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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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는 7건의 deliverables 생산 제공, 총 27건의 deliverables

공유함.

기타 국가

- 중국은 ’30년경부터 상용로를 도입하고, ’50년경에는 약 260 GWe 원전

설비용량의 대부분을 고속로로 건설 예정임.

- 러시아는 현재 BOR-60 실험로, 600MWe급 BN-600 원형로를 운전 중이며,

실증로 BN-800 고속로를 건설 중임.

- 인도는 ‘10년에 PFBR(500MWe) 건설완료, 이후에 ’20년까지 4기의

고속로(CFBR) 건설 예정, ‘50년경 1,000MWe급 상용로 건설 예정임.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80년대에 소규모로 소듐냉각 고속로에 대한 기초기술 연구 수행함.

- ‘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착수함.

- ‘01년에는 소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150(150㎿e) 설계개념을 완성하였음.

KALIMER-150은 국내 최초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로 미국의 PRISM

원자로에서 출발한 개념임.

- ‘02년부터 ‘06년까지는 중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 개념설계를

완성하였는데,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개념의 원자로임. 비록

선진국보다 뒤늦게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경험이 없지만 국내 고속로 설계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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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MER-600은 ‘02년에 미국과 일본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과 함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으로 선정된 바 있음. ‘08년 10월에는 미국

GE-Hitachi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에 기술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09년 하반기에 PRISM 원자로와 KALIMER-600의

설계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함('09.3-‘09.11 수행, 5만 불).

- 프랑스 원형로 피닉스(Phenix)의 end of life test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08.

10 ～’09. 8)하여 계통해석 코드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함.

- 현재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는 KALIMER-600의 원자로 개념의 특성을

적용하면서 Gen IV 4대 기술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고속로 개발을 목표로

개념 개발 중임.

- 이러한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함.

∙관련 산업체, 대학, 규제기관과 주기적 협력 강화

∙기존의 KAERI․JAEA, KAERI․CEA간 정례 기술협력회의 개최

∙KAERI․CIAE간 정례 기술협력회의 착수로 실험로(CEFR) 활용계기 마련

- 또한 미국의 GEH사는 자사가 개발한 PRISM 고속로와 국내개발 고속로와의

설계특성 비교․분석결과 생산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요청하고, 양 기관간

기술공급 계약(PRISM Support Service Agreement)을 2008년 10월에 체결함.

미국 GEH사 PRISM과 KALIMER-600 설계개념을 비교․평가하는 과제

수주('09.3-‘09.11, 5만 불)하여 이를 수행함.

- 소듐냉각 고속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기존의 KAERI-JAEA,

KAERI-CEA간 정례 기술교류 외에 2008년 10월에는 처음으로 중국 CIAE와

제1회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키로 함.

중국은 2010년 고속로 실험로인 CEFR을 초임계 달성, 시운전 착수 예정으로

고속로관련 대형 연구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008년 12월 22일 정부차원에서 미래 원자력시스템 장기개발계획이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고속로 건설계획의 수립은 국제협력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사용후연료정책 등을 국내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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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조 및 조사시험

‘07

경제성, 기술성 등
판단

인허가성 판단 건설추진여부 결정
(사회수용성, 시장성 등)

기술성 판단 경제성, 
인허가성 판단

건설추진여부 결정
(사회수용성, 시장성 등)

2028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및 핵연료주기 실증시설 건설
- 제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2008.12.22) -

2028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및 핵연료주기 실증시설 건설
- 제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2008.12.22) -

¡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

∙참조노형으로 선정된 KALIMER-600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Gen IV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 계통개념을 개발하고 개발된 개념에 대한

실용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함. 신 계통개념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개념의 실용 가능성 입증을

위해서는 정확성이 입증된 전산코드를 활용하거나 실험을 수행하여야 함.

- 노형평가

∙제4세대 원자로 참조노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GIF에서 다양한 노형들을

평가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노형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없어

자체적인 평가능력이 미약함.

∙정확한 노형평가를 위해서는 노형 평가지수와 평가대상 원자로의 설계

자료가 필요하며, 노형 평가지수는 Gen-Ⅳ 공동연구 초기 논의과정에서

개발된 지수를 활용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설계 자료는 대부분 생산 혹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상세자료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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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평가

∙GIF의 EMWG에서 개발한 경제성 평가모형도 실제 산업규모 적용실적이

없어서 총론적 수준의 계산 모델에 머물고 있으며, 이 모형을 이용한 국내

경제성 평가 결과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Gen-Ⅳ 4대

기술목표의 하나인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설계사양의 개발이 구체화될수록

경제성 분석결과는 점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연구

∙현재까지의 소듐냉각 고속로 국내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장기 원전수급계획

전망의 불확실성,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개발전략의 부재, 원전실적 자료

(특히 핵연료주기시설 분야)의 부족, 국내 인프라 관련 자료 (원자력 분율의

상한치, 인허가제도, 건설공기, 원전가용부지 등)의 미비 등으로 시나리오

계산 입력 자료의 확보가 취약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연구결과

생산이 미흡하였음. 입력 자료의 미비로 인해 상용 시나리오 분석코드 사용이

어려워서 극히 제한적인 분석만이 수행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입력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가공 등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술 및 품질관리

∙상용원전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는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대형 종합시스템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연구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적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세 기술적 연구수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체계 구축 및 활용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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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설정

1. 상위설계 요건 설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4대 기술 목표를 달성가능하도록 제시된 후보개념들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화된 자체순환로(1,200MWe) 후보개념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을 설정하였다[1]. 600MWe 연소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위설계요건을

설정한 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4대 기술영역에 대한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지속성과 경제성 향상 항목에 대한 요건을 추가 반영하여 상위설계요건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2].

고유개념 설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수로 영광 3,4호기, SMART

원자로의 설계기준과 미국 및 일본의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성 평가지침을 검토하여

자체순환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설계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체순환로(1,200MWe)의 상위설계요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고유개념

설정에 필수적인 원자로 주요계통, 기기 및 구조물, 제어, 구조설계를 위한 설계목표,

일반기준, 안전 및 성능관련 상세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연소로에 대하여도 각각

제공하였다[3,4].

가. 설계요건

(1) 설계목표

고유개념의 소듐냉각 고속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서의 4대

기술목표인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핵비확산성)을 설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지속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연료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증진시켜 장기적인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켜

공중보건 증진과 환경부담 경감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 확보

제4세대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 공감하는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자로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안전 시스템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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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향상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타 발전원에 비해 전 수명기간 동안의 비용이 경쟁

우위를 갖고, 초기 자본투자비를 감소시켜 원전 건설에 따른 재정적 위험 부담 경감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핵확산 저항성

핵확산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를 포함하여 핵무기급 핵물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상위 설계요건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의 역할은 향후 2040년경 국내 상용로를

개발하여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노형이다. 고유개념의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목표로 설정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서의 4대 기술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최상위 설계요건을 설정하였다. 표 1과 2는 출력 1,200MW급의 자체순환로 및

600MWe급의 연소로에 대한 최상위 설계요건을 각각 정리ž요약하였다.

나. 설계기준

(1) 자체순환로 설계기준

자체순환로 설계 기준은 고유개념의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목표로 설정한 4대

기술목표에 부합되도록 자체순환로 설계 시에 적용해야 할 주요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로계통의 규제적용 기준과

설계특성을 제공하여, 각 계통과 기기의 설계요건 작성과 기술요건을 위한 초기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설계기준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자체순환로의 원자로계통 설계 및 기기

설계에 대한 일반설계기준과 안전 및 성능 관련 상세 기준, BOP 연계특성, 환경, 부지,

규제와 관련된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설계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그 범위로 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를 위한 규제요건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경수로 대비의 규제요건을 기술하고 추후 규제요건이 완성되면, 적절히 변경

적용하도록 한다[3].

자체순환로 설계기준은 설계 목표를 만족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설계 목표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FR은 이미 증명된 기술에 근거하여 개발 및 설계되어야 하며, 원자력 산업에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산업계에서 이미 사용되어서 그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되었거나, 실험 또는 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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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의 안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풀(pool)형 원자로의 설계개념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안전계통은 중력, 스프링 및 자연대류 등 자연력을 이용한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하여 계통을 설계함으로써 능동적 안전기기를 최소화하고 사고 저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자체순환로 핵증기공급계통의 개념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설계특성을

가지도록 설계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계특성 중에서 자체순환로 설계요건과 중복되는

내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열출력 3,050 MWt

- 원자로 냉각재계통 특성(전출력 운전)

PHTS 공칭압력 0.1 MPa

노심 입구온도, 일차냉각재 390 ℃

노심 출구온도, 일차냉각재 545 ℃

PHTS 냉각재 유량 ～15,455.4 kg/sec

IHTS 공칭압력 0.1 MPa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IHTS냉각재 325.0 ℃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IHTS냉각재 528.0 ℃

IHTS 냉각재 유량 ～11,777.7 kg/sec

- 원자로 설계

핵연료 집합체 종류 및 개수

내부노심 : 318개

외부노심 : 306개

반응도 조절 제어봉

원자로 기동 냉각재펌프 및 heat tracer에 의한 가열

원자로 제어 논리 출력변동에따른원자로냉각재풀의액위차가

최소화되도록결정

운전 정지 여유도 ≥ 1% △ρ

노심 미임계도 재장전 : keff ≤ 0.99

저온 정지 : keff < 0.99

고온 대기 : keff < 0.99

- 증기발생기 설계

종류 이중벽관 증기발생기

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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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튜브 및 구조물 재질 Mod9Cr

관막음 여유도 10%

증기 과열도 최소 40 ℃ 이상

- PHTS 및 IHTS냉각재펌프 설계 종류 기계식 펌프

그 외에 성능 및 안전관련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핵증기공급계통의 성능 및

안전요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플랜트 과도 상태를 요약하였다. 설계기준사고는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고로써, 예측되는 그 사고들의 결과는

설정된 허용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각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의 허용기준은

발생빈도와 연관이 있으나, SFR의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허용기준이 아직까지

규제지침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의 결과는 모든 사고의 발생빈도

및 방사선량 관점에서 빈도-결말 기준(frequency-consequency curve)의 허용가능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는 SFR 설계시 반영되어야 하는 핵증기공급계통 과도사건을

말하며,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의 발생 결과가 SFR에 사용된 기기의 정상 운전 영향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기기의 정상 운전 영향은 설계기준사고의 발생

결과로 인하여 별도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검사 및 시험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의 예제로는 원자로 기동, 정상적인 정지,

재장전 운전 등이 포함된다. 계획되지 않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의 예제로는 주급수

펌프 한 대의 상실이나 터빈 부하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설계 기준들에 의한 설계요건을 도출하였으며, 본 절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3]에 나타나 있다.

(1) 연소로 설계기준

연소로 설계기준은 근본적으로 자체순환로 설계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연소로

특성에 의한 설계 특성의 변경 적용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므로 본 절에서는 그

차이만을 기술한다. 본 절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4]에 나타나 있으며, 설계특성

중에서 연소로 설계요건과 중복되는 내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열출력 1,525.8 MWt

- 원자로 냉각재계통 특성(전출력 운전)

PHTS 냉각재 유량 ～7,785.3 kg/sec

IHTS 냉각재 유량 ～5,894 kg/sec

- 원자로 설계

핵연료 집합체 종류 및 개수

내부노심 : 54개

중간노심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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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노심 : 198개

2. 기술체계도 작성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실증로)의 설계․건설․운전에까지 이르는 소듐냉각 고

속로 전반에 걸친 모든 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기술개발 수행계획 및 기

술확보방안 작성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체계도를 작성하였다

[6].

CRBRP(Clinch River BReeder Plant) PSAR을 기본자료로, 국내 경수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 기술개발

수행에 따라 도출된 새로운 R&D, 기술개발 환경의 변화, 혁신기술 및 혁신개념 개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SAR 작성을 위해 필요 기술항목들에 대한

계통체계화로 수정․보완하였다.

우선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실증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기술(요소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작성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기술

범위로 한정하여 기술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술 항목들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 및 확보전략과 관련하여

크게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기술과 경수로 공통기술로 구분하였다. 기술 분류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경수로 기술과 차별화되는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기술(핵심기술,

설계기술 포함)을 파악하여 고유개념 설계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기술과 경수로로부터의 활용가능 기술을 종합하여 실증로 건설․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항목을 도출하는 데 있다.

기술수준 분류는 기술항목 구성요소가 최대 제7단계에 달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상위 기술수준인 Level 1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의 핵증기공급계통(NSSS) 관련

종합설계기술, 발전소 계통 설계 및 경수로 공통기술(BOP 계통기술), 그리고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로 크게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 Level 2는 SAR에서의 장별 항목

주해당기술로, Level 3 이하에서는 해당 장별 이하 항목에 대하여 담당 세부분야별

필요기술 및 기술개발 세부수행 항목으로 구분하고 기술항목별 적합성 및 담당 분야간

협력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 그룹화 및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기술 확보방안

작성을 위하여 세부수행기술 항목은 Level 4 이하 단계의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부기술항목에 대하여 해당기술별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기술수준 기준은 표 3 - 5에서와 같이 설계기술수준(DRL:

design readiness level)과 기술수준(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으로 구분하여

기술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하였으며, 확보방법은 기확보/개발/도입/위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확보시기와 함께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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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개념 종합평가

가. 최적후보개념 설정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KALIMER-600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심, 핵연료 및 계통 측면에서 복수 후보개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으로부터 단일화된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설계사양 관련 연구항목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 평가ž선정을 통하여

최종 구성된 최적후보개념(안)을 도출하였다[7]. 복수 설계사양과 관련된 주요

평가인자는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피복재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이다. 표 6은 주요 평가인자별 자체순환로의 최적후보개념을 보여준다.

제시된 최적후보개념을 보완된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 등을

사용하고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의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적용하여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

고유개념으로의 설정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였다. 고유개념으로서는 앞서

도입시나리오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발전 및 TRU 연소 기능을 가지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혼합도입효과를 반영하여 발전 기능을 가지는 1,200MWe 급의

자체순환로를, TRU 연소 기능을 가지는 출력 600MWe급의 연소로를 각각의

고유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정된 2개의 고유개념, 자체순환로 및 연소로에 대하여 4개 분야에

대하여 타당성을 최종 평가한 결과를 기술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자체순환로를

기준개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당성 평가는 자체순환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소로의 경우에는 기존 KALIMER-600 (600MWe)를 기본으로 대부분

노심설계 변경 및 개선이 이루어져, 평가 결과는 노심설계 변경 및 개선, 노심설계

변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존 KALIMER-600에

대한 해당 부분으로 갈음한다.

(1) 지속성

지속성은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 이용 및 확대를 위한 제4세대 원자로의 주요

설계목표 중 하나이다. 지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 먼저

핵원료성 물질인 U-238을 핵분열성 물질로 변환함으로써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향후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연료 공급 측면과,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항상 동반되는 사용후연료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지속성 평가를 위해 고려되는 노심 후보개념으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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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공정과 연계된 고속로 재순환 공정

∙금속연료에 기반한 블랭킷을 제거한 노심 핵설계

∙전환비(자체순환로, 연소로)에 따른 독립적 노심 핵설계

국내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는 금속연료에 기반하여 파이로 공정과 연계된 재순환

과정 중 하나로 설계되고 있으며, 핵확산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심에 블랭킷을

배제한 상태에서 설계되고 있다. 또한 파이로 공정의 특성 상 초우란원소(TRU) 중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MA)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연료 중 TRU

원소의 효율적인 연소를 위한 연소로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확대에 따른 연료의 원할한

공급과 이용을 위한 자체순환로로 각각 설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후보개념에 대한 지속성을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 부담 경감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가)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라늄 자원 이용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우라늄 자원 이용률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 장전된 우라늄의 총량 중 에너지 생산을 위해 원자로에서 소모된 총량으로

정의된다.

우라늄자원이용률장전된 우라늄 자원의 총량
에너지생산을 위해 소모된 우라늄 양

먼저 우라늄 자원 이용률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기존 제3세대 원전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가압경수로의 우라늄 자원 이용률을 평가하였다. 본 가압경수로는

4.2 wt.%의 농축도와 45,000 MWd/tHM의 평균 방출 연소도를 갖는 노심이다. 먼저

4.2 wt.%의 농축도를 갖는 우라늄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총 우라늄 원광의 양은

아래의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prod
tailfeed

tailprod
feed U

EE
EE

U
-

-
=

feedU 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우라늄 원광량, prodU 는 농축 우라늄 연료의 양,

feedprod EE , 는 각각의 우라늄 농축도, tailE 은 Tail의 농축도를 나타낸다. 위의 수식에

따라 4.2 wt.% 농축도를 갖는 우라늄 연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0.2 wt.%의

tail을 가정하였을 때 대략 7.83톤의 우라늄 원광이 필요하다.

노심에서 연소에 따른 우라늄 자원 소모량은 아래의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g
EAv
MC

Bu
fiss

fisscon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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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Bu는 총 에너지 (MWd), convC 는 환산계수 (5.39256×1023) fissM 는

핵분열성 핵종의 평균 질량수, fissE 는 핵분열 당 발생하는 에너지 (MeV)이다. 예를

들어 질량수 235, 핵분열당 에너지 200 MeV를 가정했을 때 1 MWd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연료양은 약 1.052 g이다.

위의 식에 따라 노심에서 45,000 MWd/tHM 만큼 연소되었을 때 소모된 우라늄의

양은 대략 0.048톤이다. 따라서 이때 우라늄 자원이용률은 0.048/1 = 0.0061로 대략

0.6%의 자원 이용률을 갖는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가압경수로의 물질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파이로 공정과 연계한 고속로 재순환 과정에서는 이상적으로 고속로와 파이로/재가공

공정에서의 손실이 없고 무한 재순환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100%의 자원

이용률을 갖는다. 만일 파이로/재가공 공정의 손실을 가정할 경우 자원 이용률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결정된다.

( )
( )LL
LF
-+

-
=

1
1
g

g

여기서 F는 자원 이용률, L은 파이로/재가공 공정 손실율, g 는 연소효율 (노심에서
연소된 핵연료양/장전된 총 핵연료양)를 나타낸다.

표 7은 KALIMER-600 자체순환로 및 연소로에 대한 자원 이용률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이며 그림 3에 각각의 핵물질 흐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었다. 자체순환로의

경우 연소효율은 8.5 %이며 손실율을 3 %로 가정하였을 경우 자원 이용률은 약 73

%가 된다. 연소로의 경우 연소효율이 13.4 %이며 동일한 손실율을 가정하였을 경우

자원 이용률은 81%이다. 동일한 손실율에서 연소로의 경우 자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소로의 방출연소도가 자체순환로보다 커,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수식은 무한 재순환 과정에서의 자원이용률을 나타낸다. 만일 초기 장전량을

고려하여 자원이용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식이 사용된다.

external

burn

MNM
NMNF

)1(
)(

0 -+
=

여기서,

)(NF =주기수 N 에 따른 누적 우라늄자원이용률

0M =초기노심 장전량 (매주기 장전량의 배치수의 배수)

externalM =매 주기 외부에서 추가 공급되는 핵연료 양

burnM =매 주기 소모되는 핵연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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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에 따라 자체순환로와 연소로 각각의 자원이용률을 원자로 가동연수에 따라

그림 4에 도시하였다. 원자로 가동 연수에 따른 자원 이용률의 변화는 자체순환로와

연소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원자로 수명 60년 기준으로 대략 40% 정도의

자원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원이용률은 운전 수명 도달 후 사용후연료를 타

소듐냉각 고속로에 장전함으로써 계속 재순환될 수 있으며 무한 재순환시의

자원이용률에 수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자원이용률은 사용후연료를 재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가압경수로의 자원이용률 0.6%와 비교하여 가압경수로 대비 최소 70배 이상의

자원이용률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 부담 경감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은 항상 사용후연료 문제를 동반한다. 그림 5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특성 및 이의 관리방안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경수로

사용후연료는 초우란 원소가 1.4%, 우라늄이 약 92.9%, 그리고 나머지 핵분열

생성물로 구성된다. 사용후연료에 포함된 초우란 원소는 장수명이면서 강한 방사성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처분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관리 기간을

증가 시킨다. 또한 핵분열생성물에 포함된 Cs, Sr 원소는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원소로 감마 가열에 의해 처분장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처분장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리 방안은 방사성 독성이 큰

초우란원소는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핵분열시켜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작은

핵분열생성물로 변환하여 최종 처분되는 고준위 폐기물 양을 대략 1/20, 방사성

독성이 감소되는 기간을 1/1000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6은 사용후연료를 직접 처분했을 경우와 초우란원소를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재순환하고 핵분열생성물만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장에서의 방사성 독성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검은 실선은 사용후연료를 직접처분했을 경우의 방사성 독성

변화를 나타내며, 동일 질량의 우라늄 원광의 독성으로 감소되는 데 대략 30만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붉은색은 사용후연료에서 U와 TRU를 분리하고

핵분열생성물만을 처분했을 경우의 방사성 독성 변화로 동일 질량의 우라늄 원광의

독성으로 감소되는데 대략 30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파이로 재순환 공정과 연계된 소듐냉각 고속로는 최종 처분될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방사성 독성이 감소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듐냉각 고속로는 사용후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원자로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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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가) 평가 지표 및 방법

제4세대(Gen IV) 원자력시스템은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등 4가지

기술목표를 충족시키는 2030년 이후의 미래를 책임질 원자력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미래의 혁신적인 원자력시스템이 경쟁적인 전력시장에서 경제성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수명주기비용이 경쟁 우위 즉, 전

수명주기 동안의 평준화 에너지비용이 낮아야 하며, ②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자본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우위 즉, 총자본비와 재무적 위험 부담이 낮아야 한다는

두 가지 경제성 목표를 GIF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두 가지 목표의 달성여부는

ⓐ순건설비, ⓑ생산비, ⓒ건설기간, ⓓ자본위험, ⓔ평균 에너지생산비 등의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순건설비는 시간관련 비용인 건설기간중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부지, 구조물, 기자재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생산비는

운전유지비와 연료비 및 해체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기간은 시간관련 비용인

건설기간중 이자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성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자본위험은 건설기간 중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 즉

순건설비와 건설기간중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며, 재정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입원 창출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평균 에너지생상비용은 전수명주기 동안 단위

에너지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해체비 등의 비용에 대한

평준화비용을 의미한다.

IAEA의 INPRO에서도 혁신적인 원자력에너지시스템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INPRO의 경제성 분야는 1개의 기본원칙(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4개의 사용자요건(에너지비용, 재정능력, 투자위험, 시장수용성) 및 각

사용자 요건 당 1개 이상의 기준(지표와 허용수준으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GIF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요건을 제외하고 GIF에서 고려하지는 않지만

투자결정시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고 있는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과 투자보수율(ROI: Return on investment) 기준을 본 연구에서는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평가지표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소듐냉각고속로의 고유개념에 대한 경제성 평가지표는 표 8과 표 9와 같이

개발하였다. GIF의 기준치(Reference value)가 활동 초기에 경수로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2008년 1월 기준가격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경수로와의 경제성 비교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INPRO 방법에서 도입한 IRR과 ROI의 허용값(Acceptance limit)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7.5%의 할인율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7.5% 이상이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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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결과

표 10에서 먼저 Gen IV의 두 가지 목표 중 전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측면에서

살펴보면, 순건설비(Overnight Construction Costs)는 자체순환로(1,200MWe)와

JSFR(1,500MWe)에 비해 유사하며 PWR과의 경쟁범주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비(Production Costs)는 운전유지비와 핵연료주기비 및 해체비로 구성되며 JSFR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 또한 경수로와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기간(Construction Duration)은 자체순환로가 68개월(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자력

건설기간 참조)로 JSFR-1500(84개월)보다는 짧아 건설기간중이자가 적지만 경수로

기준값보다는 다소 길어 경제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위험(Risk to Capital)은 순건설비와 건설기간중이자의 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설기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자본위험 회피를 위해서는 제시된 기준치

범주의 자본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간 이 짧을수록 자본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자체순환로의 건설기간이 JSFR에 비해 짧은 것도

자체순환로의 자본위험도가 낮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에너지생산비용인 발전원가 측면에서도 자체순환로가 JSFR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비가 싼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두

노형 역시 경수로와 경쟁력이 있음을 표 1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Gen IV 매트릭스의 결과만을 가지고 자체순환로(1,200MWe)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INPRO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과 투자보수율(ROI; Return on Investment)은 각각 14.62%, 14.63%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용하고 있는 7.5%의

할인율보다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체순환로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3) 핵확산 저항성

(가) 평가 지표 및 방법

소듐냉각 고속로를 기본으로 하는 핵연료주기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등을 대규모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핵확산에대한우려를불식할수있는시스템을실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소듐냉각 고속로는 설계개발 초기부터 핵확산 저항성 (핵비확산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계 개선 및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핵물질 이용에서의 핵비확산은 IAEA 안전조치나 핵물질방호, 수출관리와

같은 핵비확산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담보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상(화학적/물리적 형태)이나 시설의 특징 등에 의해 핵확산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왔다. 평가구조로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제도적 핵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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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으로, 후자를 기술적 핵확산 저항성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핵확산 저항성

(PR: proliferation resistance)은 NASAP연구[8] 및 INFCE 국제평가연구[9] 이래로

양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금세기에 들어서 Gen IV 및

INPRO 국제공동프로그램에서 핵비확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을 개발 중에 있다[10,11]. 일반적으로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 방호(PP: physical protection)는 핵확산 행위의 주체자에 따라 구분되어질

뿐 기본적으로는 함께 고려되어져 평가된다.

고유개념에 대한 핵확산 저항성 평가에서도 핵확산 저항성을 제도적인

핵확산저항성과 기술적인 핵확산 저항성으로 대별하였다. 핵확산 저항성에 있어서

제도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가 상호의존 관계가 있어, 이의 핵확산저항성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대상노형관련 핵연료주기

시스템이 개념설계 개발이나 개념정립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핵확산

저항성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술적 요소에 기초하여 향후 PR/PP/SG(안전조치)

관련기술개발 전망에 비추어 절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도적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핵물질취급 시에는 조약이나 국제적인 의도

표명과 그것을 담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업자와

연구기관은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리적 방호에 대해서도

핵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상당히 튼튼한 건물 내에 배치되는 등 적절한 핵물질

방호조치가 취해진다고 가정하였다.

기술적 핵확산저항성은 그 기술이 핵무기 제조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가하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듐냉각 고속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시스템이

특정한 지점(시설이나 공정)에서 핵물질을 사용하는 핵확산을 검토하였다. 기술적

핵확산 저항성 평가에서는 핵확산에의 장벽(barrier)을 가정하고 접근성, 취급용이성,

핵무기로서의 핵확산 친화성(attractiveness)의 관점에서 그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접근성 어려움은 핵물질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에서의 저항성 완화 정도, 시설에의

접근용이성과 핵물질의 방사선 장벽(barrier), 필요한 시설개조 정도로 평가하고,

취급성 어려움은 입수한 핵물질의 취급하기 어려움을 형상(화학적 형태)과 양의

면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핵물질을 금속제품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기술적 어려움을

평가하고, 핵무기 핵확산 친화성(attractiveness)은 핵무기 재료로서 최종 이용할

때까지의 어려움을 핵물질의 조성, 취급 공정당 크기 및 질량 등으로 평가하였다.

(나) 평가 결과

고유개념의 소듐냉각 고속로와 사용후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 (pyroprocessing)로

처리하는 후행핵연료주기로 구성되는 폐쇄핵연료주기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폐쇄핵연료주기에서의 핵물질 흐름과 국내에 선행 핵연료주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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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을 획득하여 그 전용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경로들로서, 원자로시스템

내부에서는 핵연료 재장전 및 사용후연료 노내 저장, 원자로시스템 외부에서는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설정하였다.

이들 경로를 대상으로 앞서 설정한 평가구조 및 기준에 따라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PR&PP)를 평가하였다. 표 12와 표 13에는 평가지표 및 기준에 따른

고유개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주어진 평가 허용기준값들은 기존

평가방법론 개발 결과[12,13]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표 14에서는 주요 평가 결과를

미래 원자력시스템에서 갖추어야할 요건측면[14]에서 정리하였다.

우선, 제도적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안전조치성에 대해서 핵비확산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이로 건식처리법에 적용하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원격자동탐지에 의한 실시간계량(NRTA) 공정감시기술 등을 확립하여 적용할 경우

핵비확산성을 보유한다고 평가된다. IAEA 사찰 준수 등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은

최종적으로는 해당국 및 IAEA와의 교섭이나 검토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준수성 정도를 감안하여 장래 이의 실현을 전제로 평가하였다.

기술적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보면 고유개념은 금속핵연료/파이로 건식

처리(pyroprocessing)를 사용하는 폐쇄핵연료주기를 기본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폐쇄핵연료주기는 장기적으로는 핵연료 농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핵물질에의

접근성 및 물리적 방호를 보면 파이로 건식 처리 핵연료주기 시설은 저제염 연료를

다루기 위하여 셀 구조로서 매우 튼튼한 콘크리트 조형물로 구축되어져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강인하며, 또한 핵물질을 직접 다루는 장소에의 접근 용이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근접해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증대시킨다.

핵물질 성질에 근거한 접근 용이성에 대해서는 전 핵연료주기 동안 저제염 연료로서

순수한 Pu 분리 없이 액티나이드(U, Pu, MA), 희토류 및 핵분열생성물(FP)이 혼합된

형태로 재순환되어져, 핵물질의 고방사능화(Pu이 주 γ선원) 및 고열원화(Cs, Sr 등이

고붕괴열원)로 핵물질에의 접근 어려움 및 전용 방지를 증대하고 있다. 고연소도의

핵연료의 고연소도 설계를 통하여 핵연료 취급빈도를 줄이고, 또한 사용후연료에 대한

방사성 장벽을 증대하여 핵물질에의 접근 어려움을 증대하고 있다. 고유개념에서는 Pu

증식 목적의 블랭킷이 없는 노심설계를 개발하여 핵무기 물질인 Pu의 잉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핵비확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질적인 특성면에서

핵무기 제조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간접사용 핵물질로서 취급된다.

핵물질 취급성 및 분리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정물질 크기 및 질량 면에서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유의량(SQ: significant quantity)이 직접사용 핵물질의 경우(Pu의

경우 8kg) 보다도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공정당 취급물량이 커서 핵물질 전용을

위한 수송 이동 및 최종 핵무기 물질로의 생산까지 장시간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파이로 건식 처리기술특성 상 순수한 Pu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기술을 변경 또는 고도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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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u 분리 추출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신연료와 사용후연료의 연료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연료의 성형가공 및 취급 공정 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연료주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일련의 핵연료주기시설을 통합건설 또는

동일부지 내 건설함으로써 핵물질 수송의 최소화 및 필요 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최적화도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유개념 설계에서는 금속핵연료 노심설계에 따른 반경ž축 방향

노심팽창 등에 의한 고유안전성 확보, 자동노정지계통(SASS)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에 의한 피동안전성 향상 등을 통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방지 견고성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설계 특성은 방사성 태업(radiological sabotage)에 대하여도

자연적 견고성을 제공하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설정한 평가구조 및 기준에 따라 핵확산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인 고유개념의 소듐냉각 고속로는 핵확산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핵확산 저항성 평가에서의 고려사항

원자력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하여 설계

초기부터 폐로에까지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서 핵확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 방법은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경험에서와 같이 핵비확산성을 위한 intrinsic feature와 extrinsic measure들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핵확산 저항성을 위한 조치 방법으로는 기술적 핵확산 저항성을 위한 intrinsic

feature와 제도적 핵확산 저항성을 위한 extrinsic measure는 필수적이나 이들

단독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핵연료주기기술에서 제공되는 intrinsic

feature의 효용성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수행, 의무, 안전조치(SG) 수행과 같은

extrinsic measure들은 계속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가가 비공개로 핵확산 행위를

시도한다면 시설의 특성 및 전용 감지의 용이성이 이 행위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핵물질 관련 intrinsic features(동위원소 구성, 형상, 방사성, 공정물질 양

및 부피, 탐지 및 통제 가능성 등)와 기술 관련 extrinsic measures(시설에의 접근성,

가용 핵분열성물질량, 전용 기술 및 정보 등)이 유효할 것이다.

개발 중인 원자력시스템의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PR&PP)를 평가하는

목적의 하나는 앞으로 핵비확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의 여지가 있고 또한 이의 검증이

필요한 기술 요소를 확인하는 데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핵비확산성 평가는

원자력시스템의 설계 초기단계부터 시작하여 기술의 진척에 따라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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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P 평가는 평가자의 해석 및 강조 측면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적용평가 경험을 기초로 하여 평가방법론 적용 기술 및

경험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4) 안전성

(가) ATWS 고유안전성 평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을 위하여 전기 출력 1,200MWe 자체순환로

개념과 600 MWe 연소로 개념이 제시되었다. 고유개념의 안전설계 원칙은 사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원자로 상태가 발생하면 능동계통이나 공학적안전계통 대신에

운전 신뢰성이 높은 피동계통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는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시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자기출력 제어가능성이 확보됨을 사고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유개념의 고유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표적 ATWS인 비보호

과출력사고(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ULOF), 비보호 열제거원상실사고(ULOHS)에

대해 SSC-K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고유 피동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7은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든 ATWS 과도기에 대해서 부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자기출력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 고유개념 PSA

소듐냉각 고속로는 경수로와 비교하여 핵연료와 냉각재가 다르며, 풀형

원자로용기와 혁신적 설계의 피동안전계통 등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 및

냉각재 특성에 따른 새로운 노심 손상기준과, 안전계통을 포함한 계통설계특성에

따른 새로운 초기사건 선정 및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SFR 고유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 SFR 설계를 대상으로 21개의 초기사건을 분류하였으며, 각 초기사건에

대해 계통반응 사건수목을 개발하여 사건수목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고장수목도를 작성하였으며 계통반응 사건수목 표제에 해당하는 안전계통

및 안전기능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고유개념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축된 신뢰도 자료와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Level-1 PSA를 수행하였다. 표 15에서는 경수로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기의 신뢰도를 활용하고 이외 새로운 개념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해

보수적인 가정을 이용하여 Level-1 PSA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유개념

노심손상빈도(CDF: Core Damage Frequency)는 1.02×10-6/원자로․년이지만, 설계를

보다 구체화시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 빈도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유개념 설계에서 고려되는 각종 설계안에 대하여 PSA 모델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CDF를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안전계통 설계가 충분히 최적화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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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가능성 검토

가. 연구개발 필요 항목 및 기간

금번 단계에서 개발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고유개념 적용에 따른 향후 설계 변경 및 추가 항목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실용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항목을 도출하였다.

고유개념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세부개념들에 대한 실용가능성은 2028년까지

실증로 건설을 완료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증로 개념설계에의 적용성,

중기적으로는(2016년까지 실증로 표준설계) 국내 연구개발 여건과 Gen IV SFR

공동연구를 포함한 해외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및 실용화 전망 등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개발된 세부개념들의 실증로 설계에의 적용성은 2028년까지 건설될 실증로의 목표

(기능 및 역할)에 기초하여 평가되었다. 금번 단계에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표준설계 실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증로 유체계통 구성 및 설계인자를

도출하고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요건 및 사양을 설정한 바 있다. 표 16은 금번 단계

수행 결과에 따라 수립된 실증로의 목표, 그리고 주요 설계상위요건(안)을

정리하였다.

표에 주어진 실증로의 목표와 주요 설계상위요건(안)은 고유개념에 기초하여,

고속로 혼합도입시나리오연구 결과, 기존 설계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향후 연구개발

및 건설에 대한 투자소요 규모, 향후 건설시점에서의 해당 세부개념 및 관련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립되었다.

실용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할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

∙실증로용 피복관 예비시제품(∅7mm x t0.6mm x L3,000mm) 제조 및 U-X-Zr

금속연료봉(∅7mm x 1,000mm) 예비 제조

∙소듐중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개발 : 10m 길이 웨이브가이드센서 시스

템의 소듐중 검증시험 후 JOYO 원자로 금속파편(직경 6mm, 길이 13mm) 탐

지 적용성 시험 수행

∙기기 열유체 성능검증 소듐루프 구축 : 실증로 표준설계 인가획득에 필요한 실험

데이터 생산 목적

(주요 사양)

+ 작동유체: 소듐(Na)

+ 소요전력: 2.5MW

+ 소듐량: 11톤

+ 최대온도: 600℃

+ 열교환기 용량: 1.1MWth

+ 열교환기 최대유량: 30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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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물리실험 : 독자적인 저/고 전환비 노물리실험을 통한 노물리 실험 자료 확보

목적. 주요 핵설계 인자(임계도, 제어봉가, 소듐 기화반응도가 등)에 대한 계산치

와 측정치와의 비교(C/E) 평가를 통한 핵설계 전산코드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

이들 연구개발 항목들은 Gen IV SFR 연구항목으로서 단기적으로 실용화가

전망되고 국제적으로 기술 선도가 가능한 선진기술과 국내고유 원천기술로서

국제개발여건에 비추어 필수적으로 검증ž확보되어야하는 기반기술로서 선정되었다.

그림 8은 이들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주요 개발 일정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실증로 개념설계에 대하여 기존의 같은 출력(600MWe)의

KALIMER-600의 개념설계 결과를 활용하고, 고유개념으로부터 설계요건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하는 설계업무 사항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표 17 -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체설계에서는 KALIMER-600 개념설계 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기타의 설계 분야에서는 KALIMER-600

개념설계 결과의 활용보다는 설계요건 변경에 관계없이 그간의 기술수준 향상

실적으로 설계 수행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기술확보방안

설계, 기기시험, 종합효과시험, 전산코드 인허가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일정은 그림 9에서 보여준다.

기술체계도에서는 도출된 세부기술항목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SAR)

내용체계를 기본으로 기술수준체계에 따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기술수준 기준은 표 3 - 표 5에서와 같이 설계기술수준(DRL: design

readiness level)과 기술수준(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으로 구분하여 기술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하였으며, 확보방법은 기확보/개발/도입/위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확보시기와 함께 수립하였다[6].

상기한 기술체계도 및 포함된 기술확보방안은 현 시점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실험로를 건설하지 않고 바로 실증로를 개발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대상 기술을

기초로 설계기술 범위로 한정하여 수립되었다. 이런 점에서 실증로 개발로 직접

수행하는 데에 따른 기술확보방안도 검토ž점검하였다.

실험로를 건설하지 않고 실증로를 개발할 경우 향후 확보해야 할 기술들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술확보 방향은 외국으로부터 수행된 실험로 경험을

전수받거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 경험이나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경험을 전수받거나 실험시설을 이용한 기술 검증 및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하여 실증로를 건설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표에서 굵게 표기된 기술 항목들은

중국의 실험로 CEFR과 같이 전력생산을 하는 실험로로 건설하는 경우에 확보가능한

기술로서, 실증로 개발 시에는 다시 연구개발이 필요없는 기술을 뜻하며 괄호 안의

%는 실험로로 기술 확보가능한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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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효과실험은 계통 및 기기 설계용 코드에 대한 검증, 주요 계통설계 및 기기에

대한 성능 검증 (개별효과실험 포함) 및 SAR 작성을 위한 인허가 지원 시험자료

생산 등을 위한 일련의 실험으로 수행된다. 종합효과실험은 크게 기기 열유체

성능검증 소듐루프(CPTL)를 이용한 주요 기기(IHX, DHX, AHX) 설계코드

검증시험과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 시설(STEF)을 이용한 BOP를 제외한 전체 계통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 그리고 궁극적으로 표준설계 인가 획득에 필요한 제반

실험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허가 지원실험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결과는 추후 실증로

건설단계에서의 주요 기기의 정격(full scale)시험으로 이어진다.

향후 SAR를 작성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얻는 데 사용할 핵심 전산코드 및 방법론에

대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 topical report)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SAR 제출 전에 검토ž승인을 추진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현재 노심 핵적 성능 분석, 금속연료 성능해석, 계통과도 안전해석 및 설계기준사고

해석에 사용할 전산코드 및 해석방법론들을 검증 대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설계관련기술 확보방안 외에도 2020년 표준설계 인가를 위해 특성 확인이 필요한

기기관련 시험 항목을 도출하고, 시험/기기 별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도출된 시험 항목별로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점을 포함하여

기기별로 특성 확인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세부 기술확보방안을 강구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조달가능성 측면에서 실험/시험 장치 및 기기의 국내ž외 활용가능성,

제작성 및 관련 성능시험자료 입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제작설치ž수행 측면에서

용량, 소요 기간 및 예산 등을 추정 수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기기시험들의 결과는

대상기기들의 상세설계에 이용된다.

한편 상기한 기술개발 항목들 및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기술들과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활용하여 확보하는 기술들을 구분하였다. 표 23 -

표 25에서는 Gen IV SFR 국제공동연구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서로 생산ž공유하는 연구결과물(deliverables) 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다음 단계(제 2단계) 연구업무 수행에

활용하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가상현실기법을 통한 기기배치 예비평가

개발 중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은 궁극적으로 각 계통별로 제작되고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고유개념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뒤

기기․계통 제작 단계에서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면 설계개념을 변경하거나 재설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연구기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된 설계개념대로

기기․계통이 구현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면 제작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계개념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설계개념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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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의 형상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모델링 모습을 확인하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보다 이점이 있는 3D MAX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상현실기법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2차원 표현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3차원의 입체적 형상화와 다양한 공간적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립된 3D MAX 가상현실기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고유개념의 PDRC(AHX 및

DHX) 단위기기 모델링, 맵핑, 랜더링을 통한 통합배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형상화,

및 건물 형상화 등의 구현으로 유체계통 설계분야에서 설계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각 고유개념의 PDRC 구성 단위기기 및 계통,

원자로 건물의 내외부 모습을 형상화한 예를 보여준다. 단위기기 및 계통 개념 그리고

건물에 대한 형상화가 시도되었지만, 향후 설계가 진전되면서 추가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설계자료가 생산되면 이들을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제작함으로써 설계개념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데에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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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목표 - 지속성                    - 안전성                  - 경제성                        - 핵확산 저항성

일반 설계요건

원자로형 -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

전기출력 - 1,200 MWe

원자로 설계수명 - 60년

안전성 설계개념(design philosophy) - 고유안전성 강조

지진설계 - 안전정지 지진하중(SSE) 0.3g           - 면진설계

핵연료 형태 - U-TRU-Zr 금속연료

사용후연료 - 파이로 처리에 의한 사용후연료 재순환

전환비
- < 1.0+(주기초 노심 임계도 불확실도 + 재순환중 손실율 반영)

- 블랭킷 미사용

외부 공급연료 - 1.2 MTU/GWe-yr 이하 

환경 영향 - Nuclear park 개념

안전 및 투자보호

사고저항성
- 설계단순화                           - 1차계통 열용량 최대 확보             

- 노심출력 부반응도계수

노심손상방지

- 노심손상빈도 10
-6

/원자로․년 미만      - 설계기준사고 시 핵연료 손상 방지

- 노심정지계통의 다양화                -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잔열제거 다양성 확보

- 운전원 조치없이 ATWS 사고 수용능력 보유

사고완화

- 연간 누적발생빈도 10-7/원자로․년 이상인 중대사고의 경우, 부지경계 전신피폭 

   방사선량 25 rem 이하

- 격납설계 여유도 확보               - 사고 시 3일 이상의 운전원 대처 허용시간

성능 및 경제성

열효율 - 38% 이상

가동률 - 89% 이상

핵연료 재장전주기 - 18개월 이상

원자로용기 내 사용후연료 저장용량 - 1주기 연료방출량 이상, 1.5주기 연료방출량 이하 

터빈부하변동 수용능력 - 원자로/터빈 정지없이 소외부하 상실 대처

운전, 유지 및 보수

- 운전원의 최소화                      - 검사 및 진단의 자동화

- 주요 기기의 교체 가능성              - 인간 중심의 설계

- 운전원 피폭량 100 man․rem/yr 이하 

건설비 - 설계 표준화

표 1.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자체순환로 최상위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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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목표 - 지속성                    - 안전성                  - 경제성                        - 핵확산 저항성

일반 설계요건

원자로형 -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

전기출력 - 600 MWe

원자로 설계수명 - 60년

안전성 설계개념(design philosophy) - 고유안전성 강조

지진설계 - 안전정지 지진하중(SSE) 0.3g           - 면진설계

핵연료 형태 - U-TRU-Zr 금속연료

사용후연료 - 파이로 처리에 의한 사용후연료 재순환

전환비 - 0.5 ~ 0.9 

외부 공급연료 - 0.9 MTU/GWe-yr 이하 

환경 영향 - Nuclear park 개념

안전 및 투자보호

사고저항성
- 설계단순화                           - 1차계통 열용량 최대 확보             

- 노심출력 부반응도계수

노심손상방지

- 노심손상빈도 10-6/원자로․년 미만      - 설계기준사고 시 핵연료 손상 방지

- 노심정지계통의 다양화                -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잔열제거 다양성 확보

- 운전원 조치없이 ATWS 사고 수용능력 보유

사고완화

- 연간 누적발생빈도 10-7/원자로․년 이상인 중대사고의 경우, 부지경계 전신피폭 

   방사선량 25 rem 이하

- 격납설계 여유도 확보               - 사고 시 3일 이상의 운전원 대처 허용시간

성능 및 경제성

열효율 - 38% 이상

가동률 - 87% 이상

핵연료 재장전주기 - 11 ~ 15개월 

원자로용기 내 사용후연료 저장용량 - 1.5주기 연료방출량 이상

터빈부하변동 수용능력 - 원자로/터빈 정지없이 소외부하 상실 대처

운전, 유지 및 보수

- 운전원의 최소화                      - 검사 및 진단의 자동화

- 주요 기기의 교체 가능성              - 인간 중심의 설계

- 운전원 피폭량 100 man․rem/yr 이하 

건설비 - 설계 표준화

표 2.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연소로 최상위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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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Design Readiness Design Readiness

1 Develop Concept
Feasibility/Design initiation

(1-5% completed)

2

Establish Functional & Operational

Requirements. Design Criteria and

Identify Alternatives

Pre-conceptual design

(6-20 completed)

3

Prepare Trade Studies, Evaluate

Alternatives, Identify Long Lead Items

and Select Configuration

Conceptual design

(21-30% completed)

4 Prepare Cost & Schedule Estimates

Preliminary design

(31-60% completed)
5

Develop Licensing & Permitting

Documents, Support Licensing &

Permitting

6 Develop Design Output Documents

7 Initiate Long Lead Procurement

Final design

(61-100% completed)

8 Support Construction, Start-up Testing

9 Finalize Design Output Documents

10 Demonstrate in Prototype

표 3. DRL(NGNP version)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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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RL(NGNP version) 정의

Leve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수준 설계착수

1 Basic principles observed and reported 기본원리 확인

2 Technology concept and/ or application formulated
기술개념

응용분야 확인

3

Analytical and experimental crucial function and/

or characteristic proof of concept: Lab level of

pieces of components

핵심기능실증
개념설계

착수가능

4

Component and/ or breadboard validation in lab

environment: Demonstrate technical feasibility and

functionality

기기수준

실험실 검증

기본설계

착수가능

5
Component and/ or breadboard valid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기기수준

실제환경 실증

6
System / subsystem model or prototype

demonstr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계통수준

실제환경 실증

상세설계

착수가능

7
Subsystem prototype demonstration in an

operational environment

계통수준

운전실증

8
Total system completed, tested, and fully

demonstrated

전체시스템

완성 및 실증

9
Total system used successfully in project

operations

전체시스템

운전성공

상용화

가능

10 Technology acceptable for commercial application 상업응용

표 5. TRL과 DRL의 관계(NGNP version)

Demonstrate in PrototypeTechnology acceptable for commercial
application

10

Finalize Design Output DocumentsTotal system used successfully in project
operations

9

Support Construction, Start-up TestingTotal system completed, tested, and fully
demonstrated

8

Initiate Long Lead ProcurementSubsystem prototype demonstration in an
operational environment

7

Develop Design Output DocumentsSystem / subsystem model or prototype
demonstr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6

Develop Licensing & Permitting Documents,
Support Licensing & Permitting

Component and / or breadboard valid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5

Prepare Cost & Schedule EstimatesComponent and / or breadboard validation in lab 
environment: Demonstrate technical feasibility and 
functionality.

4

Prepare Trade Studies, Evaluate Alternatives,
Identify Long Lead Items and Select
Configuration

Analytical and experimental crucial function and/ or 
characteristic proof of concept: Lab level of pieces of 
components

3

Establish Functional & Operational
Requirements. Design Criteria and Identify
Alternatives

Technology concept and / or application
formulated

2

Develop ConceptBasic principles observed and reported 1

Design Readiness LevelTechnology Readiness LevelLevel

Demonstrate in PrototypeTechnology acceptable for commercial
application

10

Finalize Design Output DocumentsTotal system used successfully in project
operations

9

Support Construction, Start-up TestingTotal system completed, tested, and fully
demonstrated

8

Initiate Long Lead ProcurementSubsystem prototype demonstration in an
operational environment

7

Develop Design Output DocumentsSystem / subsystem model or prototype
demonstr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6

Develop Licensing & Permitting Documents,
Support Licensing & Permitting

Component and / or breadboard valid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5

Prepare Cost & Schedule EstimatesComponent and / or breadboard validation in lab 
environment: Demonstrate technical feasibility and 
functionality.

4

Prepare Trade Studies, Evaluate Alternatives,
Identify Long Lead Items and Select
Configuration

Analytical and experimental crucial function and/ or 
characteristic proof of concept: Lab level of pieces of 
components

3

Establish Functional & Operational
Requirements. Design Criteria and Identify
Alternatives

Technology concept and / or application
formulated

2

Develop ConceptBasic principles observed and reported 1

Design Readiness LevelTechnology Readiness Leve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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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야별 경제성 향상 후보개념 및 고유개념

KALIMER-600 후보개념 고유개념

원자로

용량(MWe) 600 600/900/1,200 1,200

전환비 1.0 0.5～0.8, 1.0 0.5～0.8, 1.0

노심출구온도 545℃ 510～550℃ 추후 결정

피복재 Mod.HT9 Mod.HT9/FMS 추후 결정

핵연료 금속 U-TRU-Zr 금속 U-TRU-Zr 금속 U-TRU-Zr

NSSS

루프수 2 2 또는 3 추후 결정

원자로 직경 11.4 m 용량대비 직경 축소 추후 결정

배관 길이 118.0 m 용량대비 직경 축소 추후 결정

노내 핵연료

교환기
2개의 회전 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증기발생기

튜브
헬리컬형 단일벽관

헬리컬형 단일벽관

/ 이중벽관
추후 결정

GDC4: 배관

양단 파단

(DEGB)

-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잔열제거 PDRC PDRC PDRC

면진설계 수평 수평 수평

BOP 터빈 형식 Rankine
Rankine /

S-CO2 Brayton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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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원이용률 계산을 위한 KALIMER-600 입력자료

파라메타 자체순환로 연소로

배치수 4 6

주기길이 [Month] 18 12

방출연소도 [MWd/tHM] 80,000 137,000

매주기 장전 우라늄 총량 [kg] 8411 2193

매주기 추가 공급 우라늄양 [kg] 1071 276

매주기 연소되는 우라늄양 [kg] 844 216

초기 장전 우라늄양 [kg] 33644 13160

표 8. 전수명주기비용 및 자본위험에 의한 평가지표(GIF 방법)

GEN IV
Goal Area 2 Goals 5 Criteria 5 Metrics Reference

value

경제성

전수명주기
비용

낮은 건설비 순건설비($/kWe) 1,630～1,900

낮은 생산비 생산비($/MWh) 17～19

짧은 건설기간 건설기간(Months) 45～55

자본위험
낮은 자본위험 순건설비($) 1,780～2,380

낮은 평균 비용 평균 에너지생산비
($/MWh) 36～40

표 9. IRR 및 ROI에 의한 평가 지표(INPRO 방법)

EP (Evaluation Parameter) EP Value Acceptance Limit

EP-1 : IRR 생산값(대상 발전소) 7.5%

EP-2 : ROI 생산값(대상 발전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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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수명주기비용 및 자본위험에 의한 평가 결과(GIF 방법)

Gen IV

Goal

Area

2 Goals 5 Criteria 5 Metrics
Reference

value

자체순환로

1,200MWe

JSFR

1,500MWe

경제성

전수명

주기비용

낮은

건설비
순건설비($/kWe) 1,630～1,900 1,761 1,786

낮은

생산비
생산비($/MWh) 17～19 18.23 18.1

짧은

건설기간
건설기간(Months) 45～55 68 84

자본위험

낮은

자본위험
자본비($) 1,780～2,380 2,113 2,560

낮은 평균

비용

평균 에너지생산비

($/MWh)
36～40 40.64 43.78

주) JSFR의 값은 G4-ECONS 모형에 수록된 결과치를 참조하였음. 단, 자체순환로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을 7.5%(JSFR의 원래 적용값은 2%),

이용률을 85%(JSFR의 원래 적용값은 95%)로 적용하여 재계산한 결과치임.

표 11. IRR 및 ROI에 의한 평가 결과(INPRO 방법)

Evaluation Parameter EP Value Acceptance Limit

EP 2.1.1 : IRR 14.62 7.5

EP 2.1.2 : ROI 14.6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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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핵물질의 질적 평가

지표 평가지수
허용값 (범위값) 평가

VW W M S VS 자체순환로(BK) 연소로(BN)

형
상

동위
원소
구성

Pu239/Pu
(w/o)

>93 80～93 70～80 60～70 <60
Ÿ Pu239/Pu : 62.3wt% Ÿ Pu239/Pu : 45.2wt%

BK, BN

U235/U
(w/o)

>90 50～90 20～50 5～20 <5
Ÿ U239/U : 0.02wt% Ÿ U239/U : 0.07wt%

BK, BN

화학적
/물리
적

Pu (순수)금
속

산화물/용
융 (분리)

Pu화합물
(예: MOX)

사용후연료
, MA함유
Pu 화합물

방사성
폐기물

Ÿ Pu합금, U-xTRU-10Zr

Ÿ 전핵연료주기동안 FP
포함하며, 순수Pu
존재않음.

Ÿ Pu합금, U-xTRU-10Zr

Ÿ 전핵연료주기동안FP
포함하며, 순수Pu존재않음.BK,BN

핵
물
질
접
근
성

발열량

Pu238/Pu
(w/o) <0.1 0.1～1 1～10 10～80 >80

Ÿ Pu238/Pu : 1.3wt% Ÿ Pu238/Pu : 3.6wt%
BK, BN

자발
중성자
(SF)
방출

(Pu240+Pu242

)/Pu (w/o) 1～10 10～15 15～20 25～50 >50
Ÿ (Pu240+Pu242) /Pu :
32.9wt%

Ÿ (240Pu+ 242Pu) /Pu :
45.7wt%

BK, BN

* VW : Very Weak, W: Weak, M: Medium, S: Strong, VS: Ver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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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평가지수
허용값(없음), 전문가 판단 평가

VW W M S VS 자체순환로(BK) 연소로(BN)

핵무
기
부적
응성
(unat
tracti
venes
s)

공정
물질
크기
및
질량

공정단위
질량 (kg)

>93 80～93 70～80 60～70 <60 Ÿ 노내 핵연료 재장전

및 저장 경로 대상

Ÿ Pu 14.7 kg/

연료집합체

Ÿ 노내 핵연료 재장전

및 저장 경로 대상

Ÿ Pu 12.8 kg/

연료집합체
BK, BN

유의량
(SQ)
(kg)

10 50～90 20～50 5～20 <5
Ÿ Pu SQ : 8 kg Ÿ Pu SQ : 8 kg

BK,BN

SQ구성
필요갯수

< 1 1～100 100～500 500～1000 > 1000 Ÿ Pu 14.7 kg/

연료집합체

Ÿ SQ 구성필요갯수 :

0.54/SQ

Ÿ Pu 12.8 kg/

연료집합체

Ÿ SQ 구성필요갯수 :

0.63/SQ
BK,BN

공정당
취급
총량
(갯수)

> 100 50～100 10～50 10～1 < 1 Ÿ 156개 연료집합체

/batch

Ÿ 총 Pu 방출량 2289.7 kg/

batch

Ÿ 65개 연료집합체

교체/batch

Ÿ 총 Pu 방출량 828.9

kg/ batch
BK BN

핵분열성 물질
추출, Pu
분리를 위한
공정 개조

VW W S VS

공정개조
불필요

SW적
개조가능

SW/HW적
개조필요

복잡한
SW/HW적
개조필요

BK, BN

표 13. 핵물질의 양적인 평가

* VW : Very Weak, W: Weak, M: Medium, S: Strong, VS: Ver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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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기술적

핵물질의

핵확산

친화성

(attractiv

eness)

고연소도
Ÿ 평균방출연소도 : > 80,000 MWd/MTHM

Ÿ 사용후연료 내 고방사능물질(Pu, MA) 및 고붕괴열원 (Cs, Sr 등) 포함

Pu 비분리,

재순환

U-xTRU-10Zr 금속핵연료/ 파이로 건식처리 사용

Ÿ U, Pu, MA 및 FP 혼합된 고방사능물질로 재순환 (낮은 제염계수)

Ÿ FP 혼합 처리

Ÿ Pu증식 목적의 블랭킷 배제

- 자체순환로: 농축도 분리노심설계 (전환비～ 1.0)

- 연소로: 단일 농축도 노심설계 (전환비 0.6)

접근성

및 물리적

방호

통합핵연료주기 Ÿ 파이로 건식처리/핵연료제조시설 통합핵연료주기시설

탐지기술 및 통제
Ÿ 실시간계량(NRTA)공정감시계통 등의 원격자동탐지계통 설치

Ÿ IAEA 사찰 수행

핵물질 수송

최소화
Ÿ 원자로 및 통합핵연료주기시설 동일부지 내 건설로 핵물질 수송 최소화

제도적
안전조치

(SG)성

안전조치

국제기준 준수

Ÿ 국내 법령: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등

Ÿ 국내 감시기관 : KINAC이 SSAC 시행

Ÿ 국제협약 : NPT(1975), IAEA CSA(INFCIRC/153) 및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1975), NSG (1995), Zangger 위원회 (1995) 등

표 14.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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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기본 설계안 민감도 경우 CDF(/yr) 증가비

PDRC

PDRC 1. PDRC 없는 경우 5.28×10-3 5176

2×50% 피동(Passive)
2. 2×100% 능동(Active) 1.04×10-5 10.2

3. 2×100% 피동(Passive) 8.74×10
-7

0.86

소듐 고화빈도(0.003/yr) 4. 빈도 10배(0.03/yr) 1.80×10-6 1.76

PDRC 신뢰도(1.0 x 10-4) 5. 실패확률 10배 (1.0 x 10-4) 5.77×10-6 5.66

IRACS 2×100%, 안전등급 전원 6. IRACS 없는 경우 3.36×10-4 364

EPS 2x 개스 터빈발전기 7. 개스터빈발전기없는경우 1.16×10-5 11.4

RPS 2개계통(다양성확보) (1차, 2차) 8. 2차 RPS 없는 경우 2.39×10-5 23.4

표 15. SFR 각종 설계안에 대한 민감도 평가 결과

(주) PDRC :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IRACS :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EPS : External Power Supply

RPS : Reactor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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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증로 비고

목적

-풀형 금속연료 SFR 운전성능 실증
-TRU 금속연료 연소성능 검증
-블랭킷 제거 노심 성능 검증
-경제성 전망 확립

 

전기출력(MWe) 600  

노심입/출구온도(°C) 360/510 -> 390/545
인허가성 고려

(HT9 -> HT9M)

사용 연
료

초기노심 U-10Zr  

가동 10년 후 U-TRU-10Zr  

주기길이 (EFPD)
180 (U-10Zr)

540 (U-TRU-10Zr)
 

최대 피복관 중심온도(°C) 625 -> 650
인허가성 고려

(HT9 -> HT9M)

소듐 기화반응도($) 7.5 이하  

PHTS 펌프 기계식  

IHTS 펌프 기계식 EM펌프 추가개발 필요

IHX 원통형  

증기발생기 헬리컬형, 단일벽
이중벽 도입여부
2단계 말에 결정

잔열제거계통 피동형+능동형
- 다양성 
- 저온정지 성능확보

IHTS 루프수 2  

원자로 정지계통 1차 &2차 다양성

SASS
(Self-Actuated Shutdown
System)

온도감지형 중대사고 방지

Core Catcher 내부형 중대사고 대처

안전 정지 지진(SSE) 0.3g 수평면진설계 적용

설계수명(년) 60  

표 16. 실증로 주요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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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KALIMER-600
수행여부

1)

실증로(600MWe) 수행여부
2)

비고
노심출구온도=545°C,
TRU-Zr 연료 노심

노심출구온도=510°C,
U-Zr 연료노심

2010 2011 2010 2011

노심

농축도분할 개념
연소로 개념설계

X ○ ○ ○ ○  

피복재두께변경
연소로 개념설계

○ X X ○ ○  

소듐본딩변경
연소로 개념설계

○ X X ○ ○  

제어봉 배열 설정
및 제어봉가 분석

△ ○ ○ ○ ○  

U/TRU 노심변경
설계

X ○ X ○ X  

감마 heating 해석 X X ○ X ○  

정상상태 노심
열유체 설계

○ X X ○ ○  

집합체 압력강하
분석

○ X X ○ ○  

부수로 상세
열유체 해석

X ○ ○ ○ ○  

표 17. 실증로 개념설계 분야별 수행업무 비교-노심

1) KALIMER-600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완료, △ 부분수행, X 미수행

2) 실증로(600MWe)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 X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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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KALIMER-600

수행여부
1)

실증로(600MWe) 수행여부
2)

비고
노심출구온도=545°C,
TRU-Zr 연료 노심

노심출구온도=510°C,
U-Zr 연료노심

2010 2011 2010 2011

유체

열평형 설정 ○ X X ○ X 노심출구온도변경

PHTS 계통설계 ○ X X ○ ○ 노심출구온도변경

IHTS 계통설계 ○ X X ○ ○ 노심출구온도변경

잔열제거 계통설계 ○ ○ ○ ○ ○
능동형잔열제거계
통설계개념추가

SWRPRS
계통설계

△ ○ ○ ○ ○  

SGS 계통설계 △ ○ ○ ○ ○ 노심출구온도변경

PHTS 펌프 설계
및 특성분석

○ X X ○ X 노심출구온도변경

IHTS 펌프 설계
및 특성분석

○ X X ○ X 노심출구온도변경

IHX 설계 및
특성분석

○ X X ○ X 노심출구온도변경

증기발생기 설계
및 특성분석

△ ○ ○ ○ ○ 노심출구온도변경

구조 및 기기
배치요건 설정

○ ○ ○ ○ X  

계통 과도특성
분석

△ X ○ X ○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요건

△ ○ ○ ○ ○  

보조계통 설계 X ○ ○ ○ ○  

계측제어계통
개념설정

X ○ ○ ○ ○  

표 18. 실증로 개념설계 분야별 수행업무 비교-유체

1) KALIMER-600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완료, △ 부분수행, X 미수행

2) 실증로(600MWe)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 X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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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KALIMER-600
수행여부1)

실증로(600MWe) 수행여부
2)

비고
노심출구온도=545°C,
TRU-Zr 연료 노심

노심출구온도=510°C,
U-Zr 연료노심

2010 2011 2010 2011

기계

실증로 원자로
구조계통 개념도출

○ X X X X  

실증로 원자로
구조계통 개념설계

△ X △ ○ ○

노심출구온도변경
으로 기기 크기
변경에 따른
구조개념설계
수행

실증로 열교환기기
구조 개념설계

X ○ ○ ○ ○  

1차펌프 및
2차펌프 구조    
개념설계

X ○ ○ ○ ○  

핵연료 교환기기
개념도출

○ X X X X  

핵연료 교환기기
개념설계

△ X ○ X ○  

제어봉구동장치
개념설계

X ○ ○ ○ ○  

순환형 실증로
플랜트 일반배치
개념 작성

X ○ ○ ○ ○  

주기기 제작성
예비평가

X ○ ○ ○ ○  

분야 항목
KALIMER-600

수행여부
1)

실증로(600MWe) 수행여부
2)

비고
노심출구온도=545°C,
TRU-Zr 연료 노심

노심출구온도=510°C,
U-Zr 연료노심

2010 2011 2010 2011

안전

설계기준사고
안전성 평가

△ ○ ○ ○ ○
대상사고 범위
확대

ATWS 고유
안전성 평가

○ X ○ ○ ○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재해석

Level-1 PSA △ ○ ○ ○ ○
데이타베이스
보완 및 재수행

Level-2 PSA X ○ ○ ○ ○  

중대사고 해석 X X X X X
해석체계 보완
선행 필요

표 19. 실증로 개념설계 분야별 수행업무 비교-기계

1) KALIMER-600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완료, △ 부분수행, X 미수행

2) 실증로(600MWe)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 X 미수행

표 20. 실증로 개념설계 분야별 수행업무 비교-안전

1) KALIMER-600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완료, △ 부분수행, X 미수행

2) 실증로(600MWe) 개념설계 시 수행여부 : ○ 수행, X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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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필요기술*

(실증로 개발시 추후 확보 필요한 기술)

필요기술 확보방안

(국내개발, 제작, 검증, 국외개발, 제작, 검증 등)

노심

- 노심 단면적 라이브러리

(MA핵종 포함) 및 유효단면적

생산코드 검증(90%)

- 노심 중성자속 계산코드 및

임계질량 검증 (50%)

- 노심 연소계산코드 검증 (80%)

- 노심 반응도 계산체제 검증

(80%) (연소도 고려)

- 차폐계산체제 검증 (80%)

- 노심 열유체 해석체제 검증

(30%)

- 국외 신규 임계실험수행 (IPPE) 및

기존 공개실험자료 입수 (총 30건)

- 중성자속 및 출력 분포

. 국외 신규 Mock-up 구성 (IPPE,

4건) 및 기존 실험자료 입수(약

15 건)

- 기존 실험로 및 원형로 자료 입수

- 자료 입수가 불가할 시 집합체

연소시험으로 불확실도 간접 평가

(BOR-60)

- 국외 노물리 실험 (IPPE) 수행 및

기존 공개 실험자료 입수 (clean

core 경우)

- 기존 실험로 및 원형로 자료 입수

- 국외 노물리 실험 (IPPE) 수행 및

기존 공개 실험자료 입수

- 별도 독립 실험 장치 구축, 실험 및

평가

연료

- TRU 연료봉(피복관) 조사 시험

(90%)

- 집합체 부품 조사시험(50%)

- 핵연료집합체 조사시험(20%)

- TRU 핵연료 과도상태 모사시험

(10%)

- 국외 고속로에서 TRU

연료봉(피복관) 조사 시험

- TRU 연료봉 조사시험 국제공동연구

참여

- 국외 고속로에서 집합체 부품

조사시험

- 국외 실증로에서 집합체 조사시험

- 국외 핵연료집합체 조사시험 DB 확보

- 미국 INL TREAT 과도시험

국제공동연구 참여

표 21. 실증로 개발 시 향후 확보 필요기술 및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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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필요기술*

(실증로 개발시 추후 확보 필요한 기술)

필요기술 확보방안

(국내개발, 제작, 검증, 국외개발, 제작, 검증 등)

유체

- 계통 개념설정(90%)

- 계통 성능해석(70%)

- 기기설계 및 해석(30%)

- BOP 설계개념 개발(40%)

- 신개념 안전계통 성능입증

- 경수로 설계기술 확보 및 해외 SFR

설계자료 입수

- 자체개발 및 ITL 실험자료를 활용한

검증

- 국외 SFR 기기 설계자료 확보 및

경수로 설계경험 활용 및 기기

설계회사 자문

- 기존 화력발전소 설계자료 확보 및

기기 설계자 기술자문

- 기존 경수로 안전계통 성능입증

경험 및 SFR 선진국 기술자문

기계

- 연료 교환시스템 운전경험(80%)

- 제어봉구동장치 등 보조기기 

작동성 검증 (90%)

- 주요기기 설계/검증시험 (SG,

Pump, IHX 등)

- 국제 지식보전 프로그램 자료 입수

추진 및 외국 연수 (국제협력)

- 기기실증 시험장치 건설 추진

(국내검증)

- 시험규모를 가능한 작게 하고,

원자로 및 주요기기에 대한 국내/외

기업 참여 유도 (국내/외 산업체

위탁 추진)

안전
해석

- 노심 열유체 모델 실험(50%)

- 노심 반응도 모델 실험(50%)

- 안전해석 전산코드 검증 실험(50%)

- 중대사고 해석 코드

- 중대사고 실험

- 국내 및 국외 실험자료 활용

- 국외 신규 실험 및 기존 실험 도입

(미국, 프랑스, 중국(향후))

- 국내 종합실증실험 활용

- 국외 실험 및 검증

소듐

- 방사성 불순물 측정/제어기술(100%)

- 대용량 소듐 취급기술(70%)

- 시스템설계 검증기술

- 국외협력

- 국내개발/국외협력

- 국내개발/국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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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기기별 특성 확인해야 할 사항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점 도출 포함)
필요한 시험 항목 시험 제작

시험 기간

용량 및
소요
추정예산
(원)

비고

유체 관점 기계 관점 안전 관점 물 실험
소듐
실험 국외 가능 기관

PHTS 펌프

- Homologous 커브

- Flow coastdown 커브

- Hydraulic seal 커버가스
액위제어

- 펌프 샤프트 진동

-축진동, 유연축(10m)

-하단배관 지지부 열팽창
흡수 밀봉방식(5기압)

-Motor parameter 감시진단

유량반감시간,
유동 저항

-성능시험

-축진동시험

-밀봉시험

X

러시아
IPPE,

일본
JAEA

국외

기기제작:
2년

'12～'14

290억

IHTS 펌프

-펌프 성능곡선 시험
(Availability 검증)

-펌프 밀봉(seal) 테스트

-소듐 밀봉설비

-Motor parameter 감시 진단

유량반감시간,
유동 저항

-성능시험

-밀봉시험
X

러시아
IPPE,

일본
JAEA

국외

기기제작:
2년

'12～'14

150억

IHX -인허가 관련 기기시험

-유동기인진동(FIV)

-내부 기계적 밀봉
(Hot/Cold 경계, 0.25기압)

-벨로우즈 성능 및 적합성

유동 저항,

열전달계수

-유동기인
진동시험

-밀봉시험

-벨로우즈
성능시험

O 국내

기기제작:
1년

'10～'12

16MWt

200억
CPTL

DHX -인허가 관련 기기시험
-수평 구조지지, 지진

-열하중 응력 건전성

유동 저항,

열전달 계수
O 국내

기기제작:
1년

'10～'12

8MWt

100억
CPTL

AHX -인허가 관련 기기시험

-공기 누출 튜브 부식

-튜브 aging, 누설 및
가동중검사(ISI)

유동저항,

열전달계수

-부식 특성
시험

-Aging특성,
검사시험

O 국내

기기제작:
1년

'10～'12

8MWt

130억
CPTL

SG

- 유동 불안정성

- 전열관 증기누설시험

- 소듐-물 반응 시험

-이중벽관(DWT) 사용 시
제작성(갭, 잔류응력 요건),
튜브시트 용접, 누출감지

-DWT 헬리컬 경우 :
헬리컬 제작 후 갭,
잔류응력 유지성

-DWT 직관형 경우 : 쉘

열전달계수

-성능시험

-공기중시험
및 고온
실증시험

O 국내

기기제작:
2년

'12～'14

750MWt

320억

표 22. 표준설계 인가를 위한 기기관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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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기기별 특성 확인해야 할 사항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점 도출 포함)
필요한 시험 항목 시험 제작

시험 기간

용량 및
소요
추정예산
(원)

비고

유체 관점 기계 관점 안전 관점 물 실험
소듐
실험 국외 가능 기관

열팽창 흡수구조(벨로우즈)

-단일관 경우 :
유동기인진동 건전성, 쉘
열팽창 흡수, 튜브시트 용접

(유동불안정성 및 입구
오리피스 시험,
누출감지장치 성능검증시험,
튜브 plugging 영향
측정시험)

-튜브 가동중검사(ISI) 검사성

ISI, 유동
기인진동 국내

Rupture
Disk

(SWRPRS)
-인허가 관련 기기 시험 O 프랑스 국외 '14～'16

제어봉 -제어봉 낙하시험 O
일본,
프랑스 국외 '12～'14 75억

SASS -SASS 성능시험
작동 온도,
삽입 시간,
신뢰도

O
일본,
프랑스 국외 '12～'14

UIS
-유동기인진동

-과도 열응력 구조건전성
유동 혼합

-유동기인진동 시험

-열스트라이핑 건전성 시험
국내 '13～'15 75억

핵연료재장
전계통
(회전
플러그
포함)

-회전플러그의소듐밀봉성능 국내 '13～’14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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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제목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PDRC 초기냉각특성 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안 [Task S1.a) 8.2 -DHRS 설계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결과 (Task S1.b) 6.5 -중대사고 모델 개발

-PSA 방법론 SFR 적용성 평가 보고서 (Task S1.c) 6.3 -안전성 평가

미
국

-국내외 피동안전 시험자료 평가 [Task S1.a] 6.2 -안전해석 코드 검증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설계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노심의 ATWS 안전성 평가
[Task S2.a] 6.2 -피동안전성 평가

-불확실도 및 민감도 평가 방법론 [Task S2,c] 외 1건
[Task Op2.c] 6.1 -안전성평가 방법론

일
본

-피동원자로정지장치(SASS) 성능분석 2건 [Task S1.a] 6.2
-원자로 정지계통
설계

-중대사고시 재임계 배제를 위한 조기 핵연료 방출연구
2건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JOYO ATWS 시험 [Task S2.a] 6.2 -계통해석 코드 검증

-MONJU 증기발생기 튜브 시험 [Task Op2.a] 7.2 -발전소 가동중 검사

프
랑
스

-피동 및 능동 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henix 집합체 전체유로폐쇄현상 평가 [Task S1.b] 6.2 -중대사고 코드 평가

-RSWG 방법론의 SFR 적용 가능성 평가 [Task S1.c] 6.3 -안전성평가 방법론

-핵연료 차이에 의한 피동안전 특성 [Task S2.a] 6.2 -중대사고 대처 설계

-Phenix 시험 [Task Op1.a] 외 2건 [Task Op.2a, Op2.b] 6.4 -계통해석 코드 검증

표 23. Gen IV SFR 연구결과물 -SO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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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etal fuel for SFR
(SFR/AF/2007/006) 3-6

-금속연료 개념

설계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models (SFR/AF/2007/021)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design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 (SFR/AF/2007/025)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FMS cladding alloy material
tests (SFR/AF/2007/030)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A review of oxide fuel performance from the U.S.
perspective (SFR/AF/2007/002)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review of metal fuel performance from the U.S.
perspective will be provided (SFR/AF/2007/004) 3-6

-금속연료 성능 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 summary of postirradiation examination data from
the AFC-1B (non-fertile) and AFC-1F low fertile
metal fuel irradiation tests will be provided
(SFR/AF/2007/012)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성능
DB 구축에 활용

-A summary of postirradiation examination data from
the AFC-AE nitride fuel irradiation tests will be
provided (SFR/AF/2007/014)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summary of data relating to americium lossduring
metallic fuel fabrication for the X501 and AFC-1
irradiations tests (SFR/AF/2007/017)

3-1
-MA 금속연료
용해주조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A summary report on the fabrication of selected
non-fertile ZrN matrix fuels and fertile
(U,Pu)N-based nitride fuels for the AFC-1irradiation
test (SFR/AF/2007/018)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Test design and fuel test parameter data for the
AFC-2 minor actinide bearing oxide tests in the
Advanced Test Reactor (SFR/AF/2007/019)

3-7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 summary of the X501 test of minor actinide
bearing metallic fuels conducted in the EBR-II
reactor in the 1990’s (SFR/AF/2007/020)

3-6,
3-1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 status report on progress in optimizing MA oxide
fuel fabrication parameters in 2007. (Dec. 2007)
(SFR/AF/2007/022)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일
본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7/003)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metal
fuel by licensing models (SFR/AF/2007/005) 3-6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7/011)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metal
fuel by licensing models (SFR/AF/2007/013)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활용

-Preliminary report on MA bearing oxide fuel
fabrication process feasibility (SFR/AF/2007/016)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프
랑
스

-Germinal simulation of CAPRIX 1 results
(SFR/AF/2007/001)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PIE results and METEOR simulation of NIMPHE
tests (SFR/AF/2007/007)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표 24. Gen IV SFR 연구결과물 -AF 프로젝트



- 1-50 -

EU

-Review report of fabrication processes for oxide and
nitride fuels (SFR/AF/2007/008) 3-1

-Pu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Review report on irradiation performance on nitride
fuels (SFR/AF/2007/009)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2008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Evaluation of metal fuel-barrier compatibility tests
(SFR/AF/2008/016)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MA bearing metal fuel
performance models and metal fuel-barrier cladding
compatibility test (SFR/AF/2008/017)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

에 활용

-Design and manufacturing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 (SFR/AF/2008/021)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U-Zr-Ce
(SFR/AF/2008/022)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development of metal fuel slug
fabrication equipment’s installation and operation
(SFR/AF/2008/023)

3-1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Test results of FMS cladding materials
(SFR/AF/2008/026)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Design and fabrication of cladding-sodium
compatibility test equipment (SFR/AF/2008/027)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Progress report on FMS cladding alloy material
tests (SFR/AF/2008/028)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Final draft of the fuel comparison report
(SFR/AF/2008/001)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Final draft of the fuel comparison report
(SFR/AF/2008/003)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Update of fuel comparison report with carbide
section (SFR/AF/2008/006) 3-6

-핵연료 성능 비교
평가에 활용

-A status report on procurement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ferritic/martensitic cladding alloy tubes
(SFR/AF/2008/02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일
본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U,Pu)
oxide fuel by CEDAR-3 code (SFR/AF/2008/002)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high burnup metal
fuel by improved models (SFR/AF/2008/004)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oxide
fuel with TRU supplied from LWR spent fuel by
CEDAR-3 code (SFR/AF/2008/010)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Analytical evaluation results of MA bearing metal
fuel by improved models (SFR/AF/2008/011) 3-6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

-Preliminary evaluation report on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and O/M drift rate of mixed oxide fuel
powder (SFR/AF/2008/013)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Preparation status report of ODS fuel pin irradiation
test in Joyo (SFR/AF/2008/025)

3-4,
3-7

-피복관 제조기술개발
및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활용

프
랑
스

-Preliminary design, performance and safety
behaviour of a SFR carbide core (SFR/AF/2008/005)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Fabrication flowsheet and results of characterisation
of MA bearing oxide fuels (SFR/AF/2008/012)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EU
-A review of early (1970s) carbide and nitride fuel
irradiation of disk type fuel in the BR2
(SFR/AF/2008/007)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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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gress report of the PIE of NIMPHE 2 carbide
and nitride fuels (SFR/AF/2008/008)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2009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금속연료-배리어 피복재 상호 반응시험 결과 3-6
-금속연료 성능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3-7
-금속연료 조사시험에

활용

-금속연료심 제조 및 물성시험 3-1
-금속연료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FMS 피복재 기계시험
3-4,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미
국

-MA 함유 연료 조사후 시험 (산화물/금속/질화물연료,
AFC-2) 3-6

-금속연료 성능 평가
및 DB 구축에 활용

-FMS 피복관 제조 3-5
-피복관
제조기술개발에 활용

일
본

-MA 함유 연료 과도상태 거동 예비분석
(산화물/금속연료) 3-6

-MA 금속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MA 함유 연료 제조 기술 (산화물연료)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ODS 피복관 핵연료 Joyo 연구로 조사시험
3-4,
3-7

-피복관 제조기술개발
및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활용

프
랑
스

-MA 산화물/질화물/탄화물 핵연료 조사시험 및 평가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MA 산화물 핵연료 노심 설계 평가 3-6
-MA 함유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EU

-MA 산화물 핵연료 제조 3-1
-MA 연료 제조시의
취급기술 개발에
활용

-질화물 핵연료(NIMPHE-2) 조사후시험 3-6
-핵연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에 활용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기술 3-2
-금속연료봉
용접기술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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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Feasibility Study on Ultrasonic Waveguide Sensor
for Under-Sodium Visualization of Sodium Fast
Reactor (SFR/CDBOP/2007/004)

5-3-1
-웨이브가이드 센서
개발에 활용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SFR/CDBOP/2007/014) 4-4-1

-S-CO2 Brayton
사이클의 SFR 적용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

미
국

-Small Scale Closed Brayton Cycle Dynamic
Response Experiment Results (SFR/CDBOP/2007/007) 4-4-1

-S-CO2 및 기타
이상기체의 Brayton
Cycle 성능
실험자료에서 S-CO2
Brayton Cycle의
효율 및 특성 파악에
활용

-Apparatus for Supercritical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and Preliminary Test
Results (SFR/CDBOP/2007/008)

4-4-2

-S-CO2 Brayton
Cycle의 신개념
열교환기 개념 개발
및 성능 실험장치
설계에 활용

-Simulation Results for Test Date 06-01-11
(SFR/CDBOP/2007/009) 4-4-4

-S-CO2 Brayton
Cycle 제어를 위한
코드 개발에 활용

-Control System Options and Strategie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SFR/CDBOP/2007/010)

4-4-3

4-4-4

-S-CO2 Brayton
Cycle의 제어 논리
설정에 활용

-Control Strategies and Stability Analysi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SFR/CDBOP/2007/011)

4-4-4

-S-CO2 Brayton
Cycle의 임계점
부근의 온도 제어
개념 설정에 활용

-Comparative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Power
Conversion System Reference Transient
(SFR/CDBOP/2007/012)

4-4-3

4-4-4

-S-CO2 Brayton
Cycle의inventory
control 및 turbine
bypass control
특성해석자료를
제어논리 개발에
활용

일
본
-Studies of Super-critical CO2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Fast Reactor (SFR/CDBOP/2007/013)

4-4-1

4-4-2

-SFR과 연계된
S-CO2 Brayton
Cycle 성능해석 코드
개발에 활용,
S-CO2에 의한
부식특성실험 결과를
고집적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에
활용, Na-CO2 반응
실험 자료는 Na-CO2
실험장치 설계 및
자료비교에 활용

표 25. Gen IV SFR 연구결과물 -CD&BOP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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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Ultrasound test programme in sodium with silicon
and steel substrates using the Liquidus device
(SFR/CDBOP/2007/003)

5-3

-소듐 적심성 특성
실험 결과를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반영 설계하고
소듐중 실증시험
장치 설계 제작에
활용

-The Use of Gas Based Energy Conversion Cycles
for Sodium Fast Reactors (SFR/CDBOP/2007/005) 4-4-1

-S-CO2 Brayton
Cycle의 개념 정립
및 정상상태 해석
코드 개발에
주요기기 및 효율
비교 자료로 활용

-Designing a compact Na-gas heat exchanger :
parametric study according to the heat exchanger and
the coolant (SFR/CDBOP/2007/006)

4-4-2

-Na-CO2
고집적열교환기
설계개념 도출에
활용

2008년 결과물 제목 및 번호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Interim report on the creep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tests for Mod.9Cr-1Mo steel structures
(SFR/CDBOP/2008/008)

5-4
-누설균열 평가기술
개발에 활용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energy conversion
system coupled with SFR (SFR/CDBOP/2008/015) 4-4-1

-S-CO2 Brayton
사이클의 SFR 적용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

미
국

-Results of supercritical 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SFR/CDBOP/2008/011) 4-4-2

-S-CO2 Brayton Cycle
Recuperator 설계 개념
설정에 활용

-Dynamic system analysis of a supercritical CO2
compression loop (SFR/CDBOP/2008/012) 4-4-4

-S-CO2
사이클동특성 분석
참고자료로 활용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compressor operation
near the critical point of CO2 (SFR/CDBOP/2008/016)

4-4-4
-S-CO2 압축기 특성
분석 자료로 활용

-Gen IV S-CO2 Brayton cycle test loop design and
split flow S-CO2 compressor test loop construnction
description (SFR/CDBOP/2008/017)

4-4-3

4-4-4

-S-CO2 압축기 특성
분석 및 Cycle
동특성 해석
실험장치 구성방안
참고자료로 활용

일
본

-Development of a visual test device in sodium (1)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sensors and the signal
processing units,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s and the signal processing units through the
fundamental test. (SFR/CDBOP/2008/005)

5-3

-액침초음파센서의
소듐내 적용을 위한
주요설계특성을
웨이브가이드센서
설계 제작에
반영하고
소듐실증시험에
적용함

-JOYO MK-III modification work on heat transport
system : working plan and plant control
(SFR/CDBOP/2008/007)

5-3

-소듐배관의
보수기술, 취급기술
및 경험 등을 국내
건설 예정인
소듐루프시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운전보수 등에
반영하고 SFR
실증로 가동중검사및
보수 설계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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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Report on the result of first series to define which
technology (immersed or from outside): 2008
(SFR/CDBOP/2008/004)

5-3

-원자로 외부에서
내부구조물을
검사하는 ISI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SFR
실증로의 가동중검사
및 보수 개념설계에
활용함

-Experimental feedback of the PHENIX reactor
during the plant safety upgrading (1994-2003)
(SFR/CDBOP/2008/006)

5-3

-Phenix 연구로
안전성증진
설계개념과
운전경험을 SFR
실증로의 가동중검사
및 보수 개념설계에
활용함

2009년 결과물 제목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초음파 웨이브가이드 센서 개발
중간보고서(Task.3.2.1.K.1) 5-3-3

-소듐중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시제품 개발에 활용

-FSM 구조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
보고서(Task 3.1.1.K.2) 5-4

-누설균열 평가기술
개발에 활용

-Na/CO2 화학반응 분석 및 혁신 열교환기 열유동 분석
보고서 (Task 3.1.2) 4-4-2

-혁신개념 Na-CO2
열교환기 설계에
반영

미
국

-PCHE 열교환기 S-CO2 루프 설명 및 시험계획
보고서 4-4-2

-S-CO2 Brayton
Cycle의Na-CO2
열교환기 설계시
채널 구성
참고자료로 활용

-소규모 컴프레서 루프시험 GAS-PASS/CO2
해석보고서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제작성 및
작동성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Gen IV 원자로의 제어논리와 동적응답 해석 보고서

-S-CO2 Brayton
Cycle의 제어논리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

-ANL 플랜트 동적코드 모델 검증을 위한 소형 S-CO2
컴프레서시험 해석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작동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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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고온 소듐환경에서 초음파 ISI 센서 타당성 보고서 5-3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소듐중 실증
시험에 일본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액침센서와 한국의
웨이브가이드센서
기술을 융합한
소듐내부가시화
기술을 공조 개발함

-S-CO2 컴프레서 성능시험장치 설계 및 구축 보고서 4-4-4

-S-CO2 Brayton
Cycle의 압축기
제작성 및 작동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프
랑
스

-ISI 방법론 결정 연구 결과보고서(Immersed or From
Outside) 5-3

-액침센서와 원자로
외부에서 접근하여
내부구조물을
검사하는 ISI 기술에
웨이브가이드센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SFR
실증로 설계의 ISI
방법론 및 절차
정립에 활용

-AECS 개념 타당성 분석 보고서 4-4-1

-S-CO2 Brayton
Cycle의 SFR 적용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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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체계도

우라늄원광
7.83톤

우라늄
농축

농축우라늄
4.2wt% 1톤

사용후연료
폐기 처분

노심 연소
0.048톤 U

6.83톤 U
(tail)

0.95톤 U

자원 이용률=0.048/7.83=0.0061

그림 2. 가압경수로의 우라늄 자원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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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연소
TRU: 0톤
U   : 0.84톤

핵연료 재가공

장전연료
TRU: 1.48톤
U   : 8.41톤

자원 이용률=0.84/1.15=0.73

방출연료
TRU: 1.48톤
U   : 7.57톤

TRU: 0.05톤
U :   1.10톤

보충연료 1.15톤

재순환과정 손실 3% 가정

노심 연소
TRU: 0.20톤
U   : 0.31톤

TRU: 0.24톤
U :   0.39톤

핵연료 재가공

장전연료
TRU : 1.13톤
U : 2.64톤

재순환과정 손실 3% 가정

자원 이용률=0.51/0.63=0.81

방출연료
TRU: 0.93톤
U   : 2.33톤

보충연료 0.63톤

(a) 자체순환로 (b) TRU 연소로

그림 3. KALIMER-600의 자원 이용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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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자로 운전년수에 따른 자원이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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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이용
핵변환

핵연료 물질

단 반감기
(300년 이하)

고 방열2), 단 반감기
(30년 이하)

고 독성1), 장 반감기Pu
(1.2%)

MA
(0.2%)

I, Tc
(0.16%)

Cs, Sr
(0.53%)

U
(92.9%)

기타 FP
(5.01%)

사용후연료 (기준 사용후연료: 4.5w/o, 55GWd/tU, 10년 냉각)

장기저장 후
처분

직접 처분

고속로 재사용
또는 처분

반감기
Pu-239: 2만4천년
Np-237: 2백만년
Am-241: 4백3십년

저 독성, 장 반감기
핵변환 또는
직접처분

반감기
I-129: 천6백만년
Tc-99: 21만년

독성 감소를 위한
고준위 처분장

관리기간 (30만년)

고준위 처분장
면적 증가

장기 고준위 처분장
관리기간

TRU

단 반감기
(핵분열생성물)

핵분열
생성물

1)독성: 방사성
동위원소 섭취 또는
흡입에 의한 방사성
위해도

2)방열: 방사선 가열에
의한 열 방출

그림 5. 경수로 사용후연료 특성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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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후연료 관리 방법에 따른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독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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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WS 사고 해석 결과

그림 8. 기술 실용가능성 입증 및 검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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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 개발에서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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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DRC 구성 단위기기 및 계통 형상화

그림 11. 원자로 건물의 내ž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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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1. 고유개념의 경제성 예비평가

가. 비용절감방안 도출 및 경제성 평가

(1) 비용절감방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KALIMER-600 원자로는 핵확산저항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금속연료(U-TRU-Zr) 장전 노심과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풀형 원자로 개념,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피동 안전계통 설계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KALIMER-600 원자로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

등 4가지 GenIV 기술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개념들을 도출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개념을 설정하였다. 표 26은 고려한 주요 후보개념과 고유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로 분야에서는 용량 결정이, NSSS

분야에서는 루프수(원자로 직경, 배관 길이 포함)와 증기발생기 튜브 결정이, 그리고

BOP 분야에서는 터빈형식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의 결정이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후보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후보개념의 비용평가를 통해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비용절감방안의 경제성평가

(가) 경제성평가 방법

원자로 분야의 용량 결정은 GIF의 경제성평가모델그룹(EMWG)에서 개발한

G4-ECONS 모형을 이용하여 600MWe와 1,200MWe의 비용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NSSS의 루프수 결정은 먼저 그림 12와 같이 비용 증감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참조하여 2루프와 3루프의 관련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평가하였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경우는 그림 13과 같이 비용증감의 인과관계는

살펴보았으나 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한계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고 기 수행된

연구결과[7]를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BOP 분야의 터빈형식 결정은 그림 14와 같이

파악된 비용증감의 인과관계를 참조하여 터빈형식의 비용을 비교․평가하였다.

(나) 후보개념의 경제성평가 결과

SFR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후보개념 중에서 우선 기기배치를 2루프

또는 3루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력변환계통을 기존의

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로 할 것인지 신개념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Brayton cycle(S-CO2 Brayton cycle)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평가하였다.



- 1-63 -

① 2-루프와 3-루프 후보개념 비교

2루프 또는 3루프의 기기배치 개념에 따라 루프 당 주요 기기 구성 요소의 물량이

다르며 이는 자본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2루프 개념의 경우는 3루프 개념에

비해 시스템의 단순화에 의한 검사일수와 보수기간 단축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운전유지비 절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운전유지비 절감 부문은

기술적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가 미약하여 수행하지 못했다.

경제성 평가 결과는 표 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루프가 3루프에 비해 2.9%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자체순환로 총 자본비(2,635.6백만$)의

0.08%를 절감하는 효과에 해당한다.

② Rankine cycle과 S-CO2 Brayton Cycle 비교

동력변환계통의 개념인 기존의 Rankine cycle에 비해 S-CO2 Brayton cycle은

터빈건물의 체적감소, 원자로건물의 합리적 배치, 터빈발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팀터빈 기능제거 등의 효과로 인해 관련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자본비가 감축된다.

또한 루프개념에서와 같이 S-CO2 Brayton cycle은 시스템의 단순화에 의한

검사일수와 보수기간 단축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운전유지비 절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S-CO2 Brayton cycle의 경우에는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으로

핵연료주기비의 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관련 자료의 미비에 의해

설계개념에 따른 원자로 건물 및 터빈건물의 체적감소 효과만을 평가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는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O2 Brayton cycle이 Rankine

cycle에 비해 터빈건물의 체적 감소효과가 56%1)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비용관점에서 보면, S-CO2 cycle의 터빈건물 비용이 Rankine cycle에 비해

37.5%(=0.67 x 56%)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체 건설비(건설기간중 이자 포함)를

1.7%(=10.54%2) x 25.9% x (1-37.5%))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증기발생기 유형별 비교

증기발생기는 단일벽관과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로 대별된다. 단일벽관은 U형이나

hocky-stick형으로 다시 구분되고, 이중벽관형은 직관형과 헬리컬형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한 인용된 보고서[7]에 의하면 U형 단일벽관 증기발생기의 제작비가 가장

저렴하며, 헬리컬형 단일벽관 증기발생기도 U형 단일벽관과 비슷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관형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제작비는 단일벽관에 비해

1.3～1.5배의 제작비가 소요되고, 헬리컬형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는 1.5～2.0배의

1) Rankine cycle은 증기터빈건물의 체적이 90,000m3 (93 x 56 x 35), 원자로건물의 체적이 80.000m3 (65 x 40 x

65)으로 총 170,000m3임. S-CO2 터빈 SFR은 원자로건물과 CO2 터빈건물 체적의 합이 130,000m3 (56.6 x 51 x

67.9)로 평가함.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원자로건물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 터빈건물에서만 체적감소[90,000 ⇒

40,000( =1700,000-130,000)]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산출됨.

2) 자본비 감축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순환로(1,200MWe)의 비용평가 결과를 이용하였음. 전체건물 관련 비용

은 총 자본비 중 10.54%( =277.8백만$/2636.6백만$)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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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가 소요되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이외에도

소듐-물반응 가능성, 제작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로

용량 1,200MWe의 고유개념으로 직관형 이중벽관 증기발생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고유개념 경제성 예비평가

(1) G4-ECONS 모형 개관

(가) 모형 구조

본 연구에서는 고유개념의 예비경제성 평가를 위해 GIF(Gen IV International

Forum, Gen IV 국제위원회)의 경제성평가그룹(EMWG, Economic Modeling Working

Group)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모형 G4-ECONS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 15와

같이, Reactor Economic Model, Energy Production(또는 Application) Model, Fuel

Cycle Facility Economic Mode로 구성되어 있다. Reactor Economic Model은 원자로

시설로부터 전기 또는 열 에너지의 생산 단가 즉 평준화비용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Energy Product Model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시설과 담수화 시설 또는

공정열 생산 시설들의 생산단가 즉 평준화 비용을 구하는 데 이용되며, Reactor

Economic Model에서 평준화비용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Fuel Cycle Facility

Economic Model은 핵주기시설의 자본비와 운영비에 대한 입력자료가 주어지면

Reactor Economic Model과 Energy Production(또는 Application) Model에서

평준화비용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핵연료주기 서비스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6은 건설비 및 생산비 평가모델과 핵연료주기비 평가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건설비 및 생산비 평가모델의 경우, 먼저 직접비(Direct cost, 비용계정

2X)는 기술자료, 장비 및 재료 자료, 노무시간 및 임금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여기에는 부지관련 비용(비용계정 1X)이 포함된다.

직접비를 이용하여 간접비(비용계정 3X)를 구하게 된다. 일례로 표 29는 미국의

Bechtel사에서 개발한 간접비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식을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접비 산정을 위해 직접비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간접비와 직접비의 합인 기본비용(base cost)을 구하게 된다. 이

기본비용에 초기노심(비용계정 55)이나 해체 및 폐기(비용계정 58) 등을 제외한 기타

자본비(비용계정 4X, 5X)와 예비비(비용계정 1X～5X)를 산정하여 합하게 되면

순건설비(overnight cost)가 계산된다. 이 순건설비에 재무비용(비용계정 62, 63)과

재무비용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예비비(비용계정 69)를 합하게 되면 총자본투자비(TCIC: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가 산출된다. 초기노심비용(비용계정 55)은 핵연료주기

모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총자본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생산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 단위 전기생산량 당 자본투자비가 산정되게 된다.



- 1-65 -

한편 생산비 평가모델은 연간 제염 및 해체비(비용계정 58)와 연간

운전유지비(비용계정 7X) 및 운전기간 중 연간 재무비용(비용계정 9X) 등을 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전기생산량 당 단위 생산비를 도출하게 된다. 핵연료주기 모델에서

구한 단위 전기생산량 당 연료비(비용계정 8X)와 건설비 모델에서 구한 자본비

그리고 생산비 모델에서 구한 해체 및 폐기비와 운전유지비를 합하게 되면 평준화

발전원가가 도출된다.

그림 17은 핵연료주기비 평가모델 구조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연료주기비 평가모델은 원자로가 가동되기 이전에 연료를 만드는 과정인

선행핵연료주기(front-end fuel cycle)와 원자로에서 연소된 연료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후행핵연료주기(back-end fuel cycle)로 구분된다. 어떤 핵연료주기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핵연료주기 요소가 결정되고 정광, 농축, 성형가공, 재처리 등에 대한

lead time과 lag time 및 물량 등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나) 비용 분류

① 자본비

GIF에서는 공통의 비용 분류를 통해 Gen IV의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표준비용계정(Standard Code Of Accounts, COA)을 사용하고 있다.

Gen IV에서 이용하는 COA는 IAEA에서 자체 개발한 COA를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원래 IAEA에서 개발한 COA는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입찰평가 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IAEA의 COA는 입찰의 최종평가에 적합한 상세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Gen

IV에서는 이들 분야를 제외시켜 단순화하였다. 또한 IAEA의 직접비에는

장비(equipment) 관련 비용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Gen IV에서는 미국 ORNL에서

개발한 EEDB(Engineering Economic Data Base) 분류에서처럼 장비, 설치를 위한

노동시간(direct installation labor-hours)과 자재(materials, commodities)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자본비의 경우는 EEDB(Energy Economic Data Base) 분류와

유사하지만,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의 경우는 EEDB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COA를 사용하고 있다.

표 30은 Gen IV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설비 부문의 COA 구조를 나타낸다. 사전

건설비용은 COA 10에, 직접비는 COA 20에, 자본성격의 지원서비스는 COA 30에

포함시키며, 이들 세 가지 비용의 합이 기본비용이 된다. 초기핵연료비용은 COA

55에 부가되었고 중수비용은 COA 27에 포함되어 있다. 자본비 성격의 운영비는

COA 40에, 보충비는 COA 50에 할당된다. COA 10～50까지 비용의 합이 순건설비가

되며, 재무비용은 COA 60에 할당된다. IAEA에서 정의한 COA 21은 부지에서

행해지는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IAEA에서 정의한 COA

22～27은 공장에서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제품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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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사전 설치비용과 부지 가공비용 등은 COA 22와 23에 적절히 할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지 건설, 설치인력, 현장감독 등의 비용은 COA 34～39에 포함되며,

자사에서 공급자와 A/E에 의해 수행된 엔지니어링과 설계비용은 COA 30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운전유지비

GIF의 운전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 Cost) 비용계정으로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보수요원, 관리요원, 급여, 운영관련 화학제품, 예비부품,

유틸리티 및 소모품, 자본재 교체, 세금 및 보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는

운전유지비(비용계정 7X)가 있다.

③ 핵연료주기비

직접처분의 핵연료주기비(fuel cycle cost)는 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 수송,

중간저장, 최종처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재처리 방안의 경우는 재처리비와

고준위폐기물 저장 및 처분비, 우라늄, 플루토늄, 중수 및 기타 물질의 이용과 판매에

따른 수입(credit)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용과 관련된 COA는 현재 IAEA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혁신 핵연료주기를 위해 CO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32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핵연료주기를 위해 이용한 GIF 비용계정을 나타낸다.

비용계정 10X는 초기노심의 핵연료집합체 관련비용이며, 비용계정 11X는 초기노심

관련 핵연료서비스 관련비용이다. 비용계정 12X는 재장전 노심의 핵연료집합체

관련비용이고 비용계정 13X는 재장전노심 관련 핵연료서비스 관련비용이다. 비용계정

140, 141, 142, 143은 각각 재처리, 우라늄과 플루토늄 크레디트, 핵연료

최종처분(비재처리), 폐기물 최종처분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비용계정 150과 151은 중수 공급과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다. 이들 비용은

핵연료비용에 이들 비용이 포함될 때만 이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계정

27인 자본투자비에 포함될 수 있다. 중수교체 관련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계정

160과 161은 운전유지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다) 평가방법론

Gen IV 시스템의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top-down 방법과 bottom-up 방법 두

가지가 있다. Top-down 방법은 초기의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Gen IV의 경우 주로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Gen IV

시스템이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사한 시스템의 비용을

참고로 새로운 시스템의 비용을 도출하는데 이를 위해 보통 용량보정계수 또는 일정

비율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표 33에서와 같이 보조비용과 간접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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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도출된 표준화된 보정계수 또는 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표 32은 몇 개 주요 기관이 제시하는 용량보정계수를 나타낸다. 이

용량보정계수는 다음의 식에 활용된다.

Costnew = Costbase(MW(e)new/MW(e)base)
a

여기에서 Costnew : 신규 설비의 비용

Costbase : 기준 설비의 비용

MW(e)new : 신규 설비용량

MW(e)base : 기존 설비용량

a : 용량보정계수

이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시스템의 상세한 정보와 용량보정계수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top-down 방법 이외에도 cost engineering 방법을 이용하는

bottom-up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Gen IV 노형의 비용평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Gen IV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형들 중 대부분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개발이 상세한 설계가

이루어진 노형들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비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G4-ECONS 모형 개선

본 연구에서 기본 모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G4-ECONS 모델은 GIF의 경제성평가

그룹(EMWG)에서 Gen IV 노형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Excel spreadsheet로 만든

모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자본비, 운전유지비, 핵연료주기비, 해체비 별로 요구되는

입력자료가 정해져 있고 해당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후보개념들에 대한 경제성 비교평가에는 부적합3)하다. 따라서 후보개념 평가를 위해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후보개념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와 선정된 최적후보개념의 입력자료는 기존의

G4-ECONS 모델과 후보개념 평가모델에 수록되어 있다.

3)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루프 개념에 대해 평가할 경우, G4-ECONS 모형은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기의 물량 변화와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단지 이들 결과로 나타난 개념의 총 비용만

을 요구함. 하지만 이 경우에도 ‘Reactor Plant Equipment' 라는 포괄적인 비용에 여기에서 도출된 총 비용이

일부분임을 감안할 때 후보개념평가에는 G4-ECONS 모형이 부적절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후보개념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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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4-ECONS 모형을 이용한 비용 추정

(가) 주요 가정

자체순환로와 연소로의 비용계산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가격 기준일 : 2008. 1. 1

○ 할 인 율 : 7.5%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치)

○ 환 율 : 938.2 원/$ (2008. 1. 1)

○ 이 용 률 : 85%

○ 수 명 기 간 : 60년

(나) 자체순환로(1,200MWe)

① 자본비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op-down 방법과 bottom-up 방법을

병행하여 자체순환로의 자본비를 추정하였다.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자체

설계 자료를 통해 bottom-up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비용계정 22(Reactor

Plant Equipment)이며, 이 중에서도 일부만이 실제적으로 bottom-up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비용계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ALMR(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비용자료와 용량보정계수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0MWe급 1기의 자체순환로를 건설하기

위한 순건설비(Overnight Cost)는 21.1억달러 정도이며, 건설기간중 이자까지 포함한

총 자본비는 26.4억 달러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각각 kWe당 약

1,761달러와 2,196달러에 해당된다. 총비용 중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계정 21'과

‘비용계정 22’가 각각 10.5%, 28.0%를 차지하여 이들 비용의 절감여부가 경제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운전유지비

자체순환로의 운전유지비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중인 APR 1,400MWe의

운전유지비를 참조로 산정하였다. 또한 비용 항목도 APR 1,400MWe에서 발생하는

비용항목에 근거하여 자체순환로의 비용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APR 1,400MWe를

근거로 산정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자체순환로가 이들 노형과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APR 1,400MWe의 운전유지비가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목표치에 자체순환로의 운전유지 특성에 따른 운전유지비 증감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게 되면 자체순환로가 달성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치가 설정되게 된다.

현재 설계개념을 진행 중인 자체순환로의 운전유지비를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추정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구해야 할 목표치 설정에 초점을 두었다. 계산 결과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운전유지비는 연간 8천8백만달러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9.88 mills/kWh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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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연료주기비

핵연료주기비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는 표 37과 같으며, 그 결과는 표 38과 같다.

이 표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순환로의 핵연료주기비는 8.29mills/kWh이며, 이

중에서 후행핵연료주기비(Back-end fuel cycle cost)가 5.57mills/kWh로 67%를

차지한다.

④ 해체비

원자력시설의 해체는 운전 및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관리와 기술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해체활동은 시설의 기술적 수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해체를 위한 기금은 발전소가

운전이 되는 동안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최소 해체비용은 노형별로 다음의

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PWR(million $): 173 + 0.024(P-1200)

BWR(million $): 220 + 0.024(P-1200)

기타 노형(million $): 197 + 0.024(P-1200)

여기에서 P는 열출력(MWth)을 의미한다.

상세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건설비 중 직접비의 33%를 해체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체비를 산정(1507.5 x 0.33 = 497.5)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9와 같다.

(라) 연소로(600MWe)

① 자본비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MWe급 1기의 자체순환로를 건설하기 위한 순건설

비(Overnight Cost)는 21.1억달러 정도이며, 건설기간중 이자까지 포함한 총 자본비는

15.8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각각 kWe당 약 2,631달러와 3,238달

러에 해당된다. 자체순환로와 마찬가지로 총비용 중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계정

21과 비용계정 22가 각각 10.1%, 30.7%를 차지하여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비

용의 절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국내 APR 1,400MWe의 자료를 용량보정한

결과이므로 단위전기생산량 당 비용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순환로와 거의

유사한 9.83 mills/kWh이다.

4) APR 1400MWe의 운전유지비는 순수 운전유지비와 원전사후처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순환로 1200MWe도

이들 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고 용량보정계수를 이용하여 운전유지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순환로운전유지비   × × 백만달러
여기에서 운전비: 4910원/kW.월, 사후처리비 : 840 원/kW.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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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연료주기비

핵연료주기비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는 표 42와 같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이 표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소로의 핵연료주기비는 7.04mills/kWh이며,

이 중에서 후행핵연료주기비(Back-end fuel cycle cost)가 5.00mills/kWh로 71%를

차지한다.

④ 해체비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체비를 산정(1121.0 x 0.33 = 369.9)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마) 자체순환로와 연소로의 경제성 비교

자체순환로는 연소로에 비해 자본비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자본비 감소

효과가 32% 정도로 크지만, 악티나이드 함유 정도가 연소로에 비해 커서 관련 처리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핵연료주기비는 연소로에 비해 다소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

으로 비교할 때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체순환로의 총발전원가는 40.64mills/kWh

로 연소로의 총발전원가 50.00mills/kWh에 19%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일본의 액체금속로인 JSFR과의 경제성 비교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일본 JSFR의 평가는 입력자료 중 할인율과 이용률을 원래의 입력자료

(할인율 2.0%, 이용률 95%)와 우리나라 자체순환로와 동등한 조건(할인율 7.5%, 이

용률 85%)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표에 나타나 바와 같이 JSFR의 결

과는 입력자료에 따라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변수가 경

제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제성을 비

교를 해야 할 경우에 이들 두 변수는 동일한 조건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의

미에서 동일한 조건에서의 JSFR과 우리나라의 자체순환로의 총 발전원가는 43.78

mills/kWh와 40.64mills/kWh로 추정되었으며, 7.2% 정도 자체순환로가 경제적 우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타 발전원과의 비교 평가

(1) 국내 발전원과의 비교

국내 타 발전원과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15]에서 고려하

고 있는 주요 발전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표 47은 경제성 비교를 위해 고려한

발전원과 관련 주요 입력자료와 가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발전원가(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폐로비 포함)를 이용하여

타 발전원과의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표 46의 입력자료와 가정을 이용하여 생산된 총

발전원가는 표 48과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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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액체금속로인 자체순환로(1,200MWe)와의 발전원

가를 비교하면 그림 1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체순환로는 LNG복합화력 보다

140% 정도 싸 훨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자력 1,000MWe와 석

탄화력 800MWe와는 비슷한 발전원가를 보여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원자력 1,400MWe보다는 14% 정도 발전원가가 비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

가의 발전원가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연소로(600MWe)의 경우는 기존의 원자력과 석

탄화력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단지 LNG 복합화력에

대해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 발전원과의 비교

외국의 타 발전원과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발간예정인 IEA/NEA 보고

서[16]를 이용하였다. 먼저 그림 20은 주요국의 원자력발전원과의 비교 결과를 위해

할인율 5%와 10%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할인율 5%를 적용한 경우, 주요국의 발전원가는 50～65 mills/kWh 수준으로

자체순환로(1,200MWe)와 연소로(600MWe)보다도 훨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또한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한국 액체금속로와 주요국 석탄화력 및 LNG 발전

원과의 발전원가를 비교한 그림이다. 먼저 그림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

과 같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 발전원의 발전원가가 한국의 액체금

속로 발전원가에 비해 2～3배 비싸(할인율 5% 적용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원가는

석탄화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액체금속로와 LNG 발

전원가 차이는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2. 후보개념 타당성 평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KALIEMR-600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심,

핵연료 및 계통 측면에서 복수 후보개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수 후보개념으로부터 단일화된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설계사양 관련 연구항목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

평가ž선정을 통하여 최종 구성된 최적후보개념(안)을 도출하였다[3-1]. 복수

설계사양과 관련된 주요 평가인자는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피복재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식 등이다. 표 50은 주요 평가인자별 자체순환로의

최적후보개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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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최적후보개념을 보완된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 등을 사용하고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의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적용하여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 고유개념으로의

설정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였다. 고유개념으로서는 앞서 도입시나리오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발전 및 TRU 연소 기능을 가지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혼합도입효과를 반영하여

발전 기능을 가지는 1,200MWe 급의 자체순환로를, TRU 연소 기능을 가지는 출력

600MWe급의 연소로를 각각의 고유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으로부터 단일화된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기술하였다.

가. 노심출력 및 농축도

(1) 출력 평가

자체순환로 평형주기 노심을 대상으로 600/900/1,200/1,500/1,800MWe 용량에 따른

TRU 장전량 및 연소도 등 핵연료 이용률 측면과 노심 대형화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

제어 측면, 2-루프 계통을 선택하였을 경우 배관직경 제한치 등과 관련된 기술적

현안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력증가는 단위출력 당 노심체적 감소 및 핵연료 장전량

감소로 이어져 1,500MWe 부근에서 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핵연료의 방출연소도

및 핵분열성 물질의 장전량 등과 관련하여 핵연료 이용률이 좋아져 경제성이 향상되는

반면, 선출력밀도 및 고속중성자 플루언스는 증가하여 안전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심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노심 크기가 증가하여 소듐기화반응도가가 증가한다.

소듐기화반응도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노심높이를 감소시켜 설계가 이루어져야하며,

노심출력 1,800MWe까지는 소듐기화반응도가가 노심출력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심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재 배관직경이 증가한다. 2-루프 계통의 경우,

현재까지의 제작경험은 0.8m로 제한되어 있어 노심출력이 1,200MWe 이상이 되면

배관직경이 1.1m 이상으로 단조배관이 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노심직경 증가로 인한 핵연료 재장전기구와 상부구조물간의 간섭으로 핵연료 재장전기구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위 출력당 TRU 장전량 및 연소도 등 핵연료 이용률 측면과 노심출력에

따른 냉각재 배관 등의 관점에서 고유개념의 자체순환로 노심출력은 1,200MWe로

우선 선정하여, 이를 핵연료 및 기계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안전해석 수행을 통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최종 고유개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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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도 분리 및 단일 농축도 노심 평가

단일농축도 핵연료를 사용하느냐 또는 농축도가 서로 다른 핵연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노심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핵연료 장전율을 다르게 하여 노심

출력분포를 평탄하도록 하는 데 있다. 표 51에 농축도 분할 노심과 단일농축도 노심의

주요 핵 특성 분석결과를 수록하였으며 두 노심 모두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농축도 분할 노심은 Pu-fissile 장전량이 작고, 핵연료의 방출연소도가 커서 경제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노심 영역별로 농축도가 다른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소도에

따라 출력분포 변화가 다소 커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노심열유체 해석결과 노심내

냉각재 유량을 출력에 따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공융온도

이하로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일농축도 노심은 동일한 농축도의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주기초와 주기말의 출력분포 변화가 작아 유량분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부노심영역에는 두꺼운 피복재를 사용함으로써

피복관 내외벽에서 약 40℃의 온도차가 나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노심형태에서는 주기초 대비 주기말의 출력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Pu-fissile 장전량, 방출연소도 등의 노심내 중성자의 경제성 측면과 핵연료 제조

간편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농축도분리 노심을 최적 고유개념으로 선정하였다.

나. 핵연료 피복재 및 Barrier

(1) 핵연료 피복재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 설계는 핵연료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고온․고연소도․장주기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의 고연소도 달성을 위하여

연소도를 20at%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장주기 운전을 위하여 피복관 조사량 제한치를

250dpa로 높이며, 피복관 최대 허용온도를 6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50℃ 이상의 고온에서도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핵연료 피복관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피복관을 만들기 위해 9Cr-2W을 기준합금으로 B, C, Nb, Ta

등을 첨가한 10종의 피복재 1차 후보합금과 9Cr-2W-0.2V-0.05Nb -0.15Ta-0.017B을

기준합금으로 V, Nb, Ta, C, N, Ti, Zr, Pd, Pt, Nd 등을 첨가한 10종의 2차 후보합금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고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림 25에 보는 바와 같이 1차 후보합금 중 B003(9Cr-2W-0.017B) 합금과 2차

후보합금 중 B106(9Cr-2WVNBTIB), B1079Cr-2WVNBZrB), B109(9Cr-2W VNBPtB)

합금이 기존재료인 HT9 대비 높은 기계적 강도와 우수한 크리프 파단 수명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Cr-2WVNbTaBCN을 기준합금으로 P, Zr, Ge, Cu 등을 첨가한 3차

후보합금 13종의 설계, 제조 및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9종의 신피복재 후보합금

재료규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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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rrier 개발

Zr, Nb, Ti, Mo, Ta, V, Cr, Nb-20Zr, V-4Zr-4Cr 등의 barrier 후보물질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Metallic foil의 경우 Zr 시편은 800℃에서 금속핵연료에

전부 공융되어 사라졌으며 Nb, Ti foil은 일부 용해되어 barrier 두께가 감소되었다. Mo,

Ta foil은 U 확산을 방지한 반면, U과 반응하여 반응층을 형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V과 Cr 시편은 U 확산방지와 함께 U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특성을 나타내어 V 및

Cr이 barrier 후보물질로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Barrier 최적후보 선정을 위하여 Cr 전해도금, Zr 및 Ni-Cr-Zr 증착, Cr2O3 산화처리

등을 거쳐 U-10Zr 금속연료와 접합후 진공분위기에서 800℃, 25시간 상호반응 실험을

수행한 결과 U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 측면에서 Cr 전해도금을 최적후보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HT9 피복재에 Cr을 도포한 시편(Cr, V)의 경우, U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림 26과 같이 도금층에 내재된 균열로 인하여 U이 균열을 따라 확산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균열이 형성되지 않는 도금층을 3m 이상의 긴 피복관에 효과적으로

코팅하기 위한 도금 조건 및 전극의 설계와 전극없이 피복재 내면을 코팅할 무전해

도금기술의 개발이 기술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공융방지 barrier 최적 후보물질(Cr, V)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도금법을 이용한 Cr barrier(20 µm)를 제조하여 공융방지에 대한 성능검증시험도

수행할 계획이다.

다. 계통

(1) 루프 수

루프 수 측면에서는 루프당 기기 수와 설치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인 2-루프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SG) 및 펌프 등 대용량 기기 개발과 대구경 배관

제작에 관한 연구가 필연적이며 대구경 고온배관 배치설계 및 제작성 확인이 요구된다.

2-루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원자로 내 기기배치는 동일한 루프가 대칭적으로

배치된다. 원자로 내부에 위치하는 주요기기인 중간열교환기(IHX), 일차펌프, DHX는

루프당 각각 2개, 1개, 2개씩 배치되며, 이들은 지지용기와 원자로 배플 사이의 환형

공간에 위치한다.

지지용기의 외경은 노심 직경이 7.29m임을 고려하여 7.9m로 설정하였고, 원자로

배플의 외경은 내부기기의 크기와 기기 간격을 고려하여 14.35m로 설정하였다. 이때

내부 기기들의 중심은 직경이 11.1m인 원주상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27(a)는

2-루프에서의 원자로 구조물 크기 및 기기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기기 사이 간격으로는

약 1.1m 확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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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구조물의 수직 배치는 KALIMER-600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기기 길이

변화를 반영하였고, 2-루프 시스템에 적용하는 IHX의 길이는 8.82m로서

KALIMER-600보다 1.01m 증가하였다. 내부기기의 길이 증가에 따른 구조물들의 길이

변화는 정상 운전시의 저온풀 액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물들에만

적용함으로써 가스유입 방지요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IHX-노심간 열중심 거리를

증가시켜 자연순환 및 초기냉각성 향상에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원자로용기의 길이는 19.5m이다. 그림 27(b)는 기기들의 수평

및 수직 배치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원자로 기기구조 배치형상이다.

(2) 단일벽관/이중벽관 증기발생기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는 크게 단일벽관

증기발생기와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증발기, 과열기 및

재가열기를 갖는 포화증기 사이클과 한 개의 증기발생기에서 과열증기를 만드는

once-through 사이클형 증기발생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유형에 따른 주요특성을 소듐․물 반응 가능성, 제작성, 경제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비교분석하여 표 52에 제시하였다. 소듐누설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이중벽 전열관을 채택하였으며, 전열관 유형은 직관형과 헬리컬

방식의 기술성과 제작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3. 후보개념 노형 비교 평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 정립의 일환으로서 국내 자체개발한

KALIMER-600 원자로 개념과 일본의 JSFR 원자로 개념을 Gen IV 원자로 시스템의

4대 기술영역인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평가하였다.

비교․평가 결과에 의하면 KALIMER-600과 JSFR은 모두 개념 개발단계로서

사용후연료 재순환을 전제로 하는 노형이기 때문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ALIMER-600은 건식처리에 의한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개념인데 비해 JSFR은

습식처리에 의한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고, 또한 잔열제거 방식에서 완전 피동개념과

피동․능동 혼합개념으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후보개념 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최적후보개념안을 대상으로

평가방법론을 보완하여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는 별도로 고유개념의 경제성 예비평가에서 기술하였으며,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고유개념 종합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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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성

Gen-IV SFR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순환로(1,200MWe) 개념에 대해 지속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3에 정리하였다. 자체순환로는 전환비가

1.0으로서 소모된 연료량만큼 연료가 새로 생성되어져 근본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자원이용 측면에서의 핵연료 이용은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우라늄량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자체순환로에 얼마의 우라늄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노심내 연료 연소에 따라 소모되는 우라늄량과 사용후연료내의 우라늄이

얼마나 재순환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체순환로에 초기 공급해야 하는 우라늄량은 연․단위출력(GWe)당 0.94톤으로

이전단계에서 개발한 KALIMER-600(600MWe)에 비하여 0.05톤 적으며, 이는 보다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체순환로의 연료는

파이로(Pyroprocessing) 재순환 공정을 사용하여 공급되어진다. 현재 이 재순환

공정기술은 처리공정을 통하여 99.9%의 우라늄과 TRU를 회수하여 재순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폐기물 최소화 측면에서는 파이로 재순환공정이

습식재처리 방법에 비하여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체적이 작아 비교 우위의

결과를 보였다.

폐기물 관리 및 처분의 환경적 영향은 건설, 운전, 해체 및 처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에 걸쳐 고준위폐기물을 제외한 기타 모든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경수로 사용후연료 처리를 통한 재활용과 금속핵연료 사용 악티나이드 재순환은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TRU를 가용자원으로의 활용성 증대, 우라늄 원광 채굴량의

감소, 지층처분저장의 열부하 감소, 고방사능 독성의 악티나이드 제거로 저장 위해도

감소 및 최종처분 폐기물 용적 감소 등의 장점을 갖는다.

경수로 사용후연료를 처리하여 새로운 연료를 얻는 일련의 고속로의 도입은 TRU

처분장 건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간적으로는 처분장 요건을 감소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초기 장전되는 연료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재순환을 통하여 가용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다른 Gen

IV 노형보다도 저장처분에 대한 환경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친화성이 크다.

나. 핵확산 저항성

자체순환로(1,200MWe) 개념을 대상으로 Gen IV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핵비확산성(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PR&PP)를 평가하였다. 고유개념설계

개발단계임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시스템 내 기술적 구현성을 전제로 하고, 일부

가용자료가 불충분한 항목에 대한 평가 시에는 평가가능 수준 및 범위 내에서

해당기술의 Intrinsic feature에 의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 1-77 -

고유개념의 자체순환로와 건식 재처리(pyroprocess)를 기본으로 하는 핵연료주기시설로

구성되는 폐쇄핵연료주기의 원자력시스템을 대상으로 핵물질의 전용가능경로들을

설정하고, 이 경로들을 대상으로 설정된 위협에 대하여 모든 목표 달성가능한 전용경로를

대상으로 Gen IV 방법론에서의 지표들을 적용하여 대략적이며 정성적인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앞에서의 표 14에서 이들의 주요 평가 결과를 미래 원자력시스템에서 갖추어야할 요건

측면에서 향후 PR(Proliferation Resistance)/PP(Physical Protection)/SG(Safeguard)

관련기술개발 전망에 비추어 정리하였다. 평가 결과 최적후보개념은 미래

원자력시스템으로서의 핵확산저항성과 물리적 방호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Intrinsic feature 측면에서 보면, 최적후보개념은 전 핵연료주기 동안 고연소도의

핵연료 물질이 순수한 Pu 분리 없이 액티나이드(U, Pu, MA)와 핵분열생성물(FP)이

혼합된 저 제염 고방사능 물질 형태로 재순환되어지는 폐쇄핵연료주기 시스템을

채택하여 핵물질에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비밀전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고순도 Pu 생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증식 목적의 블랭킷이 없는

노심설계를 개발하여 핵비확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개념설계 개발단계 초기부터

고유안전성 및 피동안전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태업 등으로부터의 위협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핵연료주기시설을 통합건설 또는 동일부지내 건설함으로써 핵물질

수송의 최소화 및 필요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최적화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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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분야별 경제성 향상 후보개념 및 고유개념

KALIMER-600 후보개념 고유개념

원자로

용량(MWe) 600 600/900/1,200 1,200

전환비 1.0 0.5～0.8, 1.0 0.5～0.8, 1.0

노심출구온도 545℃ 510～550℃ 추후 결정

피복재 Mod.HT9 Mod.HT9/FMS 추후 결정

핵연료 금속 U-TRU-Zr 금속 U-TRU-Zr 금속 U-TRU-Zr

NSSS

루프수 2 2 또는 3 추후 결정

원자로 직경 11.4 m 용량대비 직경 축소 추후 결정

배관 길이 118.0 m 용량대비 직경 축소 추후 결정

노내 핵연료

교환기
2개의 회전 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증기발생기

튜브
헬리컬형 단일벽관

헬리컬형 단일벽관

/ 이중벽관
추후 결정

GDC4: 배관

양단 파단

(DEGB)

-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잔열제거 PDRC PDRC PDRC

면진설계 수평 수평 수평

BOP 터빈 형식 Rankine
Rankine /

S-CO2 Brayton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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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수(개) 비용 단위물량 (톤/개) 비용($)

2-Loop 3-Loop $/ton,m 2-Loop 3-Loop 2-Loop 3-Loop

IHX 4 6 125,698 40.2 28.2 20,187,099 21,253,018

DHX 4 3 125,698 5.9 4.1 2,966,473 1,561,554

AHX 4 3 125,698 88.7 62.3 22,298,825 23,476,248

FDHX 4 3 125,698 43.1 30.3 10,835,168 11,407,286

PDRC 배관 2 3 183.2 50.1 35.2 18,357 19,326

증기발생기(SG) 2 3 48,446 182.3 126.9 17,666,318 18,441,939

계 73,972,239 76,159,370

표 27. 2-루프 및 3-루프 개념의 기기 구성 및 산출 비용

주) 단위비용은 GE에서 제공한 자료[17]를 참조함.

표 28. Rankine cycle과 S-CO2 Cycle 비용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

비용 구성비(A)
건물체적
구성비(B) (A) / (B)

원자로 건물 21.4% 18.7% 1.15

터빈 건물 25.9% 38.4% 0.67

보조 건물 46.5% 36.0% 1.29

기타 부속 건물 6.2% 6.9% 0.90

계 100.0% 100.0%

주) 비용구성 및 건물체적은 APR1400[18] 기준, 터빈건물 체적 감소효과는 일본

JAEA[19]자료 참조, 전체 자본비중 건물관련비용은 ALMR 비용구성[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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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미국 Bechtel사의 간접비 산정방식(예)

비용 계정 분야 계산 방법 변수 설명

Construction
Services

NI
4.2 x 106(P/PL)0.33 +
0.5LN + 0.25 x
10
6
(P/PL)

0.5

MP = 발전소 용량 (MWe)
PL = 1,200 MWe, a constant
LN = NI 직접노무비 ($)
LF = BOP 직접노무비 ($)
M = 건설기간 (월)BOP

4.2 x 10
6
(P/PL)

0.66
+

0.35LF + 0.25 x
106(P/PL)M

Engineering
/Home
Office
Services

NI 17 x 10
6
+ 0.16A +

0.11B

A = NI 기자재비 - Safety-related
NSSS + NI 재료비 ($)

B = NI 직접노무비 + NI Construction
Services Cost (간접비) + NI
Field Office Cost (간접비)

C = BOP 기자재비 - (Non-safety
related NSSS & T/G) + BOP
재료비 ($)

D = BOP 직접노무비 + BOP
Construction Services Costs
(간접비) + BOP Field Office Cost
(간접비) ($)

BOP
4.4 x 10

6
+ 0.07C +

0.02D

FIeld Office
and

Services

NI
0.23LN + 8.3 x
104(P/PL)0.5 x M + 8.1
x 10

5
(LN/(LN+LF))U

P = Plant Size (MWe)
PL = 1200 MWe
LN = NI 직접노무비 ($)
LF = BOP 직접노무비 ($)
M = 건설기간 (월)
U = Power Block 개수

BOP
0.15LF + 8.3 x
10
4
(P/PL)M + 8.1 x

10
5
(LF/(LN+LF))U

Owner's
Cost

NI
A x S

A = Range 12% to 17%
S = 직접비 + 간접비 + (Sodium/Helium 비용)BOP

표 30. GIF의 건설비 부문 비용계정 구조

비용계정 비용계정 설명

1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11 Land and Land Rights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18 Other Pre-construction Costs

19 Contingency – Pre-constr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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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GIF의 건설비 부문 비용계정 구조(계속)

비용계정 비용계정 설명

2 Capitalized Direct Costs
21 Structures and Improvements
22 Reactor Equipment

23 Turbine-Generator Equipment
24 Electrical Equipment
25 Heat Rejection System
26 Miscellaneous Equipment
27 Special Materials
28 Simulator

29 Contingency–Direct Costs

DIRECT COST

3 Capitalized Support Services
31 Field Indirect Cost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33 Commissioning and Start-up Costs
34 Demonstration Test Run

TOTAL FIELD COST
35 Design Services Offsite
36 PM/CM Services Offsite

37 Design Services Onsite
38 PM/CM Services Onsite
39 Contingency – Support Services

BASE COST
4 Capitalized Operations
41 Staff Recruitment and Training
42 Staff Housing
43 Staff Salary Related Costs

44 Other Owner Capitalized Costs
49 Contingency – Operations Costs
5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51 Shipping and Transportation Costs
52 Spare Parts
53 Taxes

54 Insurance
55 Initial Fuel Core Load
58 Decommissioning Costs
59 Contingency Supplementary Costs

OVERNIGHT COST
6 Capitalized Operations
61 Escalation
62 Fees

63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69 Contingency – Financial Costs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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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GIF의 운전유지비 비용계정 구조

비용계정 비용계정 설명

7 Annualized O&M Cost

71 Operations and Maintenance Staff

72 Management Staff

73 Salary Related Costs

74 Operations Chemicals and Lubricants

75 Spare Parts

76 Utilities, Supplies, Consumables

77 Capital Plant Upgrades

78 Taxes and Insurance

79 Contingency Annualized O & M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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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GIF의 핵연료주기비의 비용계정 구조

비용계정 비용계정 설명
10X Fuel assembly supply, first core

101 1st Core Uranium supply
102 1st Core Conversion
103 1st Core Enrichment

104 1st Core Fuel assembly fabrication
105 1st Core Supply of other fissionable materials

11X Services, first core
111 Fuel management (U, Pu, Th)
112 Fuel management schedule
113 Licensing assistance

114 Preparation of computer programs
115 Quality assurance
116 Fuel assembly inspection
117 Fuel assembly intermediate storage
118 Information for the use of third party fuel

12X Fuel assembly supply for reloads

121 Uranium supply for reloads
122 Conversion for reloads
123 Enrichment for reloads
124 Fuel assembly fabrication for reloads

125 Supply of other fissionable materials for reloads

13X Services, reloads

131 Fuel management

132 Fuel management, schedule

133 Licensing assistance

134 Preparation of computer programs

135 Quality assurance

136 Fuel assembly inspection

137 Fuel assembly intermediate storage

138 Information for the use of third party fuel

140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 assemblies

141 Credits for uranium, plutonium and other materials

142 Final disposal of fuel assemblies

143 Final waste disposal

150 Heavy water supply, first charge

151 Heavy water services, first charge

160 Heavy water supply, replacement quantities

161 Heavy water services, replacement quantities

170 Financial costs of the nuclear fuel cycle

171 Financial costs of heav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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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요 기관별 용량보정계수

비용 항목
USDOE

차세대
원전
적용치

EEDB

(비율) (비율) (비율)

A. Direct Costs

Land & Land Rights 0.00 0.00 0.00

Buildings and Structures 0.50 0.60 0.59

Reactor Plant Equipment 0.60 0.80 0.55

Turbine Generator Pant Equipment 0.80 0.62 0.83

Electric Equipment & I&C Plant Equipment 0.40 0.60 0.49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0.80 0.60 1.0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0.30 0.60 0.60

Special Materials(Heavy water) 0.50 0.60 0.50

Simulator 0.50 0.60 0.50

B. Indirect Costs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20 0.60 0.60

Home Office Project Management 0.20 0.60 0.60

Plant Site Engineering, Design, Layout, and
Support Services 0.40 0.69 0.69

Plant Site Project Management 0.40 0.69 0.69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0.40 0.69 0.69

Commissioning Costs incurred by A/E and
Vendors 0.50 0.50 0.50

Staff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0.50 0.50 0.50

Construction and Worker-related Services 0.45 0.69 0.69

Owner's Costs 0.50 0.50 0.50

주1) DOE/NE-0078, Nuclear Energy Data Base (A Reference Data Base for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Cost Analysis), 1986. 12 (pp.25)

주2) DOE/NE-0091, Phase IX Update(1987) Report for the Energy Economic Data Base Program

EEDB-IX, 1988. 7(pp. 6-36)

주3) 한국수력원자력㈜,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I)-경제성 최종평가 보고서, 2002. 2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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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비용계정 22(Reactor Plant Equipment)의 비용 평가방법

220 Nuclear steam supply(NSSS)

220A.211 Reactor vessels Bottom-up

220A.212 Reactor internals Top-down

220A.213 Control Rod Drives Top-down

220A.214 Incore Monitoring Top-down

220A.221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Bottom-up

220A.222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Bottom-up

220A.223 Steam generator system Bottom-up

220A.231 Back-up heat removal system Bottom-up

220A.25 Fuel handling and storage Top-down

220A.261 Inter gas receiving & processing Top-down

220A.264 Sodium storage, relief and makeup Top-down

220A.265 Sodium purification system Top-down

220A.266 Na leak detection system Top-down

220A.268 Maintenance equipment Top-down

220A.269 Impurity monitoring Top-down

220A.27 Instrumentation and Control Top-down

220A.31 Support engineering Top-down

221 Reactor equipment Top-down

222 Main heat transport sys Bottom-up

223 Safeguards system Top-down

224 Radwaste system Top-down

225 Fuel handling Top-down

226 Other reactor plant equipment Top-down

227 Reactor instrumentation &control Top-down

228 Reactor plant miscellaneous items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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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자체순환로의 자본비 평가 결과

비용계정 비용설명 비용 (백만$)

1 (부지비)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subtotal
accts 11-19)

$12.1

11 Land and land rights $12.1

2 (직접비) Capitalized Direct Costs   (subtotal accts 21-29) $1,507.5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277.8

22 Reactor Plant Equipment $737.5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209.9

24 Electrical equipment $75.5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34.6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35.2

29 Direct Cost Contingency  $137.0

3 (간접비)
Capitalized Support Services (Subtotal accts
31-39)

$335.7

31 Design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133.8

32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98.7

33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0

34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59.4

39 Contingency on 31-38 above $43.8

4 (사업주비)
Capitalized Operations costs (Subtotal accts
41-49)

$257.9

46 Other Owners' capital investment costs $257.9

5 (보충비)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subtotal accts
51-59)

$0.0

순건설비
(1-4의 합)

Overnight cost without first fuel load (incl rx
cont.)

$2,113.2

6 Financial Costs (subtotal) $522.4

62
(건설기간중이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calculated) $522.4

총자본비 Total Capitalized Cost (TCIC) $2,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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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자체순환로의 운전유지비 추정 결과

비용계정 비용설명 비용 (백만$)

71+72
On-site Staffing Cost
(71: Non-Management   72: Management)

13.16

73 Pensions and Benefits 0.00

76, 74 Consumables 0.00

75 Repair costs including spare parts 29.64

93 Charges on working capital 32.69

84 Purchased services including refuelling crews  0.00

78 Insurance Premiums &Taxes 3.33

Regulatory Fees 0.00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on-spent fuel) 0.00

Other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9.44

79 Contingency on O&M 0.00

7 Total (백만$) 88.26

　 Annualized O&M cost (mills/kWh)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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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자체순환로의 핵연료주기비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

Reactor Type
1,200 MWe breakeven
core with metallic TRU

fuel
Reactor capacity factor (unadjusted for performance
uncertainty) 85.00% %

Fuel Material U-TRU-10Zr

Heavy metal mass of fuel assembly 0.098 MTHM

Fuel Assemblies in Full Core 624

Fuel Assemblies per Reload 156

Average time between refuelings 1.740 Years

Operational life of reactor plant 60 Years

Fuel Assembly Information:

U-235 content of DU diluent for higher
actinide-bearing fuels, e.g. MOX reloads or FR
reloads

0.20% %U-235

Pu fraction in HM for higher actinide bearing fuels
(initial cores), e.g. MOX 14.29% m/o Pu

Pu fraction in HM for higher actinide bearing fuels
(reloads), e.g. MOX 14.29% m/o Pu

Non-Pu higher actinide fraction (Am,Np,etc) for
higher actinide-bearing fuels 0.60% m/o HA

Reprocessing Data: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U 74.41% m/o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Pu 14.30% m/o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FP (fission
products) 10.73% m/o

Percentage of SF which is non-Pu minor actinides 0.56% m/o

OTHER Data:

Operational life of reactor plant for fuel cycle
analysis 60 Years

Source Depleted U Ops: Storage, Conversion,
Makeup-REPU Blend ( for fast reactor feed: FC=3
)

20 $/kgU

Unit Cost Data:

Purchase or Fabrication of mixed actinide fuels incl
MOX & FR variants (drivers+blankets) 2500 $/kgHM

Outside reactor bldg spent fuel storage (before
repository or reprocessing) 120 $/kgHM

Cost of spent fuel reprocessing (separations
component) 2500 $/kgHM

Treatment, Pkg, & Geol Disp of TRU & other
non-HLW waste from reprocessing 2500 $/kgHM

equiv



- 1-89 -

표 38. 자체순환로의 핵연료주기비 계산 결과

핵연료주기 요소별 비용 2001$M per
year

$/MWh or
mills/kwh

Front-end Fuel cycle (84 COA series) 21.89 2.43

Annual average fuel fabrication cost 21.74 2.43

Annual cost for handling/blending make-up DU for
FR fuel 0.15 0.02

Back-end Fuel Cycle incl Credits (86 COA
series) 44.53 4.98

Annual average reprocessing cost 21.74 2.43

Annual average cost of TRU, ILW and other
non-HLW reprocessing wastes 21.74 2.43

Outside reactor spent fuel storage prior to
reprocessing or repository (incl pkg) 1.04 0.12

Total Fuel Cycle Cost for Annualized Reloads
Only (Equilibrium) 66.41 7.42

Annualization of First Core Cost(FCC) Above if FCC Not Inlcuded in
Capitalized Costs

Front-end costs (ore, conversion, SWUs, fabrication
[UOX or MOX] if 1st Core Not in Capital 2.56 0.29

Back end costs 5.24 0.59

Total Annualized Fuel Cycle Cost (Front End +
Back End) including 1st Core Front End Steps &

Cont. if Applicable
74.21 8.29

TOTAL FRONT END FUEL CYCLE COSTS 24.45 2.72

TOTAL BACK END FUEL CYCLE COST 49.76 5.57

TOTAL FUEL CYCLE COST 74.21 8.29

표 39. 자체순환로의 해체비 산정결과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Cost  (D&D) 497.5 $M

Annualized D&D 0.49 $M/Year

Annualized D&D cost per kwh　 0.055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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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연소로의 자본비 평가 결과

비용계정 비용설명 비용 (백만$)

1 (부지비)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subtotal
accts 11-19)

$12.1

11 Land and land rights $12.1

2 (직접비) Capitalized Direct Costs   (subtotal accts 21-29) $1,120.1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196.4

22 Reactor Plant Equipment $596.6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120.5

24 Electrical equipment $57.2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28.1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0.2

29 Direct Cost Contingency  $101.9

3 (간접비)
Capitalized Support Services (Subtotal accts
31-39)

$263.3

31 Design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97.9

32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86.0

33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0

34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45.1

39 Contingency on 31-38 above $34.3

4 (사업주비)
Capitalized Operations costs (Subtotal accts
41-49)

$182.3

46 Other Owners' capital investment costs $182.3

5 (보충비)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subtotal accts
51-59)

$0.0

순건설비
(1-4의 합)

Overnight cost without first fuel load (incl rx
cont.)

$1,578.7

6 Financial Costs (subtotal) $364.4

62
(건설기간중이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calculated) $364.4

총자본비 Total Capitalized Cost (TCIC) $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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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소로의 운전유지비 추정 결과

비용계정 비용설명 비용 (백만$)

71+72
On-site Staffing Cost
(71: Non-Management   72: Management)

6.58

73 Pensions and Benefits 0.00

76, 74 Consumables 0.00

75 Repair costs including spare parts 14.62

93 Charges on working capital 16.34

84 Purchased services including refuelling crews  0.00

78 Insurance Premiums &Taxes 1.66

Regulatory Fees 0.00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on-spent fuel) 0.00

Other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4.72

79 Contingency on O&M 0.00

7 Total (백만$) 43.92

　 Annualized O&M cost (mills/kWh) 9.83

표 42. 연소로의 핵연료주기비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

Reactor Type 1,200 MWe breakeven core
with metallic TRU fuel

Reactor capacity factor (unadjusted for performance
uncertainty) 85.00% %

Fuel Material U-TRU-10Zr

Heavy metal mass of fuel assembly 0.052 MTHM

Fuel Assemblies in Full Core 344

Fuel Assemblies per Reload 69

Average time between refuelings 1.070 Years

Operational life of reactor plant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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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소로의 핵연료주기비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계속)

Fuel Assembly Information:

U-235 content of DU diluent for higher
actinide-bearing fuels, e.g. MOX reloads or FR
reloads

0.20% %U-235

Pu fraction in HM for higher actinide bearing fuels
(initial cores), e.g. MOX 26.62% m/o Pu

Pu fraction in HM for higher actinide bearing fuels
(reloads), e.g. MOX 26.62% m/o Pu

Non-Pu higher actinide fraction (Am,Np,etc) for
higher actinide-bearing fuels 3.38% m/o HA

Reprocessing Data: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U 61.64% m/o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Pu 21.92% m/o

Percentage of Spent Fuel which is FP (fission
products) 13.74% m/o

Percentage of SF which is non-Pu minor actinides 2.7% m/o

OTHER Data:

Operational life of reactor plant for fuel cycle
analysis 60 Years

Source Depleted U Ops: Storage, Conversion,
Makeup-REPU Blend ( for fast reactor feed:
FC=3 )

20 $/kgU

Unit Cost Data:

Purchase or Fabrication of mixed actinide fuels incl
MOX & FR variants (drivers+blankets) 2500 $/kgHM

Outside reactor bldg spent fuel storage (before
repository or reprocessing) 120 $/kgHM

Cost of spent fuel reprocessing (separations
component) 3000 $/kgHM

Treatment, Pkg, & Geol Disp of TRU & other
non-HLW waste from reprocessing 3000 $/kgHM

eq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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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소로의 핵연료주기비 계산 결과

핵연료주기 요소별 비용 2001$M per
year

$/MWh or
mills/kwh

Front-end Fuel cycle (84 COA series) 8.42 1.87

Annual average fuel fabrication cost 8.37 1.87

Annual cost for handling/blending make-up DU for
FR fuel 0.05 0.01

Back-end Fuel Cycle incl Credits (86 COA series) 20.49 4.59

Annual average reprocessing cost 10.05 2.25

Annual average cost of TRU, ILW and other
non-HLW reprocessing wastes 10.05 2.25

Outside reactor spent fuel storage prior to
reprocessing or repository (incl pkg) 0.40 0.09

Total Fuel Cycle Cost for Annualized Reloads
Only (Equilibrium) 28.92 6.46

Annualization of First Core Cost(FCC) Above if FCC Not Included in
Capitalized Costs

Front-end costs (ore, conversion, SWUs, fabrication
[UOX or MOX] if 1st Core Not in Capital 0.75 0.17

Back end costs 1.82 0.41

Total Annualized Fuel Cycle Cost (Front End +
Back End) including 1st Core Front End Steps &

Cont. if Applicable
31.49 7.04

TOTAL FRONT END FUEL CYCLE COSTS 9.17 2.04

TOTAL BACK END FUEL CYCLE COST 22.32 5.00

TOTAL FUEL CYCLE COST 31.49 7.04

표 44. 연소로의 해체비 산정결과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Cost  (D&D) 369.9 $M

Annualized D&D 0.37 $M/Year

Annualized D&D cost per kwh　 0.082 mill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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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자체순환로와 연소로 발전원가 비교

자체순환로-1200MWe 연소로-600MWe

백만$/년 mills/kWh 백만$/년 mills/kWh

자본비 200.3 22.42 147.7 33.05

운전유지비 88.3 9.88 43.9 9.83

핵연료주기비 74.2 8.29 31.5 7.04

해체철거비 0.5 0.06 0.5 0.08

계 363.3 40.64 223.6 50.00

표 46. 자체순환로와 JSFR의 발전원가 비교

JSFR

(할인율 2%,

이용률 95%)

JSFR

(할인율 7.5%,

이용률 85%)

자체순환로

(할인율 7.5%,

이용률 85%)

총자본비 7.10 25.68 22.42

운전유지비 8.08 9.04 9.88

핵연료주기비 8.05 9.00 8.29

해체철거비 0.47 0.06 0.05

계 23.71 43.78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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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자력

1,000MWe

원자력

1,400MWe

석탄화력

500MWe

석탄화력

800MWe

LNG

복합화력

500MWe

LNG

복합화력

700MWe

총건설비 천원/kWe 2,122 1,790 1,145 1,058 741 730

운전유지비
천원/ kW-
월 6.65 5.75 3.36 2.72 3.16 2.72

연료비 원/Gcal 1,285 1,285 10,008 10,008 46,935 46,935

소내전력률 % 4.6 4.1 4.3 4.1 1.1 1.1

열소비율 kcal/kWh 2,315 2,357 2,061 2,108 1,636 1,631

이용률 % 85 85 85 85 85 85

수명기간 년 40 40 40 40 30 30

건설기간 개월 64 68 44 52 30 30

할인율 % 7.5 7.5 7.5 7.5 7.5 7.5

표 47. 국내 발전원의 주요 입력자료 및 가정

표 48. 국내 발전원의 총 발전원가(1)

(단위 : 원/kWh)

단위
원자력

1,000MWe

원자력

1,400MWe

석탄화력

500MWe

석탄화력

800MWe

LNG

복합화력

500MWe

LNG

복합화력

700MWe

투자비 23.725) 19.90 12.76 11.76 8.52 8.39

운전유지비 11.236) 9.66 5.66 4.57 5.15 4.43

연료비 3.127) 3.16 21.55 22.00 77.64 77.40

총발전원가 38.07 32.72 39.97 38.33 91.31 90.23

표 49. 국내 타 발전원의 총 발전원가(2)

(단위 : mills/kWh)

단위
원자력

1,000MWe

원자력

1,400MWe

석탄화력

500MWe

석탄화력

800MWe

LNG

복합화력

500MWe

LNG

복합화력

700MWe

투자비 25.28 21.21 13.60 12.54 9.08 8.95

운전유지비 11.97 10.30 6.03 4.87 5.49 4.72

연료비 3.32 3.37 22.97 23.45 82.75 82.50

총발전원가 40.58 34.88 42.60 40.86 97.32 96.17

주) 환율은 2007년말 매매기준환율 938.2원/$을 적용함

5) 총건설비(2,122 천원/kWe) x 연가환산계수(0.0794) x 1000 / 연간발전량(7,103 GWh_net/kWe)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연가환산계수는 [할인율 x (1+할인율)^(수명기간)/((1+할인율)^수명기간-1)]의 식

으로 구하며, 연간발전량은 [설비용량 x 8760 x 이용률 x (1-소내전력률) / 1000] 식으로 구한다.

6) 운전유지비(6.65 천원/kW-월) x 12 x 1000 / 연간발전량(7,103 GWh_net/kWe)으로 구한다.

7) 연료비(1,285 원/Gcal) x 열소비율(kcal/kWh) / 10^6 / (1-소내전력률 4.6%)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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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MER-600 후보개념 최적 후보개념

원자로

용량, MWe 600
600/900/1,200/1,500/

1,800 1,200

노심형태 단일농축도 노심 농축도분리/단일농축도 농축도분리 노심

노심 출구온도,℃ 545 510～550 545

피복재 Mod.HT9  Mod.HT9 / FMS TBD

핵연료 금속 U-TRU-Zr 금속 U-TRU-Zr 금속 U-TRU-Zr

NSSS

루프수 2 2 / 3 2

원자로 직경, m 11.4 용량대비 직경 축소 14.5

배관길이, m 118.0 용량대비 길이 단축 127～210

노내
핵연료교환기

2개의 회전 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다중 웨이브 유도관이

장착된 2개의

회전플러그

증기발생기 전열관 헬리컬형 단일벽관
헬리컬형 단일벽관 /

이중벽관
추후 결정

배관 양단파단 -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원자로용기 및

IHTS 배관에 LBB

적용

잔열제거 PDRC PDRC PDRC

면진설계 수평 수평 수평

BOP 터빈 형식 Rankine Rankine/S-CO2
Brayton Rankine

표 50. 자체순환로 최적 후보개념

노심특성인자 농축도분할 노심 단일농축도 노심 설계기준

TRU 농축도(주기초), wt%

- 내부/중앙/외부노심

전환비

Pu-fissile장전량, ton/GWe

소듐냉각재 기화반응도가, $

연소반응도, $

주기길이, EFPM

평균방출연소도, MWD/kgHM

첨두고속중성자플루언스, n/cm2

총제어봉가, $

최대선출력밀도, W/cm

유효지발중성자분율, pcm

13.2/14.1/16.7

0.993

5.32

7.39

0.69

18

95.5

4.82x1023

32.10

309

352

14.65/14.65/14.65

1.001

5.66

7.43

0.97

18

88.8

4.49x1023

33.92

298

347

-

～1.0

≤ 6.0

≤ 7.5

≤ 1.0

≥ 18

≥ 80.0

≤5.0x1023

≥ 16.0

≤ 350

-

표 51. 노심 특성인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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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벽관 증기발생기 이중벽관 증기발생기

U형, hocky-stick형 헬리컬형 직관형 헬리컬형

소듐․

물반응

가능성

-증발기, 과열기

또는재가열기로

구성

-

전열관/튜브시트

에 용접부위

많아 소듐․물

반응에 취약

-휨 부위

비파괴검사 난이

-Once-through

사이클로U자형

보다용접부위

적음

-소듐․물반응에

취약

-비파괴검사 난이

-소듐/물 사이에

두겹 경계막

형성으로 소듐․물

반응 확률 감소

-운전 정지 시

비파괴 검사로

소듐․물 반응

가능성 감소

-구조 문제로

on-line 검사 난이

-On-line 전열관

파손검사

불가능시,

직관형보다

소듐․물 반응

확률 높음

-On-line 전열관

파손검사 가능

시, 소듐․물

반응 가능성

설계기준

사고보다 낮음

제작성

-경수로에서 많은

제작기술 및

경험보유

-제작 단순

-고속로에서

제작경험 많음

-헬리칼 코일

지지 어려움

-이중벽관 제작

어려움, 기술과

경험은 보유

-셀 측 벨로우즈

설치 난이, 경험

없음

-On-line 전열관

파손검사 방법

비 실용화

-헬리컬 이중벽관

제작경험 미흡

경제성

-높음

-소듐․물 반응

사고 시 대처

설비 고려 필요

-가장 높음

-소듐․물 반응

사고 시 대처

설비 고려 필요

-단일벽관보다

1.3-1.5배 제작비

예상

-헬리컬 단일벽관

보다 1.5-2.0배의

제작비 예상

-SWRPRS 계통

삭제 가능

효율성

-낮음

-대용량 가능

-높음

(Once-through

steam cycle)

-열출력 800MW

이하에서 가능

-Gap으로 인해

열효율 저하

-대용량 가능

-Gap으로 인해

열효율 저하

-비파괴검사

불필요

-소용량 가능

실현

가능성

-운전경험 다수

-소듐․물 반응에

취약

-운전경험 다수

-소듐․물 반응에

취약

-열팽창 흡수

가능성 검증 시

실용화

-On-line 검사

방법 개발 및

헬리컬 코일

성능검증 시

실용화

표 52. 증기발생기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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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
기술목표 목표 기준 척도 단위 자체순환로

(1200MWe)

지속성

자원이용 핵연료 이용 연료자원 이용
MTU feed/
GWeYr 0.94

폐기물
최소화 및
관리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질량 MT/GWeYr ～5.3

폐기물 부피 m3/GWeYr ～1.2

열부하 kW/GWeYr < 0.1*

방사성 독성 MSv/GWeYr < 10

폐기물 관리 및
처분의 환경영향 환경영향

U 채굴량
감소

표 53. 자체순환로의 지속성 평가

*) Values from Gen IV system evaluation score sheet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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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비용
절감

기기 배치
루프 갯수

자본비
절감

+

+

원자로
크기

+

(-)

+

시스템
단순화

검사일
단축

보수기간
단축

+

발전소
경제성(-)

+
+

(+)
+

+

-

(+)

건물
크기

-

기기
물량

+

-

(-)

+

그림 12. 루프수의 비용증감 인과 관계

-

O&M 비용
절감

증기발생기
튜브 유형

개발

자본비
절감

-

+

제작성

(-)

+

물-소듐
반응

가능성

???

운전성
+

발전소
경제성

(-)

+
+

(-)
+

-

(-)

제작
비용

열효율

+

(+)

+

-

++
-

(+)

그림 13. 증기발생기 튜브의 비용증감 인과 관계

O&M 비용
절감

터빈
사이클
개선

자본비
절감

+

+

건물
배치

합리화

+

(+)

+

시스템
단순화

검사일
단축

보수기간
단축

+

발전소
경제성(-)

+
+

+

건물 체적
감소

발전소
효율
향상

+

(+)

+

핵연료
주기 비용

절감

+

+

+

+

물량
감소

+

그림 14. 터빈형식의 비용증감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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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4-ECONS의 3가지 모델

Direct 
Accts 2X

Capitalized Pre-
Construction Accts 1X

Indirect 
Accts 3X

Rolled-up 
Contingency from 

Accts 1X-5X

Overnight Cost

Base Cost

Other Capitalized costs 
Accts 4X & 5X   

not including initial core 
(55) or D&D (58)

Leadtime

Cost of $

Capitalized 
Financial 

Costs    Accts 
62-63

Confidence

Variance

Contingency 
on Financial 

Costs 
reflecting 

construction 
Schedule 

uncertainty 
Acct. 69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TCIC)

TCIC per MWhFixed Charge 
Rate

Size
Capacity 
Factor

Econ Life
Cost of $

Levelized 
Unit 

Electricity 
Cost 

(LUEC)

Annualized 
Financial 

Costs during 
Operation 
Acct 9X

Annualized 
O&M Cost 
per MWh 
Acct 7X

Annualized 
Decon & 
Decomm 

Derived from 
Acct 58

Production 
Cost Model

Construction/Production Cost 
Models

Fuel Cost per MWh 
built from Acct 8X

Initial Core Acct 55

Fuel Cycle 
Cost Model

Uncertainty Factor on 
Performance (Cap. 
Factor Multiplier)

Labor 
Labor Rates
Equip. Cost
Materials

그림 16. 건설비 및 생산비 평가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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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end U Mining & Milling 

Conversion

Enrichment

Fuel Fabrication

Reactor

Spent Fuel Storage Reprocessing

Spent Fuel and/or 
HLW Disposal

LLW/ILLW Disposal
Back end

그림 17. 핵연료주기비 평가모델 구조

그림 18. G4-ECONS 모형의 개선 틀



- 1-102 -

그림 19. 국내 액체금속로와 타 발전원과의 경제성 비교

그림 20. 한국의 액체금속로와 주요국의 원자력발전원과의 발전원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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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 액체금속로와 주요국 석탄화력 발전원과의 발전원가 비교

그림 22. 한국 액체금속로와 주요국 LNG 발전원과의 발전원가 비교



- 1-104 -

피복재 합금
1차 후보군

Barrier
1차 후보군

S/G 
전열관

연소로

자체
순환로

경제성

안전성

고온 기계적

강도

노심

계통

핵연료
선택

적용여부
결정

2007 2008 2009

농축도 분리

단일 농축도

용량 선택

단일 농축도

600MWe
경제성

연소성능

경제성

안전성

농축도 분리

단일 농축도

용량 선택

농축도 분리

1,200MWe
경제성

안전성

제4세대
고유노심개념

단일 농축도
600MWe 연소로

농축도 분리
1,200MWe 자체순환로

피복재 합금
최종후보

고유 Barrier
후보군

인장/크리프 특성

2차 후보군

고온크리프, 

인장/충격특성

연료심/Barrier

상호반응 평가

Barrier 성능시험

2차 후보군

피복관 제조

핵연료 설계
공융방지

실용성

소듐 물반응 방지

실현가능성,
제작성, 경제성

경제성

효율성

단일벽

이중벽
직관형

헬리컬형
이중벽

계통/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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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출력에 따른 단위 출력당 TRU 장전량 및

소듐기화반응도 변화

그림 23. 고유개념 개발을 위한 설계사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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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후보합금 크리프 특성

그림 26. Cr 전해도금 피복재에 대한 상호반응시험 단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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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기배치 단면도 (b) 기기 및 구조물 배치개념도

그림 27. 2-루프 시스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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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나리오 연구

1. 국내외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시나리오 연구 현황

가. 국외연구 현황

최근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시나리오 연구 주요내용은

자국의 원전 및 핵연료주기 개발계획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세대(제3 또는 3+

세대)의 원자로 시스템과 핵연료주기를 포함하여 상용화 예정인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과 핵연료주기 기술로의 최적 전환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25].

국제공동 (IAEA INPRO, OECD/NEA 등) 또는 국가별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 및 가스냉각 고속로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시스템과 핵연료주기

기술을 대상으로 우라늄 소요량,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량, Pu과 MA량, 재처리

소요량 등의 핵연료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 매우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시나리오 연구에서도

상업적 규모의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경제성 비교·분석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라늄 소요량 등으로 대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OECD/NEA의 NSC 산하 WPFC(Working Party on Scientific Issues of the Fuel

Cycle)에서는 전환주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2003년에 FCTS(Fuel Cycle for Transition

Scenario Studies)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여 현재 제2단계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제1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열린 또는 일부 닫힌 헥연료주기에서 궁극적으로 닫힌

평형 또는 연소 상태로의 전환을 대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 및

기술을 평가하고, 일부 제안된 국가별 전환시나리오 평가를 통하여 지역별

접근방법과 이용가능한 예상 적용결과를 도출하였다[2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은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국가별 가능한 전환시나리오의 예로서 아래와 같은

도입시나리오가 우리나라의 경우로서 제시되었다.

제2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 연구활동 결론에 따라 사용가능한 시나리오 코드를

사용하여 몇 개의 특정 전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계산검증(benchmark)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검증연구에서는 전환주기 및 평형주기에서 핵연료 재순환에 따른 마이너

액티나이드(MA)의 성분 변화 계산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전세계적(global)

접근방법에 따른 검증 상세모델은 1) PWR 사용후연료 직접처분, 2) PWR 핵연료에 Pu

사용(MOX), 3) PWR 핵연료에 Pu 사용(MOX) 후 Gen IV 고속로에서 TRU(Pu과 MA)

재순환(MA함유 MOX)의 3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7]. 우리나라는 이

계산검증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검증계산 결과에 대한 비교가

수행되었으며, 이 결과는 제2단계 연구활동의 주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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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연구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KALIMER 기술개발과제에서는 원자로로는 개념설계

개발 중인 KALIMER-600 (600 MWe) 연소로를, 관련 핵연료주기는 국내 경수로

(PWR 및 CANDU)와 KALIMER를 연계하여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건식재처리

(pyroprocess)하여 재활용하는 폐쇄핵연료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SFR 도입에

따른 국내 사용후연료과 마이너 액티나이드 (MA)양의 감소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시

나리오 연구에서는 PWR을 2030년부터 KALIMER 연소로로 점진적으로 또한 전적으

로 대체하는 경우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저장처분하는

(once-through)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KALIMER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28].

이 시나리오 연구는 국내개발 SFR개념 중에서 단지 연소로 개념만을 대상으로

사용후 핵연료량 및 MA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국내

SFR 기술개발과제에서 주 개념으로 개발하여온 증식로를 포함하고, 국내 SFR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계획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 혼합노형 도입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국내 경수로 주도의 원전시스템 환경

하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는 경수로 사용후연료 관리문제를 소듐냉각 고속로를

도입함으로써 사용후연료 재활용․재순환을 통한 사용후연료량 감축을 목표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장기 원전수급계획 전망의 불확실성,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개발전략의 부재, 원전실적 자료(특히 핵연료주기시설 분야)의 부족,

국내 인프라 관련 자료(원자력 분율의 상한치, 인허가제도, 건설공기, 원전가용부지

등)의 미비 등으로 시나리오 계산 입력 자료의 확보가 취약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연구결과 생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비록 핵연료 물질

총량 수지 측면에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한 분석이나,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 최적혼합노형 도입전략방식 및 장기적인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전 mix율을

결과로 제안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입력 자료의 미비 및 적정 모델링 기능 미비로 인해 상용 시나리오 분석코드

DANESS 사용은 극히 제한적인 분석만이 수행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입력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가공 등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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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시나리오 연구 비교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전환시나리오 연구는 단일 기능(핵변환 또는

증식)의 고속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과제에서 수행한 시나리오 연구는

서로 다른 기능(핵변환 및 ～1.0의 저증식)의 고속로를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속핵연료/파이로 건식처리(pyroprocessing)를 사용한 핵연료주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드문 주요 연구사례이다.

2.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 도입효과 분석

꾸준한 원자력 발전량 증가와 원전 이용률 향상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7백여톤의 사용후연료가 발생하며, 이미 누적되어 있는 사용후연료만도 만여톤에

달하여 사용후연료의 소내 저장용량을 증대하여도 2016년경에는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시스템 도입 전략을 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DANESS 코드[29,30]를

사용하여 소듐냉각 고속로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는 연소로와 자체순환로의

도입효과를 용량 및 도입시기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DANESS 코드(버전 3.4)에 경수로 사용후연료 누적량 계산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향후 이 두 가지 노형의 혼합도입 시나리오 분석을 위하여 모델링을 보완하였다.

연소로 후보개념연구에서 설정된 용량이 서로 다른 3 개의 연소로 개념(600,

1,200, 1,800 MWe)을 대상으로 도입에 따른 용량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전환비(0.61)를 가지는 연소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용량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정도의 처분대상 경수로(PWR) 사용후연료량

감소와 경수로용 우라늄 소요량 감소에 따른 우라늄 자원 이용률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소용량의 연소로가 상대적으로 보다 적기 도입이 용이하다.

연소로와 자체순환로의 도입시기에 따른 효과도 비교․분석한 결과는 그림 30에

보여준다. 이들의 조기도입에 따라 연소로는 사용후연료량 감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반면에 자체순환로는 우라늄 자원 이용률 향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조기도입에 따른 도입기수 증가는 자체순환로가 상대적으로 크다.

3. 국내 최적 노형혼합 도입시나리오 연구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을 통하여 경수로(PWR)-소듐냉각 고속로(SFR)연계

순환핵연료주기를 수립하기 위하여, 경수로를 포함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는 연소로와 자체순환로를 혼합 도입하는 원자로 Mix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본 시나리오 연구를 통하여 기존 경수로 위주의 원자력발전 시스템에의

소듐냉각 고속로 연소로와 자체순환로의 최적 도입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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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비용량 측면에서의 최적 Mix율을 추정하였다. 본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 기대효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 처분대상 경수로 사용후연료량 감축

s2100년까지 경수로 사용후연료량 최소화

-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의 독성 감소

s고속로에서 장수명 핵종인 마이너 액티나이드(MA)를 연소함으로써 방사성 독성 감소

기존 경수로(1000MWe)를 포함한 모든 원전 설계수명은 60년으로 가정하였다.

소듐냉각 고속로(600MWe)로서는 증식로(BR; Breeder)(증식비 1.22), 자체순환로(BK;

Breakeven로)(증식비 1.0) 및 연소로(BN; Burner) (전환비 0.61)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중 2개 노형의 관련 데이터는 기존의 개념설계 결과[31,32]를

사용하였다.

모든 사용후연료는 Pyroprocessing으로 처리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연료로

공급하며, 사용후연료 내의 TRU(플루토늄 및 마이너 액티나이드)는 소듐냉각

고속로에서의 재순환을 통하여 연소한다. 특히, 최적 도입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2100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소듐냉각 고속로 연료 공급을 위하여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적정량이 확보되도록 고려하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년 8월 공표)[33]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9년 12월

공표)[15]를 반영하여 국내 장기에너지 및 원자력 수요 예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개의 원자력발전 시나리오(안)(기준안, 상한, 하한)을 수립하였다.

원자력발전량 시나리오 기준안에 대하여 경수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3개 노형

(증식로, 자체순환로, 연소로)을 대상으로 노형들을 단독/혼합하여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 5개의 도입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원자력이 주 전력원으로서 그 기능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서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과 원자력 점유율에 따라 3가지의 경우(기준안, 하한,

상한)로 원자력발전량을 예측하였다. 기준안은 2030년까지는 국가기본에너지계획을

기본으로 2022년까지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타난 원자력발전량을,

2030～2050년까지는 2012～2022년까지의 연평균전력수요 증가율 1.0%로, 그리고 2051년

이후에는 증가량이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2031년 이후에는 2030년 점유율 59%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반면, 상한, 하한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의 연평균 증가율 1.0%를 각각 20%씩 증감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준안인 경우 2100년에 약 550TWh로서 이용률을 85%라 가정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약 74GWe에 해당한다.

증식로(BR) 및 자체순환로(BK) 만을 계속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수로

사용후연료 누적량(MA도 동일)이 증가하며, 이러한 사용후연료량(MA량)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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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최종처분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으로 처분대상 경수로 사용후연료량을

적정하게 최소화시켜 사용후연료 관리부담을 크게 경감한다. 또한 고준위폐기물인

마이너 액티나이드양도 사용후연료의 경우와 비슷한 감소효과를 보여 최종처분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 감소로 폐기물 처분에 따른 환경을 영향을 최소화한다.

소듐냉각 고속로 자체순환로(Breakeven로)에 비하여 연소로의 사용후연료 및

마이너 액티나이드 누적량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사용후연료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순환로와 연소로를 혼합도입 시 연소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그림 33 참조). 이러한 경우 연소로 도입율은 경수로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가용량에 의해 제한된다.

비교․분석한 결과, 경수로 사용후연료량 감소를 위해 우선 도입 초기에

연소로를 도입한 후에 자체순환로를 도입하는 방식이 최적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그림 33 참조). 선정된 최적시나리오 도입방식을 나머지 원자력발전량

시나리오인 상한 및 하한 시나리오에 대하여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기

도입목적을 모두 만족하였다.

최적 도입시나리오에서는 2028년 연소로 실증로 1기 도입 후에 2040년부터 연소로

상용로 도입, 2068년부터 자체순환로를 도입함으로써 경수로 사용후연료 누적량이

감소하여 2100년에는 약 천 6백톤으로 감소한다(그림 31 참조).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으로 우라늄 자원 소요량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우라늄 자원의 절감량은 기존

경수로 발전계획량에 크게 의존한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적

도입시나리오의 경우 2100년까지의 천연우라늄 누적소요량은 65만톤으로 17만톤을

절감하며, 이러한 천연우라늄 소요량은 세계추정 가용량 1,480만톤[5]의 4.4%로

세계우라늄시장에서 충분히 확보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100년까지의 사용후연료

감축량은 9만 6천톤(98% 상당)이며, 2100년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력발전설비용량

비중(Mix율)은 39.0%이다(그림 33 참조).

향후 원자력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원자력발전량 시나리오 상한 및

기준안에 해당), 소듐냉각 고속로를 2040년부터 선 연소로, 후 자체순환로의 방식으로

도입하여 2100년경 적정 Mix율 35～40%로 기존 경수로 원자력발전시스템과 연계하는

순환핵연료주기를 수립하면 전력생산과 함께 사용후연료 저장․처분문제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천연우라늄 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는 상기한 원자력발전량 기준시나리오에서 기존 경수로 원전을 20년

수명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 국내원전노형 구성(Mix)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100년경 소듐냉각 고속로의 적정 Mix율은 35～40%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2030년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 도입에 이어서 2040년경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로를 도입하는 경우, 경수로 사용후연료량 감소를 위해 도입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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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로를 도입한 후에 자체순환로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00년경

소듐냉각 고속로의 적정 원자력발전량 분율은 35～40%로 추정되며, 2100년까지

경수로가 주력 원자력발전노형으로서 소듐냉각 고속로는 보조노형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효율적 관리․처분,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소듐냉각 고속로 혼합

원자력발전시스템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능(연소로 또는

자체순환로) 및 Mix율에 따른 효과(예, 총 발전비용 절감효과)는 작으며, 향후

도입노형인 차세대 경수로 및 소듐냉각 고속로 자체의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성

향상이 관건이 된다.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는 전 핵연료주기 동안에 사용후연료

내의 우라늄, 플루토늄, MA 및 핵분열생성물이 혼합된 고방사능 물질로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어 보다 향상된 원자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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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lacement staggered over a 30-year period (2020 - 2050)

Rate of construction : 2,000 MW/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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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 : 증식로 (고 증식비) 대상 (b) 일본 : 증식로 (고 증식비 및

저 증식비) 대상

(c) 프랑스 : 증식로 (저 증식비) 대상 (d) 미국 : 연소로 (저 전환비) 대상

그림 28. 해외 고속로 도입시나리오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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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수로 사용후연료 누적량

(b) 경수로용 우라늄 누적소요량

그림 29. 연소로 용량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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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소로 도입

(b) 자체순환로 도입

그림 30. 경수로 사용후연료 누적량 측면에서의 조기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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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경수로 사용후연료량

그림 32. 경수로용 우라늄 누적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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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원자로 Mix 시나리오 (기준안)

그림 34. 노형도입시나리오(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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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술 및 품질관리

1.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종합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과 관련한 주요국의 기술 및 정책동향과 국내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또는 신규 수집자료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 중인 대표적 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의 동향 등을 최신 보고서, 국제회의, IAEA news letter 등을

통해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국내 주요 상황 모니터링을 포함한

동향보고서[34-39]를 발간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판을 발간하였다(그림 35 참조).

최근의 주요 외국동향으로서는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선도국가인 미국․일본․프랑스

간 고속로 건설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국의 3단계 고속로 개발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구환경 보전 측면에서 일본 JAEA가 발간한 "2100년 원자력 비전"이

있으며, 미국 DOE 원자력자문위원회(Nuclear Energy Advisory Committee)가 차기

오바마 정부를 위해 작성한 "원자력기술: 21세기를 위한 정책과 기술"이라는

권고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까지 10～11기의

추가 원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측면에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국내 처음으로 고속로 건설계획이 공식화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이미 고속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프랑스․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무대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품질관리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개발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능력을 축적․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서 활용되는 품질보증 개념을

연구개발에 맞도록 응용하여 적용코자 하였다. 품질관리 적용 목적은 원자력

안전기준의 충족, 연구자간의 협력에 의한 유용한 연구개발 수행, 이중의 중복된

연구업무 최소화,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을 위한 인허가 확보에 있다.

연구개발 품질보증을 위해서 GIF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보증 가이드라인(Gen

Ⅳ QMS Guidelines)[40]상의 요건을 반영하여 먼저 20개 요건으로 구성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수립하였다. 특히 현재 참여하고 있는 Gen Ⅳ 국제공동연구에서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용한 품질보증 요건 및 결과제시를 요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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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상위 개념의 품질보증 계획서를 영문으로(GIF Q&D Project Quality

Assurance Manual) 발간하였다[41].

이와 함께 실제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용할 목적으로 보다 상세한 품질보증

절차서 개념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품질보증」을 위한 연구개발 절차서[42]를

발간하였다. 동 절차서는 총 20개의 품질보증 요건 중에서 현재의 연구개발 업무와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13개 요건을 선정하여 22개 항목에 대한 상세절차를

수립하였다(그림 36 참조).

연구개발 절차서에서는 연구기록의 유지․관리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품질보증에서 적용하는 출력물 대상의 문서관리체계에서 전산화 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구축된 기술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약 1,300여개 달하는

연구업무별로 결과물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한 경우에 문서를 작성․생산하고,

제3자에 의한 검토 및 검토이력 등이 모두 전산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개념이다.

한편 3차년도(2009년)부터는 고유개념으로 개발한 완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PDRC)에

대한 실험장치 개발 등이 추진될 계획임을 감안하여 실험시스템(장치 구축 및

실험과정)을 대상으로 실험시설 구축 사업관리 절차서를 수립 적용함으로써, 실험계획,

실험절차 및 실험결과의 품질확보와 실험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절차를 구축하였다[43,44].

다음 단계부터는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표준설계 인허가 획득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부분별 특정기술주세보고서(TR: topical report)를 생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TR 승인 획득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와 같이 대형 시스템 과제 성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S-RIMS)을 구축하였다. 기존에도 웹 상에서 문서

및 결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http://kalimer.kaeri.re.kr/)을 운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기능의 구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즉, 기존 시스템에서는

웹을 통한 일정 모니터링과 연계업무 관리, 생산된 문서의 이력관리, 성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고 무엇보다도 참여자 간 네트워크 작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를 지식기반

시스템 개념으로 구축하였으며,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에 대한

공정관리 및 성과물 DB, 품질활동을 위한 문서관리가 일체화되도록 구현된 하나의

통합시스템 개념(S-RIMS)으로 발전시켰다(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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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M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기능, 웹을 통한 작업 기능,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저장․관리하는 3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8 참조).

입력기능에서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구성 및 최하위 연구항목에 대한

일정계획이 수록되고, 수행 연구원 등록 및 업무 배정, 연구진행에 따른 프로젝트

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MS Project Professional을 도구로 이용한다[45].

WBS는 Gen IV 기술목표를 반영한 약 1,500개의 Level 6 WBS 항목(연구항목

및 일정)으로 구축하고, 이들 WBS항목 간 상호연계(Logic Network)를 작성하였다.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을 통한 연구정보 확인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그리고 웹에서 직접 문서 생산․등록․검토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웹

작업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제반 생산되는 문서 및 결과물 들을 저장․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생산 자료의 최적 활용을 위한 검색 등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강화하였다(그림 39 참조).

연구항목에 따라 생산된 성과물 등은 문서분류체계에 따라 등록이 되고 등록된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원하는 성과물을 필요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그림 40 참조). 2009년도 말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여 건이 등록되어

있다. 성과물 및 문서는 연구항목별로 생산하고 품질관리 관점에서 생산문서의 검토 및

승인과 함께 생산된 문서의 검토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운영하였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성과물 중 세부과제 간 연계가 있는 경우에 상호

검토결과를 반영한 내용은 물론 최종 결과만이 아닌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품질보증과 연계된다.

또한 연구원 개인별 할당 업무 및 진행현황을 아웃룩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월간 및 주간 과제 일정 또한 실시간으로 아웃룩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자동 공지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46].

과제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S-RIMS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다. 현재 구축․운용하는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S-RIMS)의 이제

시작단계로서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요 기능의 사용자 편의성 등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S-RIMS를 운영하면서 DB 구조를 보다 체계화하고,

품질보증이 적용된 결과물 및 문서생산․관리기능, 그리고 WBS 구성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의 운용 결과로서 다양한 양식의 보고서 생산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 1-121 -

  

그림 35. 발간된 동향보고서 표지

그림 36. 품질보증을 위한 연구개발 절차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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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R-RIMS의 기본구성

네트워크 작업일정정보 제공 네트워크 작업일정정보 제공 네트워크 작업일정정보 제공

공정관리

1,200 WBS Activities (Level 4)

공정관리

1,200 WBS Activities (Level 4)

공정관리

1,200 WBS Activities (Level 4)

DB 기능DB 기능DB 기능

문서화문서화

그림 37. S-RIMS 초기화면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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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결과물 생산․검토 및 이력 확인 화면

그림 40. 결과물 등록 및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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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인허가성 검토

소듐냉각 고속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취득이 필수적이며 인허가

기술개발은 당연히 규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지만, 설계 개발자 입장에서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인허가 관점을 고려하여 설계개념을 도출하면 향후 인허가

기술 확립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KALIMER-600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인허가 검토를 위해서는 미국의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을 참고로 하였다[47]. 미국의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 검토 결과를 기초로 액체금속로 고유특성 요건으로서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을 위한 인허가 취득 관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은 경수로 일반설계기준(10CFR

50 APP. A)을 대신하여 액체금속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1975년 최초 발행 후 Clinch River 고속증식로(CRBR) 설계경험 등의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1989년에 개정되었다[5].

두 노형의 일반설계기준은 공통적으로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원자로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수로 일반설계기준이

GDC 1～GDC 64까지 55개 항목(GDC 일부항목은 공란)인데 반해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은 58개 항목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 58개

항목 중 27개 항목은 경수로 일반설계기준 항목을 그대로 적용, 24개 항목은

액체금속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반영, 그리고 나머지 7개 항목은

액체금속로 설계특성에만 해당되는 고유항목이다. 이들 항목을 대상으로 기개발한

KALIMER-600 설계특성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를 표 54에서 보여준다.

도출 검토된 액체금속로 고유특성 요건에 대한 주요 입증 필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듐냉각 고속로만이 갖는 가장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로서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 및 NaK 반응에 대비한 보호항목(액체금속로 GDC 1.4)을 들 수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발중 인 소듐냉각 고속로는 소듐누설

감지설비 및 고온 파단전누설(LBB: Leak Before Break) 개념을 통해 소듐․물

반응의 조기감지 기능을 확보하고, 다량의 소듐․물 반응 시 발생되는 압력으로부터

전열관의 보호 및 완화를 위해 소듐․물 반응 압력완화계통(SWRPRS:

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을 설치하여 1차 계통 및 노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소듐과 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개념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허가

관점에서는 소듐․물 반응 대처설비, 소듐화재 방지 및 완화 설비, 그리고 동적 및

환경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설계기준에 소듐, 소듐 에어로졸, 소듐 반응 화합물에

의한 영향 방지 및 최소화 설계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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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소듐․물 반응뿐만 아니라 소듐․콘크리트 반응에 대한 대처

설계개념이 구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중벽 전열관 개념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의 대형화 및 실증경험이 없으므로

이에 적합한 설계기준과 성능보증을 위한 제반 기준․방법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듐가열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액체금속로 GDC 1.7)이다. 이 항목은

소듐 또는 소듐 에어로졸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련 계통 및

부품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가열계통이 필요하며, 가열계통의 고장이 다른 계통

및 부품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개발된

KALIMER-600 설계개념에서는 소듐 가열계통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에서는 소듐을 취급하는 각종 배관 및 기기에 가열계통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액상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통 및

부품에 대한 안전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사고 시 노심의 붕괴열(잔열) 냉각을 원자로 냉각재에 의한

냉각에 의존하므로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의 적정보유(액체금속로 GDC 4.1)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KALIMER-600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냉각재의 압력이 대기압에 가까우므로 가동 중에 배관 등을 통해

냉각재의 누설 가능성이 경수로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설계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자로용기 파손 시에도 중간 열교환기를 통한 노심 잔열제거가

가능토록 1차계통의 냉각재 용량을 충분히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 냉각재

방출에 대비한 원자로 냉각재 경계를 보장할 수 있는 설정치 마련 및 냉각재

재고량 보충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특성 중 하나가 원자로 냉각재, 중간냉각재 및

커버가스의 순도제어(액체금속로 GDC 4.4)이다. KALIMER-600에서는 냉각재와

커버가스의 주기적 시료채취를 통한 순도감시․제어와 기준치 초과 시 순도제어

목적으로 커버가스 관리계통을 설치하는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계통은

경수로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허가를 위해서는 온라인 정화계통 설치

여부 및 이에 따른 안전요건이 충실히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냉각재 순도가

저하되는 과정 및 경로를 파악하고 냉각재 순도 설정치에 대한 물리적 배경 및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KALIMER-600 정상운전 시의 잔열제거는 경수로와는 달리 증기발생기를

사용하여 안전정지 상태까지 잔열제거를 수행하며, 비상잔열제거를 위해 독창적

개념의 완전피동형 잔열제거계통(PDRC)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액체금속로 GDC 4.7)에서는 잔열제거계통이 적절한 다중성, 독립성

및 다양성 확보라는 요구사항 충족을 보장하도록 단일고장시의 계통의 작동성에

대한 심층검토는 물론 다중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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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가 비상시의 유일한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이므로 이의 검사 및 감시방안을

확립․제시해야 한다.

또한 KALIMER-600에서는 경수로의 내진설계 개념 대신에 면진설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면진설계는 구조물이나 기기를 지반에서 분리하여 지진하중이 직접

원자력설비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면진계통을 설치하여 지진의 영향을 흡수하는

개념이다. 이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므로 인허가를 위해서는 면진계통의

성능검증과 해석모델․방법 등에 대한 기준 설정과 이에 따른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유개념에 대한 안전성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KALIMER-600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개념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설계목표 충족을 지향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하여 수립한

최소한의 안전요건인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을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개발 과정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에

부합하도록 또는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듐냉각 고속로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소듐 냉각재, 그리고 완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 등 국내 고유개념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개발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인허가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기술보고서[5]로 발간하여 향후 설계 진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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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또는 현황, 계획)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1. 일반 요건

1.1 품질표준 및 기록

․안전관련 구조물/계통/부품의 품

질표준 의거 설계/제작/시험/조립

․안전기능 수행 보증을 위한

QA 계획수립 및 이행

․PWR GDC 1 과 동일함

․법규 및 ANSI에 근거 안전등급을 분

류하고 안전등급 설비는 ASME 코드를

만족하도록 설계

․고속로 적용 기술기준(code&standards)

검토 및정립부족

․개념설계 단계이므로 각종 설계문서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등 QA 체제 미흡

․기준만족수행예정

․안전성 분석측면에서

는 기술기준 미 적용

․고속로 설계개발의 진전을 위한

기술 기준 조사․검토․평가 및

QA체제 정립 필요

1.2

자연현상에

대비한

보호에 대한

설계기준

․부지 내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부품의 자연현상(지진, 태

풍, 홍수,쓰나미, 정전 등)시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

․PWR GDC 2 와 동일함

․지진대비 안전관련 계통/부품 내진

등급 I/II로 설계요건 설정

․암반부지에 설치되는 원자로건물에

면진개념으로 SSE 수평 0.3g 적용

․지진대비설계만족

․지진이외의 기타 자연현상대비

설계요건 필요

․지진시의 PDRC 건전성 및 성능

입증 필요

1.3 화재 방호

․구조물/계통/부품들의 안전기

능에화재/폭발의 영향 제한토록

설계/배치

․화재탐지및소화계통설계/설치

․PWR GDC 3 과 동일함 ․화재시안전계통보호목적소방계통구비 ․기준만족수행예정
․화재및폭발시구조물/계통/기기에의

영향및설계적합성검토필요

1.4

소듐 및 NaK

반응에

대비한 보호

․Na 함유 구조물/계통/부품은

NA누설로 인한 화학반응의 결

과를 제한토록 설계

․안전기능 보장을 위한 화재제어

계통/Na 반응물 탐지 수단 강구

․Na/물 접촉 제한수단 강구

․HX의 Na/물 반응 검지 및

반응영향 제한토록 설계

․SFR 고유 설계기준임

․소듐누설 감지설비/LBB적용설계로 소

듐 반응 결과 제한 설계, SWR 사고 조기

감지기능 확보, SWR시 SWRPRS를 통해

일차계통/노심에의 영향 차단 설계

․중간계통배관 및 원자로용기(RV)에

LBB 적용으로 대규모 SWR 방지 설계

․기준만족수행예정
․소듐/콘크리트 반응에 대비한

설계개념 필요

1.5
환경/비산물 대비

설계기준

․구조물/계통/부품이 예상운전사

고/보수/시험 및 가상사고 환경과

공존하고 파손동적조건에 대해

보호(미사일, 배관 whipping 등)

․PWR GDC 4 수정

(PWR의 LOCA 불포함)

․LBB 적용으로 배관 동적영향 배제

및배관의대규모소듐누출방지

․가상배관파단사고 차단 설계

․대기압 수준의 저압 운전 조건

․비산물 차단 설계

․기준만족수행예정

․비산물/비행기 충돌시 PDRC 건전

성 확보 설계 필요

․SGTR시 SWR 반응에 의한 동적

하중지지 기계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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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또는 현황, 계획)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1.6
구조물, 계통 및

부품의 공유

․구조물/계통/부품은안전기능에손상

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발전

소간/원자로 간 공유해서는 안 됨

․PWR GDC 5 와 동일함 ․루프별독립적운전 SGS 구비개념 적용 ․기준만족수행예정

1.7 소듐 가열계통

․소듐을 함유한 안전관련 계통/

부품에 대한 가열계통 갖출 것

․가열계통/제어는 단일고장 가정

․SFR 고유 설계기준임 ․배관/기기에 가열계통 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D/G 없는 경우 Battery 용량 결정

조건 필요

2. 다중 핵분열생성물 방벽에 의한 보호

2.1 원자로 설계

․원자로/RCS/제어 및 보호계통

은 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

중 SAFDL(핵연료설계제한치)

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PWR GDC 10과 동일함

․SAFDL에 따른 연소도/출력 관련 인자

제한치 설정 설계

․구조물/기기는 과도 및 정상운전 상태에

서 원자로 수명동안 구조건전성 유지

․정상운전 금속연료 설계 제한치

-연료봉 최대온도(고상온도 이하), 피복

관 내면온도(공융온도 이하), 피복관

기계적 건전성 유지

․기준만족수행예정

․SAFDL 설정의 물리적 근거필요

․핵연료제조 및 장전 실수로

SAFDL 위배여부 평가 필요

․핵연료설계 제한치 설정용 실험

자료 확보 필요

2.2 원자로 고유 보호

․노심/RCS는 출력운전범위에서

즉각고유 핵적궤환효과가 반응도의

급격한증가를 보상해야 함

․PWR GDC 11과 동일함

․음의 doppler계수/핵연료팽창계수/bowing

계수에 의해 핵적 궤환효과 보장

․반응도삽입사고 시 반응도 궤환효과와

풀형 원자로 대규모 열관성으로 자동으

로 출력 제어

․소듐비등시기준불만족

가능

․PRISM 안전성검토에서 일부

EC-III 경우 소듐 비등 시 GDC 불만

족 가능성 우려가 제시되었으로 향후

설계진전시검토필요

․GDC 기준을 Na void 계수 제외

로 변경 필요. 단 소듐 비등 방지

또는 발생 시 즉각 원자로 정지조치

논리개발/및 적용 필요

2.3
원자로 출력진동

억제

․노심/RCS/제어 및 보호계통은

FDL을초과하는 조건을 가져올 수

있는 출력진동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탐지/억제를 보장하도록

설계

․PWR GDC 1과 동일함

․ tight neutronic coupling설계특성으로

spatial instability 근본적으로 발생불가.

doppler계수도 반응도주입 섭동에 안정한

반응

․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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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소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2.4
계측 및

제어(I&C)

․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

가상사고조건에 대한 운전범위

내에서안전의 보장을 위한 계통변

수 감시/유지에 필요한 I&C 설계

․PWR GDC 13과 동일함

․중성자속/제어봉 위치/압력/온도/화

학적 조성/유량/flow level/유출유량 감

시/제어 계측장치 설치 예정

․기준 만족 요건 정립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2.5
원자로냉각재(RC)

경계

․원자로냉각재경계에대한높은건

전성과 그 경계 파괴의 낮은 확률

요구

․PWR GDC 14와 동일함

(PWR은 압력경계)

․대기압 운전 풀형 원자로는 배관

누설가능성 희박하므로 기준 만족

․연성 재질 사용으로 금속파단 발생가

능성을 감소시킴

․원자로 운전 수명기간 동안 냉각재

경계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기준만족수행예정
․입증자료구체화 필요

2.6

원자로냉각재계통

(RCS)

설계

․RCS/제어/보호/보조/Na가열계

통이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

조건에서RC경계의 설계조건 확보

토록 충분한여유도 확보 설계

․PWR GDC 15 수정

(액체금속로 특성인 Na 가

열계통 추가됨)

․모든 운전조건에서 온도/압력의 제한설

계조건을 만족토록 과도현상 완화 제어/

보호계통 설계. 발생 가능한 모든 하중을

고려한설계압력에 충분한 여유도 확보

․원자로 운전 수명기간 동안 정상운전/

가상사고에 대한 냉각재경계 구조물

건전성 확보 설계

․대기압 운전에 따른 RCS 압력경계조건

상실가능성매우 희박 및 HCDA시 출력폭

주로 인한 RCS 경계상실 가능성 희박

․기준만족수행예정

2.7
원자로 격납용기

및 격납계통 설계

․격납용기/격납계통/관련계통이

제어되지 않은 방사능 방출에

대한 효과적 방벽 확보

․가상사고 시 방벽은 격납용기 설

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PWR GDC 16 수정

(격납계통 추가)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

으나, 향후 설계진전에 따라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 AE 설계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격납용기 기밀유지 설계압력/온도

설정 필요

․대응방안제시필요

2.8 전력계통

․안전관련 구조물/계통/부품의

기능유지를 위해 높은 신뢰도의

소내 및소외 전력계통을 설계

․PWR GDC 17과 동일함

(발전소 정전 시 요구사항

추가하였으나, 일반적 요

구사항과 중복가능)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

으나, 향후 설계진전에 따라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 AE 설계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향후 적용방안 수립 필요

2.9
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

․안전관련 전력계통의 배선/절

연/연결/배선반 등을 정기적 검사

/시험가능하도록 설계

․PWR GDC 18과 동일함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

으나, 향후 설계진전에 따라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 AE 설계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향후 적용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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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2.10 제어실

․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 하

에서 발전소의안전운전및 Na/NaK

반응으로 오는 조건을 포함한 가

상사고시에도 안전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실 설계 등

․PWR GDC 19 수정

(냉각재 상실사고 대신 소

듐 또는 NaK 반응 포함 등)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

으나, 향후 설계진전에 따라 설계기준

을 만족시키는 AE 설계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향후 적용방안 수립 필요

3. 보호 및 반응도 제어계통

3.1 보호계통의 기능

․예상운전 사고에서 FDL이 초과

하지 않도록 반응도제어계통을 포

함한 계통들이 자동적으로 작동

․사고상태를감지하여안전관련계통

/부품을작동시키는보호계통설계

․PWR GDC 20과 동일함

․필요시 제어봉 사용 원자로정지 가능

Rx 보호계통(RPS) 설치예정

․현재설정원자로보호계통논리/설정치는

일반설계기준 만족

․자동반응도제어/긴급정지가능/안전계통작동

․기준만족수행예정

3.2
보호계통 신뢰도

및 시험성

․보호계통은 기능적 신뢰성과 가

동 중 시험성을 가지도록 설계

․어떠한 단일고장도 보호계통 상

실을 가져와서는 안 됨

․보호계통은 다중성/독랍성 설계

․PWR GDC 21과 동일함 ․향후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요건 설정 ․기준만족수행예정

․보호계통 단일고장개념 구체화 필요,

반응도 삽입제한 논리 필요, RSS

안전계통 지정 여부 확정 필요

3.3
보호계통의

독립성

․보호계통은 자연현상/정상운전/

보수시험/가상사고의 영향에 의해

안전기능 상실 없도록 설계

․보호계통 기능상실 방지를 위한

기능적 다양성 확보

․PWR GDC 22와 동일함 ․향후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요건 설정 ․기준만족수행예정
․PDRC의 다중성개념 여부 검토/

평가 필요

3.4 보호계통 고장모드

․보호계통은 단선/에너지상실/가상적

악성 환경상태에서 고장이 발생 시

안전한 상태 유지토록 설계

․PWR GDC 23 수정

(가상적 악성환경에 Na,

NaK, NaK와반응생성물추가)

․향후 계측제어계통 요건 설정 ․기준만족수행예정

3.5
보호 및 제어계통

격리

․보호계통의 신뢰성/다중성/독립

성 충족토록 제어계통과 분리할 것
․PWR GDC 24와 동일함 ․향후 계측제어계통 요건 설정 ․기준만족수행예정

․공통고장/단일고장 대비 보호/제어

계통설계구체화필요

3.6

반응도제어

오작동시

보호계통 요건

․보호계통은 제어봉의 우발적 인

출 같은 제어계통의 단일 오작동에

도 원자로냉각재 경계의 설계조건

및FDL이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PWR GDC 25와 동일함

․FDL 불초과 운전정지설계/붕괴열제거

와 2차열제거계통 상실 대비 피동운전

정지 열 제거계통 설계예정

․현재설정원자로보호계통논리/설정치는

일반설계기준 만족

․대기압 운전시 제어봉 완전이탈 불가능

․기준만족수행예정
․RSS 안전계통 지정 여부 확정/제어

봉 운전논리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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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3.7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 및 능력

․공통원인고장(Common Mode

Failure)대비하여 반응도제어

계통의 독립성/다중성 확보

․각 mechanism은 단일능동

고장 시 각각 안전기능 수행

해야 하며, 예상 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조건하에FDL

초과방지능력 및 원자로 미임

계 유지 능력 보유

․PWR GDC 26 수정

(독립성 및 다양성 조

건 추가/ Xe Burnout

삭제)

․제어봉군을 2개 이상 구분/각 제

어봉계통 작동방식을 달리하여 독

립성 확보 예정

․제어봉군 중 하나는 단독으로

원자로 미 임계 상태를 유지토록

설계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두개의 독립적 반응도 제어계통 요건에서 서로 다른 설

계원리 이용가능으로요건완화필요

․디지털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대처설계방안필요

3.8

가상사고에

대한 반응도

제어계통 반응

․반응도제어mechanism은 단

일능동 부품의 고장을 가상한

가상 사고에도 FDL이 초과하

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

․PWR GDC 27 수정

(독립성에 대해서는 3.7

항목에 기 반영됨)

․충분한 음의 잉여반응도 보유 제

어봉계통 설계 예정

․stuck-rod 조건에도반응도여유도보유

로cold shutdown 상태유지설계예정

․다양한반응도궤환효과의한고유노심

안전특성으로DBE범주에서안전성확보

․기준만족수행예정

3.9 반응도 제한

․반응도 제어계통은 가상적

반응도 사고(우발적 제어봉

인출, 저온 Na첨가, RC 온도

/압력 변화 등)로 인한 반응

도 양과 Rate 증가 방지하도

록 설계

․PWR GDC 28 수정

(제어봉이탈/낙하사고,

증기

배관 파손사고 삭제/

우발적 제어봉 인출 및

저온 소듐 추가)

․제어봉 이탈에 따른 반응도 과다

주입 방지 설계 예정

․RSS가 제어봉 인출제한/SASS

긴급정지 기능 보유/냉각재 온도변화

에의한반응도사고 결과 크지 않음

․기준만족수행예정

․자체순환로의 경우 삽입제어봉당인출시주입반응도를

0.3$로제한

․연소로경우 0.4$이내 제한토록 안전등급 기구 필요.

기구 불인정시 overpower 여유도로 환산하여 정격출력

감소 필요

․지진효과에 의한 노심조밀도 정도 평가 필요

3.10
예상운전사건에

대비한 보호

․보호/반응도 제어계통은 예

상된 운전사고시 높은 확률로

안전기능 보장토록 설계

․ATWS시 노심냉각구조상실

방지 및 손실완화 방안 마련

․PWR GDC 29와동일함

(ATWS 과도사고 항목

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예상운전 사고의 일 부

분임)

․제어봉 구동시스템 고신뢰도 확보

/ATWS 사고시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노심고유 안전성 확보

․AOO 전체사건 스펙트럼도출 필요

․SASS/RSS 안전계통 지정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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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4. 냉각 계통

4.1

충분한

원자로냉각재

(RC) 재고량

확보

․RC 경계/관련부품, 제어/보호계

통이 단일 능동 부품고장 가정시

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조건

및 가상사고 시에도 Rx 잔열제거계

통의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적절

한 RC 재고량 유지 및 냉각재

손실을 제한토록 설계

․SFR 고유설계기준임

․대기압 운전의 풀형 원자로로 원

자로 계통 냉각재상실 가능성 낮음

․원자로용기 파손 시에도 IHX를

통한 노심잔열제거가 가능토록 일

차계통 냉각재 용량 설정

․잔열제거계통의다양성/신뢰성/독립성확보

․기준만족수행예정
․RC경계 보장 설정치 필요/냉각재 재고량 보충계통

설계 구체화 필요

4.2
원자로냉각

재 경계

품질

․원자로용기 및 RC경계부품은

실제 가능한 가장 높은 품질로

설계/제작/조립/시험 규정

․PWR GDC 30과 동일함

(PWR은 압력경계 품질)

․규정 설계코드(ASME 등)를 만

족하는RV/RC 경계부품의 설계/

제작/조립/시험

․누설 감시계통 설치

․기준만족수행예정

4.3

원자로냉각

재 경계 및

원자로

커버가스

경계의 검사

및 감시

․RC경계/Rx카버가스경계부분

부품의 구조적/누설밀봉 건전

성 평가위해중요 부분을 주기

적/검사 및 시험

․적절한 재료감시계획가능 설계

․냉각재 누설 탐지와 위치 확인

방법 마련할 것

․PWR GDC 32 수정

(원자로냉각재 경계, RX

카버가스경계, Rx냉각재 누

설탐지/위치감지추가)

․원자로헤드상단/원자로용기 주요 용

접부분 구조적 건전성/밀봉 건전성 검

사/감시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및 관련계측장비 설치/주기적 감시

계획 수립

․원자로헤드 상단 격납 공간에 누설

감시계통 설치

․커버가스 계통은 안전등급으로 분

류하여 연속감시로 누설 검사

․연속감시는격납내부RH상부에서실시

․기준만족수행예정 ․탐지장비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4.4

원자로냉각

재, 중간냉각

재 및 카버가

스 순도제어

․정해진설계한계(화학적 부식, 유

로의 불결/막힘, 방사성동위원소농

도, Na/물 반응 탐지 등)내에서

감시/유지에 필요한 계통 확보

․SFR 고유 설계기준임

․냉각재/cover gas의 주기적 시

료채취를 통한 순도감시/제어와 기

준치 초과 시 순도제어 목적 추가

계통 설치

․기준만족수행예정

․on-line 정화계통설치어려움. 안전요건 재검토 필요

․냉각재순도 저하경로 파악 필요/냉각재 순도 설정

치의 물리적 배경 필요

4.5
중간냉각재

계통

․중간냉각재는 Na과 공존하고

누설 시 1차냉각재로 누설되도

록 RCS(1차냉각재)와 중간냉각

재계통 간에 압력차이 유지

․SFR 고유 설계기준임

․일차계통/중간계통압력차유지설계

․일/이차계통 간 압력 차이로

원자로냉각재 누출 방지

․기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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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4.6

중간냉각재

경계의 검사

및 감시

․중간냉각재 경계에서 안전기능

을 가지며 LBB가 적용되는 부분은

구조 및 누설밀봉 건전성평가 위해

주기적검사/시험 가능하도록 설계

․중간냉각재 누설탐지 방법 확보

․SFR 고유 설계기준임

․배관 LBB 적용으로 균열부 건전성

평가기술 확보

․중간계통 배관/기기 누설에는 연

속감시 개념 적용/전기접촉식 배선

을 배관에 설치하여 배관누설 감지

․기준만족수행예정

4.7

원자로 잔열

제 거 계 통

(RHRS)

․RHRS의 다중성과 독립성 확보

․잔열제거 작동유체와 RC의 분리

(두 유체는 공존)

․잔열제거 유체 누설시RHRS에

서RCS로흐르도록압력차이 유지

․ATWS, 발전소 정전시 노심냉각구

조상실방지및상실완화방법확보

․PWR GDC 34 수정

(GDC 38 포함)

(PWR의 ECCS 에 대응

하는 액체금속로 고유의

계통)

․PDRC 설계특성상 다중성/독립

성을 확보하는 개념 적용 추진

․잔열제거 작동유체와일차계통 작동

유체의 분리요건 만족

․잔열제거계통 누설 시 일차계통

방사능 누출방지요건 만족

․전원상실사고 시 일반요건 만족

․기준만족
․PDRC 단일고장 심층검토 필요

․실험적으로 PDRC의 다중성 가능 여부 확인 필요

4.8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검사 및 감시

․RHRS 건전성/성능 보장위해 HX/

배관등주요부품의주기적검사

․RHRS 작동유체 누설탐지 확보

․PWR GDC 36 수정

(GDC 39 포함)

(PWR은 ECCS 검사)

․PDRC소듐루프의freezing감시방안마련

․잔열제거계통 소듐누설 연속 감

시법적용/소듐이온 감지법/스파크

점화감지법에 의한 소듐누설 감지

․기준만족수행예정 ․PDRC가유일한 RHRS이므로 감시/검사방안마련필요

4.9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의시험

․RHRS의 주기적 압력/기능

시험 가능하도록 설계

․PWR GDC 37 수정 (GDC

40 포함)(PWR은ECCS시험)

․PDRC는 ASME 코드 규정에 따라

시험가능하도록 설계됨
․기준만족

4.10
구조물 및

기기 냉각계통

․안전관련 구조물/계통/부품으

로부터 최종 열 침원으로 열을 전

달하기 위한 계통 설치할 것

․PWR GDC 44 수정
․안전등급 PDRC를 통해 요건 만족

․공기가열침원이므로기기냉각계통불필요
․기준만족

4.11

구조물 및

기기 냉각계통

검사

․HX/배관 등 중요 부품의 주

기적검사 가능하도록 설계
․PWR GDC 45 수정

․RX/배관 등 중요부품에 ASME 또

는 KEPIC 요건을 적용하여 연속감시

/주기검사에 필요한 공간 확보 설계

․기준만족수행예정 ․검사 방법/절차 구체화 필요

4.12

구조물 및

기기 냉각계통

시험

․구조물/장비냉각계통의 구조적 건

전성/누설밀봉 건전성, 능동부품/계통

의 운전성/성능, 전체적 운전성능 보

장위해주기적 압력 및 기능시험

가능하도록 설계

․PWR GDC 46 수정

(Rx정지/LOCA 불포함)

․ASME 또는 KEPIC, RG등 관련

시험요건(현장시험/운전전시험/운

전중 시험/압력시험)을 만족시키

는 상세요건 설정 예정

․기준만족수행예정

4.13 냉각재경계의

파괴방지

․냉각재경계가 정상운전조건/보수

및시험/가상사고하에서경계가비취

성으로거동/급속전파파괴확률이최소

가되도록충분한설계여유도확보

․PWR GDC 31 수정

(설계기준 누설정의

수정, 냉각재 화학의

영향 추가)

․냉각재경계 구조물에 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급속파단 발생가능성 줄임

․고온 물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으로 설계여유도 향상

․기준만족수행예정 ․LBB 적용 계통에 대한 만족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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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5. 원자로 격납용기/Confinement 계통 (AE)

- 격납건물 사이징 및 안전성관련 계측기기의 건전성을 위해 계통설계 측면에서 AE 연계요건관련 설계 수행 필요

5.1

원자로

격납용기/

격납계통

설계기준

․가상사고시 정해진 선량지침

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사능의

방출을 제한토록 설계

․단일고장 가정시 예상운전사고

를 포함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

로부터 초래되는 계산된 입력 및

온도조건을 수용하는 여유을 가

지고 안전기능을 충족토록 설계

․PWR GDC 50 수정

(냉각재상실사고를 가

상사고로 수정 등)

․격납건물 압력/온도 설계 제한치

를 위한 설계기준 사고 해석 수행

5.2
격납용기

설계기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설계누설율 초과 방지 및

가상사고를 수용토록 설계

․PWR GDC 50 수정

․격납용기 설계누설율 설정을 위한

DBE 해석; 소듐누출 사고 안전해석

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만족 확인

․격납용기 격실 DBE 해석; 전

체해석은 AE 범위이나, 에너지

소스 생산은 NSSS 역무임

․별도 기준으로의 당위성 검토 필요

5.3
격납계통

설계기준

․가상사고시 누설이 계통의

설계방출 유량을 초과하지 않

도록 대기압에 대하여 음압력

에서의 운전 보장

․사고기간에 걸쳐 방출유량, 재

순환율, 혼합 및 여과효율과 같은

고려인자들의 보수적 평가 수행

․SFR 고유 설계기준임 ․BOP 및 AE분야 ․별도 기준으로의 당위성 검토 필요

5.4

원자로

격납용기

경계의

파괴방지

․운전, 보수 및 가상사고하에

서 금속재료의 비취성 거동,

파괴전파확률의 최소화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

전 조건, 보수, 검사 및 가상사

고하에서 경계재료의 운전온도

및 다 조건, 그리고 재료 물성

치, 잔류응력과 정상 및 과도응

력, 결함의 크기 등의 결정에서

불확실성 고려를 반영한 설계

․PWR GDC 51 수정

(예상운전사고를 포함

한 정상운전을 변경/철

재료 대신 금속재료)

․BOP 및 AE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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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5.5
격납용기누설율

시험능력

․설계누설율 검증을 위한 주기적

종합누설율시험이가능토록설계
․PWR GDC 52와 동일함 ․BOP 및 AE분야

5.6

격납용기/격

납계통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대비

․주기적 검사와 적절한 감시

계획을 허용토록 설계

․격납용기는 탄성 시일 또는

팽창 벨로우즈와 같은 관통부

누설밀봉을 설계압력에서 주기

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

․격납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

하는 능력 검증을 위해 주기적

시험가능토록 설계

․PWR GDC 53와 동일함

(격납계통만추가)
․BOP 및 AE분야

5.7

격납용기

관통 배관

계통

․격납용기 안전기능 충족에 요구되는

누설탐지, 격리및격납능력마련

․격리밸브가요구되는경우운전성

의 주기적 시험 및 밸브 누설이 허

용한계치설정능력확보토록설계

․PWR GDC 54와 동일함 ․BOP 및 AE분야

5.8

격납용기

관통 원자로

냉각재 경계

또는 원자로

커버가스경계

․격납용기 격납밸브가 4가지

제시방법 중 한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PWR GDC 55 수정

(원자로커버가스경계추가)
․BOP 및 AE분야

5.9

원자로

격납용기

격리

․격납용기 외측의 격리밸브는

격납용기에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능력의 상

실시의 자동격리밸브는 안전성을

높이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

․PWR GDC 56과 동일함 ․BOP 및 AE분야 ․격납용기 격리신호 발생조건 도출 필요

5.10

격납용기

관통 폐쇄

계통

․격납용기를 관통하면서 어느

부분도 원자로 냉각재 또는 커

버가스 경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격납용기 분위기로 직

접 연결되지 않는 최소 한 개

의 격리밸브를 가져야 함

․PWR GDC 57 수정

(원자로 냉각재경계 사

용, 커버가스계통 추가)

․BOP 및 AE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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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5.11
격납용기/격

납계통

대기제어

․격납용기/격납계통으로 방출되

는 핵분열생성물, 수소, 산소, 소

듐, NaK 에어로졸 또는 가연성

생성물을 제어

․수소, 산소, 기타물질의농도를제어하

는계통을다른관련계통과함께마련

․PWR GDC 41 수정

(제어대상으로 소듐,

NaK 에어로졸, 연소생

성물 추가/소듐누설, 소

듐과 산소와의 반응, 콘

크리트와의 반응시 수소

발생 영향 추가)

․BOP 및 AE분야

5.12
격납용기/격납

계통

대기제어계통검사

․건전성 및 능력보증을 위해 필

터테, 닥트 및 배관과 같은 중요

부품을 주기적으로 검사

․PWR GDC 42와 동일함 ․BOP 및 AE분야

5.13

격납용기/격

납계통

대기제어계통

시험

․구조 및 누설밀봉의 건전성,

능동부품들의 운전성과 성능,

전체적 운전성능 등을 보증하

기 위해 주주기적인 압력 및

기능시험이 가능토록 설계

․PWR GDC 43과 동일함 ․BOP 및 AE분야

6. 연료 및 방사능 제어 (AE 계통)

6.1
연료 및

방사능 제어

․정상운전/예상사고운전 시 기

체/액체 방사성물질 방출을 적

절히 제어, 고체방사성폐기물취

급방법포함할것

․방사성 기체/액체 유출물 억류

능력 확보할 것

․PWR GDC 60과 동일함 ․BOP 및 AE분야

6.2

연료의 저장,

취급 및

방사능제어

․연료저장/취급, 방사성폐기물/

기타 방사능 함유 계통이 예상

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조건에서

충분한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

․연료취급/공유계통은 연료손상한

계치를 초과할 수 있는 연료관리

오류에 대한 가능성 최소 설계

․PWR GDC 61 수정

(두번째 요건인 연료손상

한계치 설계내용 추가)

․BOP 및 AE분야 ․SFR 특성상핵연료취급및연계계통은 NSSS 역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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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액체금속로 일반설계기준(ANSI/ANS-54.1-1989) 대비 인허가 검토결과(계속)

번호 기 준
ANSI/ANS-54.1-1989

일반설계기준(GDC) 내용

10CFR50 PWR GDC

대비 ANSI/ANS GDC

차이점

우리고유 SFR 개념설계의

설계특성

ANSI 기준

만족 여부
검토결과

6.3

연료저장 및

취급에서

임계방지

․연료저장/취급계통에서임계방지
․PWR GDC 62와 동일

함
․BOP 및 AE분야

6.4

연료 및

폐기물저장의

감시

․연료저장/방사성폐기물/관련

취급구역에서 잔열제거능력 상실

/방사성준위 초과조건 감시 및

안전조치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계통 확보

․PWR GDC 63과 동일함 ․BOP 및 AE분야

6.5
방사능

방출의 감시

․예상운전사고 포함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 시 방출가능 방사능

에 대해격납용기/Confinement

환경, 유출물 방출경로, 발전소

환경감시 방법 확보

․PWR GDC 64 수정

(LOCA 관련사항 삭제)
․BOP 및 AE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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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요약 및 결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고유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고유개념의 상위설계요건 및 설계기준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제시된 복수

후보개념에 대하여, 용량, 노심형태, 피복재 합금후보, Barrier 후보, 루프수,

증기발생기전열관 형식 등의 설계사양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단일

고유개념으로서의 최적후보개념을 도출하고 설계사양을 설정하였다. 제시된

최적후보개념은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의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적용하여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 저항성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 고유개념으로의 설정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였다.

최적후보개념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 자체순환로의 경우 용량 1,200MWe,

농축도 분리노심, 2-루프, 이중벽 증기발생기, 원자로내부 가동중 검사 장수명 센서

시스템 등의 고유개념을 설정하였다. 연소로의 경우에는 용량 600MWe인

KALIMER-600의 설계개념을 기초로 하여 단일농축도 노심장전모형을 개발하여

고유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실증로 건설에 걸쳐 필요한 모든 기술(요소기술)

대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작성을 목표로 설계기술 범위로 한정하여

기술항목을 도출하고 체계화하여 기술체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국내 장기 원자력 수요예측 변경을 반영하여 국내 처분대상 경수로

사용후연료량을 적정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 경수로,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

혼합도입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2028년 소듐냉각 고속로 실종로 도입, 2040년

연소로 상용로 도입 후 2068년경 자체순환로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로서 2100년경

소듐냉각 고속로의 적정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35～40%로 추정되며, 2100년까지

경수로가 주력 원자력 발전노형으로서 소듐냉각 고속로는 보조노형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효율적 관리처분,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세부기술간 연계와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효과적 관리․활용을 위해 DB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시스템(S-RIMS)을 구축하였다. 품질관리를

위해 최상위 개념의 품질보증계획서ž절차서를 토대로 연구과정 등을 반영한

“소듐냉각 고속로용 연구개발 절차서”를 수립ž적용하여 전산관리개념을 도입하였다.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생산되는 결과물(각종 문서 포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생산된 성과물 약 2,500 여건을 등재하여 성과물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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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고유개념 설정

- 상위 설계요건
설정 및 보완

- 기술체계도 작성
및 보완

- 고유개념 설정

- 가상현실기법을
통한 기기배치
예비평가

- 상위설계요건서
및 설계기준서
생산

- 기술체계도생산

- 고유개념
설정보고서

- 고유개념
단위기기(AHX,
DHX, FDHX 등)
형상화

35 100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자체순환로
(1,200MWe),
연소로(600MWe)에 대한
상위설계요건 설정 및
설계기준서 작성

- SAR작성에필요한계통및

설계기술확보목표로기술항목도출

- 고유개념에 대한 “고유개념
설정보고서” 발간

- PDRC/IRACS 구성

단위기기의 형상화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저항성 평가

- 참조노형 비교평가
- 후보개념 노형
비교평가

- 노형 예비평가
- 고유개념의
경제성 예비평가

- 후보설계개념
타당성 평가보고서

- 고유개념
설정보고서

- G4-ECONS
입력자료 생산모델
구축

30 100

- 최적후보개념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로부터 단일
고유개념으로의설정타당성평가

- 설정된 고유개념에 대한
“고유개념 설정보고서” 발간

- G4-ECONS사용

경제성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생산모델” 구축

◦ 시나리오 연구

- 변환로도입효과
분석

- 증식로 도입효과
분석

- 노형 혼합 도입효과
분석

- 연소및발전기능
도입시나리오도출

- 국내 최적 노형혼합
도입시나리오 도출

10 100

- 처분대상경수로 사옹후연료랑 감

축및처분대상고준위폐기물의독

성감소목표로도입시나리오도출

- 선 연소로, 후 자체순환로 도입

방식으로 2010년경 SFR Mix율

35-40%인 도입 시나리오 도출

◦ 기술 및

품질관리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종합

-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분기별 동향보고서
생산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발간

-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S-RIMS)
구축

20 100

- ‘08년부터분기별“동향보고서”생산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

개발 품질보증 계획서(QAM)

및 연구개발 절차서 발간, 적용

- 일정관리, 품질보증, 결과물의

DB기능 퉁합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 (S-RIMS)” 구축및운영

- 현재까지성과물약2,500여건DB화

◦ 인허가성 검토

- 해외인허가요건검토
- 국내 고속로 고유
인허가 요건(안)
협의 및 설정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인허가
이슈 분석보고서

5 100

- 국내 SFR 인허가 관점에서의

주요 쟁점예상사항 등을

도출․검토

총계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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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국내 고유개발 KALIMER-600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가 달성가능한 고유개념 설정 및 참조노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독자적인 노형평가 및 노형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고유개념을 토대로

실증로 개념설계 및 표준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다양한 노형에 대한 4대 기술적 분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퉁하여 평가지수 및

평가방법론을 보완함으로써 자체 노형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평가관련 설계자료

자체 생산 확보를 도모하였음.

¡ 국내 SFR 설계기술의 진전에 따라 국내 고속로 설계능력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로 미국 GEH사와 기술공급계약(PRISM Support Service Agreement)

체결(‘08. 10) 및 미국 GE-H사 PRISM과 KALIMER-600 설계개념을

비교․평가하는 과제 수주('09.3-‘09.11 수행, 5만 불)를 획득함.

¡ 실제 산업규모 적용실적이 없어서 아직 총론적 수준의 G4-ECONS 경제성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 고유개념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향후 실증로 경제성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실증로 설계사양의 구체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지속성 관점(최종처분 방사성 폐기물량 감소 및 우라늄

이용률 향상)에서 도출한 서로 다른 기능의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의

최적혼합도입 시나리오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원전개발계획과 경수로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구축된 기술 및 품질관리 통합형 시스템 (S-RIMS)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기구축된 품질보증계획(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와

연구개발 절차서)을 이행함으로써, 실증로 설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설계자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능력을 축적ž향상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재 원자로 개념개발 단계이지만 설계개발자 입장에서 향후 인허가 관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도출․검토한 결과는 향후 실증로

설계과정 뿐만 아니라 소듐냉각 고속로 인허가기술 개발에 활용가능함.



- 1-141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목표가 달성가능한 고유개념 설정 및 참조노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확보된 독자적인 노형평가 및 노형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고유개념을 토대로 실증로 개념설계 및 표준설계를 수행할 계획임.

¡ 국내 고속로 설계능력의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공동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일부 기술개발 주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고유개념과 유사한 노형개념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GEH사와 기술협력 또는 기술수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

¡ G4-ECONS 경제성 평가모델을 사용한 국내 고유개념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향후 실증로 경제성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실증로 설계사양의 구체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지속성 관점에서 도출한 서로 다른 기능의 연소로 및

자체순환로의 최적혼합도입 시나리오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원전개발계획과 경수로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국내 원자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기적절한 도입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기구축된 기술 및 품질관리 통합형 시스템 (S-RIMS)의 지속적인 개선ž운영과

품질보증계획 이행을 통하여, 실증로 설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설계자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능력을 축적ž향상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현재 원자로 개념개발 단계이지만 설계개발자 입장에서 향후 인허가 관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도출․검토한 결과는 향후 실증로

설계과정 뿐만 아니라 소듐냉각 고속로 인허가기술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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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실증로 개념설계를 착수함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공정 및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함.

¡ 국제품질보증을 적용한 개념설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음 설계단계인

표준설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 지속적인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개선ž운영을 통하여 기구축된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설계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보증하고 기술적 능력을 축적ž향상시켜나가야 함.

¡ 지속적으로 국내 원자력 환경에 근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모델을 구축하여 국내개발 실증로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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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대용량 노심설계가 가능하도록 메모리 한계를 극복한 중성자속 계산코드를 개발하였고,

등각사상을 이용한 Simplified P3 방법론을 개발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노심설계, 고속로,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 초우라늄원소, 마이너

액티나이드, 전환비, 핵변환, 반응도계수

영 어

Core design, Fast reactor, Sodium-cooled fast reactor, Metal fuel

Transuranic element, Minor actinide, Conversion ratio,

Transmutation, Reactivity coefficient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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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노심 핵심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당해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핵심기반기술 개발이며 이는 고

유개념 설정과 국내 기반기술 개발로 나누어진다.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처분량 감소를 위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상용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안전성이 향상된 고유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

발 및 이에 필요한 고유 전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노심의 설계 제원과 출력 용량에 따라 다양한 노심 특성을 갖도록 설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설계 개념이 보고되어 왔다. 상용화를 위한 주요 관건인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 여건을 고려한 각 설계 개념의 영향을 평가하고 최적 노심 설계 제원

과 출력 용량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굼속연료 장전 TRU 연소로 설계는 자체순환로와 달리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또한, 핵연료의 조성 차이에 의해 핵특성이 자체순환로와

다르기 때문에 전환비 및 출력에 따른 핵변환 성능, 노심 핵특성 및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자체순환로와

TRU 연소로에 대한 설계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2008년 12월 29일 2022년까지 경수로를 12기 추가로 건설하고 발전량 기준으로 현

34%인 원자력 비중을 48%까지 확대하는『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수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소듐냉각 고속로는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의 대안으로서 개발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

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우라늄자원의 이용률을 기존 경수로에 비해 6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

내 고유 노심모형 확립, 고유기술개발 및 임계실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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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유개념 설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자체순환로)

+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 후보 노심모형 성능 분석

+ 후보 노심모형의 최적화 및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연소로)

+ 연소로 전환비 변경 분석

+ 연소로 출력 변경 분석

+ 노심 예비개념 타당성 평가

+ 최적 핵주기 계획 선정

- 기반기술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DIF3D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 몬테칼로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수치적 벤치마크 계산

∙대용량 노심설계를 위한 코드 구조 개선

+ 메모리 할당 구조 개선

+ 입출력 구조 개선

+ 중성자속 계산 모듈 연동

∙REBUS3 코드 개선

+ 방사성 핵종 붕괴모델 개선

∙노심설계 전산코드 예비 검증

+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및 모델 수립

∙노심열유체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개발

+ 불확실도에 따른 온도 영향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자체순

환로 노심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상용로급의 자체순환로 개념 설계를 완료하였다.

노심 고유 개념을 농축도 분리 개념과 단일 농축도 개념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농축도 분리 개념

과 네 개의 단일 농축도 고유개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고유개념에 대한 후보 개념 각각에 대한 노심을 설계하고 평가한 결과, 농축도 분리 개

념과 피복재 두께 변경을 통한 단일 농축도 고유개념을 후보 개념으로 예비 선정하였다. 비핵연

료 봉을 혼입한 개념에서는 비 핵연료봉이 차지하는 체적 만큼 핵연료봉 수가 줄어 동등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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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첨두 선출력 밀도를 나타내 타 후보 노심에 비하여 노심 성능에서 이

점이 없었다.

예비 선정된 단일 농축도 개념과 농축도 분리 개념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열적 설계 및

여유도를 평가한 결과 농축도 분리 노심이 핵연료 경제성에서 6% 정도 앞선 반면 열적 여유도에

서 단일 농축도 노심과 거의 동등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농축도 분리 개념을 최종 노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심 출력 용량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2루프 시스템에서 핵연료 경제성을 최대

화 할 수 있는 1,200 MWe을 최종 출력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자체순환로 노심은 핵연료 장전량에서 KALIMER-600에 비해 출력대비 20 % 향

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듐 기화 반응도가에서 설계 목표 대비 12 % 향상된 노심으로 경

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향상된 노심으로 판단된다.

연소로 예비개념 설정을 위해 단계 1차년도에 TRU 농축도, 소듐기화반응도에 대한 보수적인

설계제한치를 제시하고, 축방향 높이 변경, 피복재두께 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소듐본딩 두께

변경 등의 독창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제한치를 만족시키는 연소로 노심 개념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연소로 노심 개념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인자 분석을 통하여 TRU의 연소량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노심 개념에 상관없이 장전되는 연료의 TRU 함유량이 관건임을 밝혔다. 현재 허용

된 TRU 농축도 30 w/o를 사용하는 경우 경수로 1.5기에서 나오는 TRU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후연료 관리를 위한 국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소로 노심 설계 연

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체순환로와 연소로간 노형 변경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

소로에서 TRU 연소율 향상을 위해 수반되는 TRU 농축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심 안전성을

악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듐기화계수 등 반응도계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출력용량이 증대되더라도, 설계인자 변경을 통하여 TRU 연소율 유지 및 안전성 인자의 저하

를 막을 수 있음을 최초로 보임으로써, 연소로는 작아야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대용량에서 핵연료 경제성이 증가함을 정량적으로 보였다.

실증로 설계 인허가를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해석 전산체제 검증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

서는 기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금속연료 장전 BFS 임계집합체에 대하여 설계코드 및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한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검증작업은 현재 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ENDF/B-VI.6

핵자료는 물론 최신 핵자료 ENDF/B-VII.0, JEFF-3.1, JENDL-3.3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각각

의 평가 핵자료가 금속연료 장전 임계집합체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BFS 임계집합체 분석은 고속로 설계코드 뿐만 아니라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

써 단위 핵연료셀의 비균질 형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효증배계수 등의 노물리 변수 영향을 평가

하였으며, 설계코드를 이용한 분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최근의 평가핵자료 중 U-238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의 영향이 세가지 임계집합체의 유효증배

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JENDL-3.3의 U-235 포획 반응 단면적의 과대 평가로 인해

JENDL-3.3로 계산한 유효증배계수는 항상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JEFF-3.1에서



- iv -

재평가된 Na-23 단면적은 정상상태의 유효증배계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듐기화

반응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최근의 단면적에 포함된 Zr 단면적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핵종별 단면적의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ENDF/B-VII.0을 기반으로 U-238 단면적과

Na-23 단면적을 조합한 평가핵자료를 선정하였다.

BFS 임계집합체 분석과 병행하여 차기 단계에 예정된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기술 개발을 위

한 사전 연구로 표준 섭동 이론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민감도 분석 코드는

SN 수송이론에 기반한 TWODANT코드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섭동이론에 기반하여 각

핵종별, 반응 종류 별 민감도 계수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민감도 분석 코드는 직접 계산 결과 및

프랑스 CEA에서 고속로 설계에 활용 중인 ERANOS2.1 시스템 결과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대용량 노심설계가 가능한 중성자속 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기존 DIF3D 코드의 메모리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모리 크기에 제약이 없는 메모리 할당 모듈을 개발하였고, 이 메모리 할당

모듈을 적용하여 변수 추적 및 이진 입출력 모듈을 개발하여 입출력 구조를 개선하였다. 개발된

모듈들과 노달 확산 중성자속 및 수반 중성자속 계산모듈을 연동하여 중성자속 계산 코드를 완성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수송이론에 근거한 등각사상을 이용한 Simplified P3 방법론을 개발하였

다. SP3법은 확산법에 비하여 유효증배계수 오차가 60% 줄었고, 출력에 대한 RMS 오차와 최대

오차는 확산법에 비하여 각각 70%, 45% 개선되어 고속로 해석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REBUS3 코드의 연소계산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방사성 핵종 붕괴모델을 개선하였다. 기존

액티나이드 연소사슬을 포함하여 총 172개의 핵종으로 구성된 핵분열생성물 붕괴 모델을 구축하

여 향후 기준 모델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분열 생성물 단면적 생산 절차 및 붕괴 모델에

대한 평가 결과 기존의 모델을 사용할 때 핵분열 생성물의 수율의 연소에 따른 변화에 의해

TRU 연소로에서 대략 500 pcm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각 모핵종별 REBUS3 0D 연소

계산을 통해 포화 핵분열 생성물의 상대적 농도를 이용한 핵분열 생성물 단면적 개선 결과 기준

계산과 비교하여 연소계산 오차를 1/2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출력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및 모델 분석을 위해 일본의 고속 증식 원형로인 MONJU

의 성능 시험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MONJU의 성능 시험 중 임계 시험과 노물리 시험 절차와 측

정 방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플랜트 계통의 설비 성능, 설계 타당성, 예측 해석 코드 시스템

성능 등을 평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용중인 설계 전산 체제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MONJU의 시운전 노물리 데이터 미확보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운용중인 우리의 전산 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산 체

제의 성능 향상을 위해 MSM 분석법을 위한 코드 정비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노심 열유체 설계시 노심 온도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도 인자들을 직접적인 인자와 통계적인 인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금속연료를 사용

한 IFR의 불확실도를 차용하여, 1,200MWe 자체순환로 고유노심을 대상으로 주요 불확실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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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의 불확실도에 따른 핵연표 피복재 온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핵연료 피복재에 가

장 큰 온도 변화를 유발하는 불확실도 인자는 집합체 유량 변화로서, 출력이 가장 큰 집합체에서

정상 운전시(601.8℃) 보다 14℃ 높은 615.8℃를 나타내었다. 각 불확실도 인자에 대한 피복재 고

온열수로계수(Hot Channel Factor, HCF) 평가 결과 피복재의 열전도도가 가장 큰 1.074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피복재의 열전도도 및 노심 입구 영역에서의 각 집합체 유량 배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에 대한 개념 설계 수준의 설계 능력을 확보하여 향후 독자적인

실증로 설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개념 개발이 완료된 자체순환로 및 TRU 연소로 고유개

념은 다방면에 걸친 개념 분석과 이에 대한 종합적 성능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가 가능한 제4

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로 진화할 것이다.

자체순환로 및 연소로의 전환비 및 출력에 따른 설계 DB 와 성능 평가 결과는 향후 노심 개념

에 대한 연구 수요를 저감하고,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용량 선정 및 핵심 연

구항목 도출을 위한 기술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자체순환로 및 연소로 설계DB는 향

후 국내 고속로 도입 시나리오 연구를 위한 물질 흐름 자료의 근간이 된다.

BFS-73-1, BFS-75-1, BFS-55-1의 금속연료 장전 임계 집합체 분석을 통해 생산한 검증 모

델은 노심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모델로 활용되어 지속적으로 노심 핵설계 코드의 정확도 향상

및 검증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각 평가핵자료의 핵종 별 단면적 특성은 기반 단면적 선정에 활

용되며 차기 단계에 예정된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 기술 개발을 통해 주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단계에서 개발한 민감도 분석 코드는 차기 단계에 개발 예정인 단면적 보정 전산코드와 연

계하여 최종 보정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면적 보정 기술 개발은 차

기 단계에서 완성되어 실증로 노심 표준 설계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대용량 노심 분석을 위한 코드 구조 개선 및 방법론 개발로 습득한 코드개발 기술은 노심설계

전산체제 고유화를 위하여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코드 검증을 위한 임계실험 자료 확보를 통하

여 향후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 작성을 위한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REBUS3 개선 연구를 통해 확보된 172개 핵분열생성물 핵종을 사용하는 기준 연소 모델은 차

기 단계의 실증로 개념설계에서 최종 설계 노심 분석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선된 핵분열 생

성물의 붕괴 모델 및 단면적은 개념설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념 및 노심 특성 변경 해석을 위하

여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설계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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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Core Design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core

design. The key technologies consist of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cepts and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Commercialization of the SFR is required to effectively utilize uranium resources and to

decrease the amou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To achieve this goal, a development of

our own advanced reactor concepts with enhanced proliferation resistance, economy and

safety is necessar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computer code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The SFR can be designed to possess various different cor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core configuration and rated power and thus, a variety of design concepts have been proposed

worldwide. It is essential to research and develop an optimized core design and to analyze its

core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core power to enhance the economy and safety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key important factors of commercialization.

TRU burner core designs have not been subject to an in-depth study in contrast to the

break-even core designs and are in the pha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age even in the

foreign countries. Since the design approach for the TRU burner co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eak-even core design, a through study of the TRU burner core in terms of

core power, conversion ratio, core safety, transmutation performance and core nuclear

characteristics is required.

In order to assist the planning of future mix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FR

deployment, it is mandatory to prepare a database for the break-even cores and the TRU

burner cores which can be built in the Korean soil.

According to "The 4th Electricity Supply Basic Plan", announced Dec. 29, 2008, 12 more

PWRs are going to be commenced by 2022 and then, the installed capacity of nuclear plants

will reach 48% of the total power generating capacity at that time. This plan naturally

provides a strong moti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FR since the high level rad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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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contained in the PWR spent fuels constitute the fuel of the SFR startuo core and can

be incinerated in the TRU burner core, while generating electricity during the plant lifetime.

Either in a breakeven or in a TRU burning mode, the SFR can utilize uranium resource by

more than 60 times than PWRs can. An establishment of the SFR technology is expected to

lead to energy security. In order to avoid the reliance on the foreign SFR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SFR commer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our own SFR design concepts,

domestic inherent design technology and to secure a sufficient physics experiment database

for metallic fueled critical assemblie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cepts

∙ Establishment of a Gen IV SFR core concept

+ Development of candidate reactor core concepts having improved economics,

safety and performance

+ Optimization of the candidate core and evaluation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index

∙ Establishment of the core concept for a TRU burner

+ Analysis of the core performance with respect to the conversion ratio and

total power capacity

+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the core concept

+ Determination of the optimum core cycle strategy

-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Validation of the effective cross section generation system

+ Analysis of the BFS-73-1 MA critical experiment by using DIF3D

+ Analysis of the BFS-73-1 MA critical experiment by using Monte-Carlo

codes

+ Numerical benchmark of the BFS-73-1 MA critical experiment

∙ Improvement of the code structure suitable for a large scale core design

+ Improvement of the DIF3D memory allocation practice

+ Improvement of the DIF3D file input/output process and structures

+ Linkage with the neutron flux distribution calculation module and

development of advanced methodology for improved prediction capability

∙ Improvement of the REBUS3 code

+ Refinement of the burnup/decay chain model for fission product nuclides

∙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ore design c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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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up of K-CORE system capabilities for the simulation of zero and low

power physics startup tests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assessing core thermal hydraulic uncertainty

+ Analysis of temperature variation with uncertainty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a Gen-IV sodium cooled fast reactor concept with enhanced

economical competitiveness and safety has been completed by devising a commercial scale

fuel self-sufficient core concept with a strong emphasis placed on the Gen-IV technological

goals. Two breakeven core concepts were developed in a broad sense: one with enrichment

split and the other with single enrichment. The single enrichment concept then, consisted of

four different concepts.

With a preliminary assessment of each core concept followed and screened, there remained

two candidate core concepts for further analysis: the enrichment split core concept and the

single enrichment core concept which has region-wise cladding thickness. Other single

enrichment concepts using non-fuel rods in the fuel sub-assembly was not competent with

the candidate core concepts in the viewpoint of fuel economy and safety because of relatively

high linear power density and high TRU loading requirement.

The enrichment split core concept was selected as the final concept through the core

thermal analysis for two candidate cores. The enrichment split core showed superior fuel

economy by 6 % than that of the single enrichment concept while the thermal performance of

both concepts was similar to each other. The optimal core power capacity for the economic

size was also determined to be 1,200 MWe by a core power parametric study and with

considerations given to the 2-loop heat transport system and fissile fuel loading.

The selected final core concept shows enhanced nuclear performance in terms of specific

fissile fuel loading reduction by 20 %, compared with the KALIMER-600 core and better

safety in terms of sodium void reactivity by 12 % reduction, compared with the design goal.

For the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concepts for a TRU burner core, conservative design

limits with respect to fuel enrichment and sodium void reactivity were suggested since the

TRU burner core is going to be introduced first in the era of SFR deployment. Preliminary

burner core concepts were made, with the axial height variation as a reference option, to have

region-wise cladding thickness variation, the number of within-FA rods in variation and

sodium bond thickness variation. After a comprehensive study on each design concept, it was

finally concluded that TRU contend is a decid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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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utation amount irrespective of the design feature. Among the candidate designs, the

cladding thickness variation and sodium bonding fraction variation proved most promising.

The optimized final TRU burner core can incinerate TRUs contained in the spent fuels from

1.5 PWRs of equal core power.

In response to the growing concerns on spent PWR fuel managements, the study for the

core design of the burner was promoted, and also the study of core function change from the

breakeven core to the burner core was studied. Specially, to compensate for the aggravation

of the core safety upon the core altered to a TRU burning mode, various means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reactivity coefficients such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and

sodium void coefficient. In conclusion, the sodium bonding fraction variation was the choice.

Existing three BFS critical assemblies were analyzed by the core design analysis code in

the framework of a validation study for licensing Korean Advanced SFR. Impact of the

up-to-date evaluated nuclear data files, ENDF/B-VII.0, JEFF-3.1, JENDL-3.3 and

ENDF/B-VI.6 that has been used in the core design for the integral parameter prediction

was evaluated for three BFS critical assemblies.

Monte-Carlo analysis on the three BFS critical assemblies we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the heterogeneity effect arising from a heterogeneous fuel cell geometry of the

critical assemblies. The heterogeneity effect on the k-effective, spectral indices antd reaction

rate distribution was analyzed by using the MCNP cod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ross sections in the up-to-date evaluated nuclear files

were investigated. The U-238 inelastic cross sections were found out to have a large

influence in the computational results of multiplication factors of the critical assemblies.

JENDL-3.3 tends to underestimate the k-effectives because of an overestimation of the U-235

capture cross s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Zr cross section was also clarified especially for

the ENDF/B-VI.6. The revision of Na-23 cross section of the JEFF-3.1 files contributes to

the enhanced sodium void reactivity predicition capability, especially in the U fueled critical

assemblies. The best combination of cross section set was finally proposed in this study. The

suggested set contains the Na-23 cross section from JEFF-3.1, the U-238 cross section from

ENDF/B-VI.6, and the rest from ENDF/B-VII.0.

A sensitivity analysis code, APSTRACT w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finally using it

in the uncertainty analysis and data adjustment procedure. This code reads the neutron flux

solution from the TWODANT SN transport code and is verified against the results of a direct

perturbation calculation and ERANOS2.1 code system[3]. The perturbation module of the

APSTRACT code proved to reproduce the result of direct calculation. The integrated

sensitivity agrees with the ERANOS code within 1 %. The sensitivity coefficient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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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APSTRACT code will be used for cross section uncertainty evaluation and in the

projected data adjustment module.

Neutron flux distribution calculation code was developed for large scale core designs.

Memory allocation modules were developed to overcome the size limit of the dynamically

allocated memory in the DIF3D code. Binary interface file modules which enable easy variable

tracing and code management were developed by using the memory allocation modules and

the structures of binary input/output interfaces were improved. An integration of nodal

neutron flux and adjoint neutron flux distribution calculation modules with the developed

memory allocation and binary interface file modules was performed. In addition, a

methodology of the conformal mapping nodal SP3(Simplified P3) was developed. An eigenvalue

error by the SP3 method decreases by about 60%, compared to that by the nodal diffusion

method of the DIF3D code. The RMS and maximum power errors improved by about 70%

and 45%, respectively, with the SP3 method.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nformally

mapped nodal SP3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neutronics analysis of fast reactors.

The burnup and decay model was refined to enhance the prediction capability of the

REBUS3 depletion analysis code. The reference burnup chain model including 172 fission

product isotopes was construc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inde burnup chain model. The

lumped fission product cross sections that have been used in the SFR core depletion analysis

were assessed with the reference burnup chain model and resulted in a relatively large

deviation of about 500 pcm from that of the detailed model. The deviation in the burnup

reactivity swing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lumped fission product cross sections could be

reduced by up to 50% as the result of using the saturated fission product yields estimated

from REBUS3 0-dimensional depletion as the effective yields.

The variation of clad temperatures owing to uncertainties in the fuel and coolant-related

thermal parameters, was investigated. The greatest uncertainty factor affecting the peak

cladding temperature proved to be the flow rate fluctuation at the assembly inlet. This factor

alone caused the peak clad temperature to increase by 14℃. The uncertainty i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clad has the next largest effect on the peak clad temperature. It became

apparent that a detailed study is needed to quantify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a burnup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of clad and the core inlet flow distribution specific to the inlet

plenum design.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With the achievement of conceptual level design capability on the Gen IV SF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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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ground for the demonstration reactor design in the future is being established.

The fully scoped breakeven core and the TRU burner core concepts will evolve into the Gen

IV SFR after detailed performance analysis and subsequent performance demonstration phase.

The scoping analysis results on the TRU conversion ratio and core power variation of the

breakeven core and the TRU burner core had already produced a plentiful information and

database on the design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indices. These newly generated

information will lessen the necessity of the further core concept development and constitutes

an easy and quick reference for the determination of core power level and for drawing future

R&D item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a scenario analysis of sodium

cooled fast reactor deployment and supports decision making of national policy.

The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models of BFS critical assemblies produced from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validate the fast reactor analysis code. The combined data set

collected from each evaluated nuclear data file can serve as the master library for developing

the conceptual and standard design of a demonstration SF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cross section in the evaluated nuclear data files is to be utilized as a basic

knowledge in developing the cross section adjustment method and the production of adjusted

library.

The sensitivity analysis code, called as APSTRACT, provides sensitivity coefficients that

are required in the cross section adjustment process and thus, it is destin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rediction capability of the core performance and safety parameters. The

enhanced prediction capability of the code system enables to optimize the core performance

and safety by reducing an unnecessary conservatism in the design.

The McCARD code is validated against metal fuel critical assemblies and showed good

performance. Having the features of depletion calcula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this code

will be utilized as a supplementary reference design tool for a validation of core static and.

depletion analysis.

The reference burnup/decay models constructed through a study on REBUS3 code

depletion capability improvement are already incorporated in the K-CORE system and will

continue to be used in the burnup/decay model for the depletion analysis of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demonstration SFR. The refined procedure of lumping fission product cross

section will be also applied to the future release of evaluated nuclear data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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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심지층 처분 대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량의 감소를 위해 소듐냉

각 고속로의 상용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안전성이 향상된 고유

의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개발 및 이에 필요한 노심설계 전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노심의 설계 제원과 출력 용량에 따라 다양한 노심 기능을 부여하고, 성능

특성의 변경을 꾀하는 설계가 가능하지만 지난 반 세기 동안은 자원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증

식로 위주로 설계가 진화되어 왔다. 그동안의 해외 설계, 건설, 운전 사례에 의하면 상용화를 위

한 주요 관건은 경수로 대비 경제성의 확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기하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각 설계 개념의 영향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노심 설계 제원 도

출과 출력 용량 선정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TRU 연소로 설계는 자체순환로와 달리 국내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외

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혼합 산화물 연료인 경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기는 하나, 금

속 연료 장전 연소로에 대한 설계 연구는 개념개발 단계에 있다. 연소로는 핵연료 조성 및 노심

형태의 기하학적 차이에 의해 노심 핵특성이 자체순환로와 상이하기 때문에 TRU 고농축이 노심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출력에 따른 핵변환 성능 연구 및 노심 핵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직면할 다양한 국내 여건에

대하여 자체순환로와 TRU 연소로에 대한 설계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산업적 측면

현 정부는 2008년 12월 29일 2022년까지 경수로를 12기 추가로 건설하고 발전량 기준으로 현

34%인 원자력 비중을 48%까지 확대하는『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수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소듐

냉각 고속로는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의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될 전망이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우라늄자원의 이용률을 기존 경수로에 비해 6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

내 고유 노심모형 확립과 관련 기술, 특히 고유 전산체제 개발 및 임계실험 자료 확보가 필수적

이다.

◦사회․문화적 측면

국내외 산업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연료 및 에너지의 수요가 지속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한 기후협약의 발효로, 원자력발전이 환경친화형 중추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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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원이 될 것이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우라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분량

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므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원자력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수로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저장능력이 2016년에 포화상태

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TRU 물질을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로의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3년(’07.03.01～’10.02.28), 2단계 2년(’10.03.01～ ’12.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핵심기반기술 개발

2. 1단계 목표 및 내용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와 같다.

◦고유개념 설정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자체순환로)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연소로)

◦기반기술 개발

-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노심설계 전산코드 고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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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 고유개념 설정

․자체순환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노심설계 변수별 영향 분석

․핵연료주기 관련 변수 영향 분석

․연소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 연소로 전환비 변경 분석

․전환비 변경 연구

․노심 핵특성 분석

- 기반기술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DIF3D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DIF3D 코드 이용 임계실험 분석

․ERANOS 코드 이용 금속핵연료 적용성 평가

․ERANOS 코드 이용 DIF3D 간접 검증

- 고속로용 몬테칼로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 및 보완

․대용량

노심설계를 위한

코드 구조 개선

- DIF3D 코드 메모리 할당 구조 개선

․메모리 할당 모듈 개발

․대용량 노심설계용 64비트 코드 변환

2차년도 2008

- 고유개념 설정

․자체순환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 후보 노심모형 성능분석

․평형주기 노심 성능분석

+ 노심출력분포, 온도분포, 압력강하분포

노심반응도계수, 핵연료물질 흐름도, 노심잔열

․안전해석 연계자료 생산

+ 온도반응도계수, 열팽창계수, 제어봉가 및

정지여유도, 노심동특성 인자

․연소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 연소로 출력변경 분석

․출력별 연소로 후보 노심모형 생산

․노심 핵특성 분석

․안전해석 연계자료 생산

- 기반기술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몬테칼로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DIF3D 이용 BFS-55-1 임계실험 분석

- McCARD에 의한 고속로 임계실험 및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해석

․대용량

노심설계를 위한

코드 구조 개선

- DIF3D 코드 입출력 구조 개선

․이진 입출력 모듈 개발

․입출력 구조 개선

< 1단계 연구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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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3차년도 2009

- 고유개념 설정

․자체순환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 후보노심의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및 최적화

․후보 노심모형 최적화

+ 성능 향상을 위한 노심제원 최적화, 핵주기 관련

인자 최적화, 최적화 노심성능 비교 분석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 최적화 노심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연소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 노심개념 타당성 평가

․노형별 핵설계인자 상호비교 평가

․안전해석 연계 최적 후보노심 선정

- 최적 핵주기 계획 선정

- 기반기술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수치적 벤치마크 계산

․기 분석 임계실험 자료 종합 평가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불확실도 평가방법 개발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불확실도 분석

- McCARD에 의한 고속로 노심 연소 해석 및 설계코드

검증

․중성자속

계산코드 고유화

- 중성자속 계산모듈 연동

․계산모듈 연동 방안 설정

․노달 확산방정식 계산모듈 연동

․REBUS3 코드

개선

- 방사성 핵종 붕괴모델 개선

․핵종 붕괴 모델 개발

․핵종 붕괴 모델 평가

․노심설계

전산코드 예비

검증

-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및 모델 수립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분석

․예측 계산 모델 수립

․노심열유체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개발

- 불확실도에 따른 온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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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EU는 GIF SFR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2030년경에 상용화

가 가능한 소듐 냉각 고속로(SFR)를 개발 중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2008년 4월 개최된 제18차 한

불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SFR 기술협력을 위한 STC(Specific Topic of Cooperation)항목 5건에

대하여 서명하였으며 노심 핵설계 분야에서 프랑스의 ECCO/ERANOS전산코드 도입 및 비교 평

가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DOE, 일본 JAEA, 프랑스 CEA는 SFR 원형로 개발에 대한 3개국 협력의 양해각서

(MOU)를 2008년 1월 말 체결하고, 향후 고속로 개발과정에서 리스크 절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개국의 SFR 공동개발 양해각서는 2008년 8월 개정되어 협력을 지속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고속증식로 몬주의 운전을 2010년 4월경에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JAEA에

서는 「고속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1999~2005)의 후속으로 고속로 사이클 기술개발

(FaCT)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인도는 현재 실험로 FBTR을 운전 중이며, 원형로 PFBR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1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건설 중인 25 MWe급의 실험로 CEFR을 2010년 가동 예정이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BN-800을 개선한 소듐 냉각 고속로를 CEFR 후속기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2단계(’97～’01)에는, 미국의 PRISM 설계로부터 출발하여 국내 최초로 150 MWe급 소형 액

체금속로인 KALIMER-150 노심설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 노심설계기술을 습득하였

다. 3단계(’02～’04)에는, KALIMER-150 설계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독창적인 600 MWe급

중형 KALIMER-600 노심모형을 개발하였으며 KALIMER-600 노심은, 블랭킷을 사용하지 않음

으로써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핵확산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면서

도 소모한 양만큼 자체적으로 연료 생산이 가능한 고유의 노심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노심 개념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노심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핵변환로에 대한 연구는 KALIMER-600 노심설계를 토대로 핵변환로 개념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특히 핵변환율 증가에 따라 핵연료 온도 계수 및 소듐 기화 반응도가가 설계에 따라 악화될 수

있으므로, 노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인자 변경 연구를 통하여 반응도계수를 개선하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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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노심설계

기술

국제

수준

-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실험로, 원형로 및 실증로에 대한 설계, 건

설 및 운전 경험이 있어 고속로 노심설계 기술이 풍부함

- 일본은 JSFR, 프랑스는 PHENIX 후속기, 미국은 ARR 개발을 통하

여 노심설계 기술이 상용 수준에 이름

100

국내

수준

- 지속적인 정특성 분석기술 개발을 통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핵설계 인자의 불확실도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함

- 동특성 분석기술이 취약하고, 차폐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이 없음

80

노심설계 전산체제와 관련 1～3단계(’07～’04)에 유효단면적 생산용 TRANSX 코드와

TWODANT 코드, 노심 핵특성 분석용 DIF3D 코드와 REBUS3 코드를 OECD/NEA로부터 입수

하였으며 1차 섭동이론 코드 PERT-K, 유효 지발중성자 분율 코드 BETA-K, 봉출력분포 재구성

코드 RPIC 코드를 자체 개발하여 기본 전산체제 K-COR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CORE 전산체제의 검증을 위해 러시아 IPPE와 국제협력을 통해 BFS-73-1, BFS-75-1,

BFS-55-1, BFS-55-2 임계실험을 수행하여 코드 검증에 필요한 임계실험 자료를 일부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전산코드 검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완료한 상태이며 전산코드 검

증 완료를 위한 추가 실험자료 확보를 위해 Gen IV, IAEA FRKP, OEC/NEA IRPhE 등 국제공동

연구에 적극 참여 중에 있다.

또한, 금속연료 장전 소듐냉각 고속로를 대상으로 반경 방향 및 축방향 블랭킷이 없는 TRU 연

소로 노물리 실험을 러시아의 IPPE와 국제협력으로 진행 중에 있다. 본 실험은 제 4세대 원자로

요건에 걸맞도록 블랭킷을 제거한 금속연료 장전 실증로급 노심을 대상으로 하는 노물리 실험으

로서 블랭킷을 대신하여 사용된 HT9 반사체의 노심 핵특성 영향 규명 및 향후 노심 설계코드 인

허가 신청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노심설계 전산체제는 주요 코드를 외국으로부터 도입 후 보완하고, 일부 자체 개발을 통해

K-CORE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향후 수송이론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고출력 대

용량 원자로의 노심설계 및 운전지원 자료 생산을 위해 노심설계 전산체제 고유화가 필요하다.

소듐냉각 고속로가 민감한 핵연료물질을 취급함으로 인해 실험자료 확보가 어려워 개발되는 코

드에 대한 검증부족으로 노심설계 전산체제의 신뢰성 확보가 취약한 상태이다. IPPE와의 공동

임계실험을 통해 일부 임계실험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추가 확보를 위해 IAEA, OECD/NEA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Gen IV에 적극 참여, I-NERI를 통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실

험자료와 선진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고속로 운전경험을 통해 기 검증된 외

국의 코드를 도입하여 간접검증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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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국제

수준

-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고속로 설계 및 운전 경험으로 고유 핵자료

와 단면적 생산/보정 기술을 보유

-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자체개발한 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상태임. 연소로의 경우에는 기술 선진국도 추가 검증 필요

100

국내

수준

- 고속로 임계시설이 없어 단면적 생산 방법만을 습득하였을 뿐 검증

경험이 빈약. 국제공동 임계실험 실시 및 측정 해석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핵계산 기본체제는 외국 전산코드를 도입하고 일부 코드는 자체개

발하여 활용. 현재, 핵심 노심설계 전산코드의 고유화가 진행 중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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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설정

1.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가.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노심 모형 생산

(1) 설계 기준 및 성능 목표

노심 핵설계는 다음과 같은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설계기준은 금속연료

사용으로부터 기인한 제한 조건 및 현재까지 가용한 금속연료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등을 반영한

기준이다.

∙첨두 선출력 밀도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하며 안

전 설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설계 기준은 핵연료심 용

융과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공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본 설계에서 적용된 설계

기준은 첨두 선출력 밀도 350 W/cm 이하, 피복관 내벽온도 650°C 이하이다.

∙핵연료심의 국소 첨두 연소도는 150 MWd/kg 이하이어야 한다.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엔스는 5.0×1023 이하이어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핵연료 피복관 후

보 재료 HT9의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엔스 제한은 4.0×1023 이지만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개

발계획에서 자체순환로는 그 도입시기가 연소로에 비하여 늦기 때문에 신 피복관의 개발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노심 핵설계 사용되는 기본적인 핵연료 형태는 U-TRU-Zr 삼원 합금이다. 초기노심의 핵연

료 공급 또는 재순환 핵연료 부족분에 대한 외부 공급 핵연료로 기존의 경수로에서 회수된

초우란원소(TRU)를 장전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재순환 주기에서 공급되는 핵연료는 해당

노심에서 방출된 핵연료를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재순환하여 장전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

한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재순환된 핵연료에는 마이너액티나이드(Minor Actinide: MA)가

포함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노심 핵설계는 고유 안전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설계된 노심은 자체적인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고유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초과 설계기준사고시에도 안전 제한

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노심 핵설계는 위에서 언급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면서 노심 성능 및 고유 안전성을 최대화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 목표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원전 이용률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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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길이는 18 EFPM (Effective Full Power Months) 이상이어야 한다.

∙노심의 전환비는 재순환 공정에서의 손실을 0.1%로 가정하고 희토류 원소 (Rare Earch:

RE)의 회수율을 5%로 가정하였을 때 1.0과 같거나 약간 높아야 한다.

∙노심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핵연료 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0 MWd/kg 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핵연료비용 절감을 위하여 평형주기 초 노심에 장전된 핵분열성 플루토늄 총량은

출력용량 대비 6.0 ton/GWe이하여야 한다.

∙소듐 기화 반응도가는 7.5 $ 이하여야 한다. 기존 KALIMER-600 설계[한도희 외, 2007]의

설계 목표는 8.0 $이었으나 안전성 향상에 대한 설계 요구에 부응하여 소듐 기화 반응도가

목표치를 7.5 $로 낮추었다.

∙연소결손 반응도가는 평형주기 운전 중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소결손 반응도가는

원자로 정지 여유도를 감소시키고 정반응도 삽입사고시 반응도 삽입량을 결정한다. 본 설계

에서는 잠정적으로 연소결손 반응도가를 1 $ 이하로 제한하였다.

∙노심 평균 선출력 밀도는 가능한 최대로 유지하며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최대한 평탄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첨두 선출력 밀도, 첨두 연소도, 첨두 고속중성

자 플루엔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값으로 이와 관련한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평탄화는 노심 열유체 설계에서 유량 배분 수를 줄이

고 각 핵연료집합체의 출구 온도 평탄화로 이어질 수 있다.

∙평형주기 노심 해석에서 신연료 장전 농축도는 현재까지의 금속연료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여 30 wt.% 이하로 제한한다.

(2) 노심 고유 후보개념 도출 및 평가

(가) 후보개념 도출

노심의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노심 고유 후보 개념을 도출하였다. 후보개념들은 지속

성, 핵확산저항성, 안전성,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

정하였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성능 목표에 전술한 바와 같이 후행 핵주기 공정의 손실을 포함하여 전환

비가 1.0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도록 설정하였다. 즉, 설계된 노심은 스스로 중성자 연소에 의해

손실되는 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여 외부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추가 공급 없이 핵원료성

물질의 공급만으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다.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는 파이로 재순환 공정을 통한 금속연료 재순환 공정을 채택하여 경수

로 사용후연료 또는 자체 재순환 연료에서 순수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전환

비가 1.0 또는 이에 근접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와 그에 부속된 재순환 공정 이외에 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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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초과 연료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노심 영역의 블랭킷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

서 설계함으로써 블랭킷에서 생성될 수 있는 고순도의 플루토늄 발생을 억제하였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원자로의 크기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전체 원자로 시스

템 및 부속 건물의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설 단가를 절감하고, 단위 출력당 핵분열성 플루토

늄 장전량 저감을 통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노심 평균 방출연소도 목표치를

80 MWd/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길이를 18개월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원전 이용율과 핵

연료 이용율 향상을 통한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소듐기화 반응가를 낮추어 노심의 고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가능한 출력

을 평탄히 유지하여 주어진 냉각재 경계조건(노심 입출구 온도)에서 열적 여유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연소결손반응도를 1 $로 제한하여 반응도 기인 노심 과도 현상에서 삽입되는 정반

응도 양에 제한을 두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 고유 개념이외에 후보개념을 크게 2가지 설계 개념 (단일 농

축도, 농축도 분리)으로 분리하고, 이 중 단일 농축도 노심개념에 대해서는 이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개념을 도출하였다.

농축도 분리 노심 개념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된 개념으로 노심의 안쪽과 바

깥쪽의 농축도를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중성자 중요도가 높은 노심 내부영역에서는 핵분열성

(Fissile)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중성자 중요도가 낮은 외부영역은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출력분포를 평탄화하기 위함이다. 본 노심 개념의 장점은 그동안의 많은 소듐

냉각 고속로 설계 경험으로부터 대부분의 설계, 제조,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향후 추가로

개발 또는 검증해야할 부분이 타 설계 개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있다.

농축도 분리 노심의 단점은 노심의 영역별로초우란원소의 농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 전

환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기 운전 중 각 영역별 출력의 편차 즉, 주기 운전 중 핵연료집

합체의 최저 출력과 최고 출력간의 편차가 커지게 된다. 하지만 각 집합체 입구에서의 냉각재 유

량은 주기 운전 중 변화시킬 수 없는 양으로 각 집합체의 출력 대비 유량비가 주기 운전 중 커지

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한의 열적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단일 농축도 노심은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농축도를 조절하는

대신, 핵연료집합체에서 핵분열성 물질이 차지하는 체적을 조절하여 출력을 평탄화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KALIMER-600 노심에서도 채택된 개념으로서 당시에는 핵연료심을

둘러싼 피복관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식 즉, 핵연료심의 직경을 영역별로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관 두께 조절 방식을 포함하여 핵연료집합체에 비핵연료봉을 혼입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단일 농축도 노심의 장점은 전 노심에 걸쳐 농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 핵분열성 물

질의 전환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각 핵연료집합체의 주기 운전 중 출력변동이 상대적으로 작

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고정된 냉각재 유량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향상된 열적 성능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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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일 농축도 노심의 단점은 노심의 영역별로 서로 크기의 핵연료심 직경과 피복관 두께를 사

용하거나 비핵연료봉을 혼입하여 장전하기 때문에 핵연료집합체 제조 공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핵연료집합체 설계에 대한 중성자 조사 특성 시험 자료가 거의 전무하여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술개발 또는 검증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 개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후보개념을 도출

하였다.[주형국 외, 2007, 이기복 외, 2007]

∙농축도 분리 노심

∙단일 농축도 노심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노심 (공(Vacancy)봉 혼입)

∙단일 농축도 노심 (HT9봉 혼입)

∙단일 농축도 노심 (흑연봉 혼입)

나. 후보노심 모형 성능 분석

(1) 노심 후보 개념 예비 선정

각각의 노심 고유 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 노심 설계

를 수행하였다. 먼저 설계 기준과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노심 탐색을 위하여 핵연료봉 및 핵연료

집합체 제원, 신연료 장전 농축도, 노심 유효 높이, 노심 하단에 장착된 중성자 흡수체 높이 등의

설계 제원에 대한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하여 각각의 노심 후보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매

개 변수 탐색 연구는 총 5개의 후보 노심 개념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의 예로 농축도

분리 설계 개념에 대한 매개 변수 연구 결과를 그림 1.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봉의 외경이 증가하면 핵분열성 물질이 차지하는 체적

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냉각재가 차지하는 체적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때 전노심 소

듐기화 반응도가는 소듐기화시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되는 정도가 핵연료봉 외경이 작을 때 보

다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듐기화 반응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노심 높이가 증

가 할수록 노심 총 체적 대비 축방향 중성자 누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듐기화 반응도가를 증

가시킨다. 연료봉 피치가 증가할 경우 핵연료의 체적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심에 장전되어야할

신연료 장전 농축도가 증가하여 연소결손 반응도가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설계 제원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설계 기준 및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노심을 탐색하였다.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해 탐색된 5가지의 세부 노심 후보개념에 대한 개략적 설계 제원을 표

1.1-1에 나타내었다. 또한 단일농축도 노심 개념 중 공봉 혼입 개념, HT9봉 혼입 개념, 흑연봉 혼

입 개념에 대한 집합체내 연료봉 배치도를 그림 1.1-2에서 그림 1.1-4까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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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노심 설계 제원에 따른 후보 노심 탐색 결과 예시 (농축도 분리 개념)

표 1.1-1 후보 노심 설계 제원

농축도

분리

단일 농축도

피복재

두께 변경

공봉

혼입

HT9강

혼입

흑연봉

혼입

Core power (MWe/MWt) 1200/3000
Cycle length (EFPD) 540
Number of batch 4
Fuel type U-TRU-10Zr
Fuel smear density (%) 75
Fuel rod outer diameter (mm) 8.5 9.0 9.0 9.0 9.0 

Cladding thickness (I/M/O) (mm) 0.595
0.878/
0.793/
0.590

0.590 0.590 0.590 

Fuel rod pitch (mm) 10.1 10.5 10.5 10.5 10.5
Duct thickness (cm) 0.4
Assembly gap thickness (cm) 0.4
Assembly pitch (cm) 18.222 18.88 18.703 18.703 18.88
Active core height (cm) 92 93 98 95 97
Absorbing media (B4C) height (cm) 14.9 14.9 14 14 14.9
Number of control assemblies 31 31 25 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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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공봉 혼입 집합체 핵연료봉 배치도 (파란색=공봉)

그림 1.1-3 HT9강 혼입 집합체 핵연료봉 배치도 (채움=HT9강봉)

그림 1.1-4 흑연봉 혼입 집합체 핵연료봉 배치도 (진노랑색=흑연봉)

각각의 후보 노심은 총 600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후보 노심의 총

핵분열성 물질의 임계질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핵연료집합체 제원을 변경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농축도 분할 노심의 핵연료집합체 피치가 가장 작은 값을 보이며, 기타 피복재 두께 변경

등 단일 농축도 노심 개념에서는 핵분열성 물질 이외의 중성자 흡수 물질이 핵연료집합체에 혼입

되기 때문에 노심 임계 달성을 위한 핵연료집합체 피치가 증가한다.

비핵연료봉을 핵연료집합체에 혼입한 설계 개념에서는 동일한 평균 선출력 밀도 조건하에서

핵연료집합체 당 핵연료봉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총 노심 출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축방향 노심

유효 높이를 증가 시켰다.

표 1.1-2에 각각의 후보 노심 설계안에 대한 노심 성능 인자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단

위 출력당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은 농축도 분할 노심의 경우가 가장 작고 기타 후보 노심에

대해서는 두꺼워진 피복관, 비연료봉의 중성자 흡수에 의해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이 증가하

였다. 또한 비연료봉 혼입에 의해 연료장전 체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제어봉 수에 제약을 받

는다. 따라서 총 제어봉가가 나머지 두 후보개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 2-14 -

표 1.1-2 후보 노심 설계 성능 인자

성능 인자
농축도
분리
노심

단일 농축도 노심

피복재
두께
변경

공봉
혼입

HT9봉
혼입

흑연봉
혼입

Charged TRU Enrichment (wt.%)
  Inner Core
  Middle Core
  Outer Core

Conversion Ratio
Burnup reactivity swing ($)
Cycle length (EFPD)
Average discharge burnup (MWD/kg)
Sodium void worth ($)
Peak fast neutron fluence (1023n/cm2)
Peak linear power density (W/cm)
Control rod worth ($)
Effective delayed neutron fraction

13.21
14.13
16.65
0.993
0.69
540
95.5
7.49
4.82
309

32.10
0.00352

14.65
14.65
14.65
1.001
0.97
540
88.8
7.44
4.49
298

33.92
0.00347

13.93
13.93
13.93
1.010
0.57
540
87.1
7.09
4.68
371

18.34
0.00354

14.40
14.40
14.40
1.001
0.76
540
87.6
7.37
4.60
350

16.75
0.00348

14.18
14.18
14.18
1.007
0.67
540
86.3
7.33
4.53
348

18.93
0.00352

비연료봉 혼입 개념에서는 동일한 핵연료집합체 수를 장전한 경우 동일한 집합체 출력에 비하

여 집합체 당 연료봉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첨두 선출력밀도가 타 설계 개념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설계에서 축방향 노심 높이의 증가가 크고 핵연료집합체 피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자로 반경과 집합체 총 높이를 크게 증가시킨다. 통상 노심 하부에 위치하는 하부

차폐체의 높이와 상부 가스 플레넘의 높이는 노심 유효 높이에 의존하는 값으로 노심 유효 높이

의 증가는 총 집합체 높이에서는 2~3배의 증가를 나타내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후보 노심개념 평가에서는 농축도 분리 노심 개념과 피복재 두께변경에 의한

단일 농축도 노심을 잠정적 후보 노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제안된 두 노심 모두, 단위 출력당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을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켰고, 이와 더불어 소듐기화반응도가를 줄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최종 후보노심으로 선정된 농축도 분리 노심과 피복재 두께 변경을

통한 단일 농축도 노심의 반경 방향 핵연료집합체 배치를 그림 1.1-5와 그림 1.1-6에 각각 나타

내었으며, 노심 성능 인자를 표 1.1-3과 표 1.1-4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농축도 분리 후보 노심

에 대한 노내외 핵물질 흐름을 표 1.1-5에 나타내었으며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의 노내외 핵물질

흐름을 표 1.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1-7과 그림 1.1-8에 각 후보노심의 평형주기 초와 평형주

기 말 반경방향 핵분열 출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 농축도 노심의 경

우 주기 중 출력변화가 농축도 분리노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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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농축도 분리 개념 후보 노심 반경방향 집합체 배치도

그림 1.1-6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개념 후보 노심 반경방향 집합체 배치도



- 2-16 -

성능 인자 농축도 분리 개념 후보 노심

주기평균 전환비 0.99315

재장전주기 (months) 21

연소반응도가 (pcm) 242

평균방출연소도 (MWD/kg)

내부/중앙/외부/전노심영역 105.88/105.67/82.43/95.51

첨두방출연소도 (MWD/kg)

내부/중앙/외부노심 137.91/140.16/143.82

TRU 무게비 (w/o)

내부/중앙/외부/평균 (주기초) 13.21/14.13/16.66/14.95

첨두출력인자

내부/중앙/외부/전노심 (주기초)

내부/중앙/외부/전노심 (주기말)

1.340/1.295/1.707/1.554

1.292/1.355/1.768/1.516

첨두중성자속 (1015 n/cm2 sec))

내부/중앙/외부노심 4.12/3.94/3.61

첨두 고속중성자플루언스 (n/cm2) 4.82/4.75/4.59

표 1.1-3 농축도 분리 개념 후보 노심 성능 인자

성능 인자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개념 후보 노심

주기평균 전환비 1.00124

재장전주기 (months) 21

연소반응도가 (pcm) 338

평균방출연소도 (MWD/kg)

내부/중앙/외부/전노심영역 107.43/104.49/70.93/88.75

첨두방출연소도 (MWD/kg)

내부/중앙/외부노심 137.09/136.69/128.72

TRU 무게비 (w/o)

(주기초) 14.65

첨두출력인자

내부/중앙/외부/전노심 (주기초)

내부/중앙/외부/전노심 (주기말)

1.282/1.306/1.816/1.550

1.271/1.307/1.802/1.532

첨두중성자속 (1015 n/cm2 sec))

내부/중앙/외부노심 3.69/3.68/3.48

첨두 고속중성자플루언스 (n/cm2) 4.48/4.49/4.30

표 1.1-4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개념 후보 노심 성능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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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농축도 분리 개념 노심의 노내․외 물질 흐름

(unit: kg/cycle)

　 노내 물질 흐름 노외 물질 흐름

　 BOEC EOEC
Gain

(EOC-BOC) Charged Discharged Gain

U-234 22.21 21.58 -0.63 5.82 5.18 -0.63
U-235 22.00 18.50 -3.50 7.09 3.59 -3.50

U-236 31.53 31.34 -0.18 7.89 7.71 -0.18

U-238 54419.60 52725.70 -1693.90 14258.30 12564.50 -1693.80

Total U 54495.34 52797.13 -1698.21 14279.10 12580.98 -1698.11

Pu-238 130.98 129.78 -1.21 33.62 32.41 -1.21

Pu-239 6042.24 6043.08 0.84 1494.01 1494.88 0.87

Pu-240 2879.08 2878.66 -0.42 720.07 719.66 -0.41

Pu-241 338.53 348.38 9.84 79.77 89.62 9.84

Pu-242 259.27 259.27 0.01 64.87 64.88 0.01

Np-237 54.23 53.99 -0.24 13.56 13.32 -0.24

Am-241 186.95 177.20 -9.76 51.29 41.53 -9.76

Am-242m 10.44 10.48 0.03 2.52 2.55 0.03
Am-243 67.00 66.99 -0.01 16.76 16.74 -0.01

Cm-242 6.24 8.11 1.87 0.04 1.91 1.87

Cm-243 0.64 0.65 0.01 0.16 0.17 0.01

Cm-244 44.78 45.83 1.05 10.73 11.78 1.05

Cm-245 13.84 13.84 0.00 3.49 3.49 0.00

Cm-246 8.07 8.07 0.00 2.02 2.02 0.00

Total MA 392.19 385.15 -7.04 100.56 93.52 -7.04

Total TRU 10042.29 10044.32 2.02 2492.90 2494.97 2.07

Total HM 64537.63 62841.44 -1696.19 16772.00 15075.95 -1696.05

FPU8 295.95 487.72 191.77 0.00 191.77 191.77

FPPU9 1485.52 2476.87 991.35 0.00 991.35 991.35

FPPU0 154.96 258.21 103.24 0.00 103.24 103.24
FPPU1 107.85 181.56 73.71 0.00 73.71 73.71

Total FP 2104.38 3503.76 1399.38 0.00 1399.38 1399.38

REU8 84.61 132.85 48.24 2.54 50.78 48.24

REPU9 354.41 561.79 207.38 10.91 218.29 207.38

REPU0 38.52 61.03 22.51 1.18 23.69 22.51

REPU1 27.82 44.44 16.62 0.87 17.50 16.62

Total RE 521.98 826.29 304.30 16.02 320.32 304.30

DUMP 0.26 0.44 0.18 0.00 0.18 0.18

Total 67164.26 67171.93 7.67 16788.02 16795.83 7.81

TRU/Total (%) 14.95 14.95 0.00 14.85 14.85 0.01

MA/Total (%) 0.58 0.57 -0.01 0.60 0.56 -0.04

(FP+RE)/Total (%) 3.91 6.45 2.54 0.10 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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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개념 노심의 노내․외 물질 흐름

(unit: kg/cycle)

　 노내 물질 흐름 노외 물질 흐름

　 BOEC EOEC
Gain

(EOC-BOC) Charged Discharged Gain

U-234 24.62 23.95 -0.66 6.43 5.76 -0.66
U-235 24.97 21.42 -3.55 7.82 4.28 -3.55

U-236 34.71 34.52 -0.19 8.70 8.51 -0.19

U-238 58888.50 57173.60 -1714.90 15382.70 13667.80 -1714.90

Total U 58972.80 57253.49 -1719.30 15405.65 13686.35 -1719.30

Pu-238 137.11 136.18 -0.94 35.06 34.12 -0.94

Pu-239 6438.36 6452.88 14.52 1588.70 1603.18 14.48

Pu-240 3019.27 3025.25 5.98 752.55 758.54 5.99

Pu-241 349.41 360.48 11.07 81.99 93.06 11.07

Pu-242 264.39 264.98 0.60 65.93 66.52 0.60

Np-237 55.45 55.38 -0.07 13.80 13.74 -0.07

Am-241 199.41 189.76 -9.64 54.36 44.72 -9.64

Am-242m 11.12 11.18 0.06 2.68 2.74 0.06
Am-243 67.61 67.77 0.16 16.84 17.00 0.16

Cm-242 6.40 8.33 1.93 0.04 1.98 1.93

Cm-243 0.65 0.66 0.01 0.16 0.17 0.01

Cm-244 44.30 45.44 1.14 10.58 11.72 1.14

Cm-245 13.63 13.67 0.03 3.42 3.46 0.03

Cm-246 7.78 7.80 0.02 1.94 1.96 0.02

Total MA 406.35 399.98 -6.36 103.84 97.48 -6.36

Total TRU 10614.89 10639.76 24.87 2628.07 2652.91 24.84

Total HM 69587.69 67893.25 -1694.43 18033.72 16339.26 -1694.46

FPU8 1.22 2.01 0.79 0.00 0.79 0.79

FPPU9 6.25 10.43 4.17 0.00 4.17 4.17

FPPU0 0.63 1.06 0.42 0.00 0.42 0.42
FPPU1 0.44 0.74 0.30 0.00 0.30 0.30

Total FP 8.79 14.64 5.85 0.00 5.85 5.85

REU8 0.35 0.55 0.20 0.01 0.21 0.20

REPU9 1.49 2.36 0.87 0.05 0.92 0.87

REPU0 0.16 0.25 0.09 0.00 0.10 0.09

REPU1 0.11 0.18 0.07 0.00 0.07 0.07

Total RE 2.18 3.45 1.27 0.07 1.34 1.27

DUMP 0.00 0.00 0.00 0.00 0.00 0.00

Total 69598.65 67911.34 -1687.32 18033.79 16346.44 -1687.35

TRU/Total (%) 15.25 15.67 0.42 14.57 16.23 1.66

MA/Total (%) 0.58 0.59 0.01 0.58 0.60 0.02

(FP+RE)/Total (%) 0.02 0.03 0.01 0.00 0.0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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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계된 후보모형의 노심은 핵연료의 교체 및 재장전이 4배치 핵연료 관리전략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설정되었다. 방출되는 핵연료는 1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에 파이로 공

정으로 재순환 후 핵원료성 물질인 감손우라늄을 보충하여 새 연료로 가공되어 장전되는 것을 가

정하였다. 이 때 파이로 공정 및 가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1년으로 가정하였다. 핵연료배치

수, 사용후연료의 냉각기간, 사용후연료 파이로 공정 기간, 핵연료 재가공 기간 등 핵주기변수들

의 실제값이 가정과 상이한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핵주기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핵연료배치는 4배치를 참조로 하여 3배치나 5배치로 핵연료가 관리되는 것을 분석하

였으며, 사용후연료의 냉각기간은 10년까지 분석하였다. 파이로 공정 기간 및 핵연료 가공기간은

3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였다.

그림 1.1-9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TRU 농축도

그림 1.1-9는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라 노심에 필요한 TRU의 농축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배치수에 따른 TRU 농축도는 5배치인 경우는 참조값보다 높은 농축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3

배치인 경우는 낮은 농축도의 TRU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배치 수에 따라 핵연료가 노심 내에서

연소하는 기간이 달라져 주기 말 임계 달성을 위한 노심의 잉여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18개월 주기의 5배치인 경우 핵연료가 90개월 동안 연소하는 반면에, 3배치인 경우는 54개월간

연소하게 된다. 오랜 연소기간을 갖는 5배치인 경우는 노심에 필요한 잉여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높은 TRU 농축도를 필요로 하고, 3배치인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인다.

파이로 공정 기간이나 가공 기간이 3년까지 걸리는 경우 TRU의 농축도 변화는 0.1% 이하로

그 영향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냉각기간의 경우도 3년까지는 그 영향이 0.1% 이하이나, 5년이

되면 0.2%로 커지며 10년인 경우는 0.4% 까지 늘어난다. 이는 냉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핵종

들, 특히 반감기가 14.35년으로 비교적 짧은 Pu-241의 방사성 붕괴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1.1-10은 핵주기변수에 대한 소듐기화반응도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배치의 경우

소듐기화반응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노심의 평균연소도가 증가하여 MA의 존재량이 많아지기 때

문이다. 3배치인 경우는 연소도가 줄어들어 소듐기화반응도가도 감소한다. 소듐기화반응도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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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파이로 공정 기간이나 가공 기간이 3이하인 경우에도 만족하고 있다. 냉각기간의 경우도 3

년 이하일 때 소듐기화반응도가 요건이 만족되고 있다. 그러나 냉각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는 냉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되는 MA 핵종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1.1-10 핵주기변수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가

핵주기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노심의 특성은 배치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

라지므로 후보모형 노심은 새로 설정해야한다. 파이로 공정 기간이나 가공 기간은 3년 한도 내에

서는 선정된 노심이 유효하며, 핵연료의 냉각기간이 3년 이내에서 달라져 핵연료의 조성이 다른

경우에도 노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가) 노심 후보 개념 평가

농축도분리 노심은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이 적고, 핵연료의 방출연소도가 커 핵연료 경제

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노심 영역별 농축도가 서로 달라,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출력분포의 변

화가 단일농축도 노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심 열적 성능이 저하될 가능

성이 있다.

단일농축도 노심은 주기 초와 주기 말의 출력분포 변화가 적어 유량 분배가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노심 내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복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피복관 내부 온

도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두 노심에 대

하여 노심열유체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노심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후보 노심은 총 14개의 유량으로 동일한 수로 배분되었으며 각각의 유량 조건에서 피

복관 중심 온도를 2σ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1.1-11은 농축도분리 노심내 집합체

별 최종 유량분배 및 그에 따른 온도분포 계산결과(집합체의 위치, 집합체의 종류, 유량그룹, 집

합체 출력, 출구온도 값 등)를 1/6노심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주기초와 주기말 사이의 출력 변

동이 크더라도 유량을 그림과 같이 배분함으로써, 2σ 불확실도를 고려한 피복관 중심온도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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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650℃를 만족하고 있다. 그림 1.1-12는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노심의 집합체별 최종

유량분배 및 그에 따른 온도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 농축도 분리 노심과 마찬가지로 2σ 불확실

도를 고려한 피복관 중심온도가 제한치 650℃를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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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농축도 분리 노심 유량 배분 및 피복관 온도 계산 결과 (1/6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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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0

(16,9)
OC
2.80
12
639

(16,10)
OC
2.60
13
641

(16,7)
OC
2.60
13
641

(16,8)
OC
2.80
12
639

그림 1.1-12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노심 유량 배분 및 피복관 온도 계산 결과 (1/6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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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은 농축도 분리 노심에 대한 핵연료집합체별 압력강하 분석 결과이다. 압력강하에 대

한 설계 기준은 KALIMER-600과 원자로 출력 대비 펌프 출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집합체의

압력강하 제한치를 0.25MPa로 설정하였다. 압력강하는 냉각재의 유량에 좌우되는데, 집합체별

최소 유량(11.6 kg/sec) 및 최대 유량(25.6 kg/sec)에 대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20%의 불확

실성을 고려하더라도 0.22MPa를 넘지 않아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표 1.1-8은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 농축도 노심에 대한 핵연료집합체별 압력강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농축도 분

리 노심과 마찬가지로 최소유량 (11.8 kg/sec) 및 최대 유량 (25.3 kg/sec)에 대하여 그 결과를 수

록하였으며 20%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때 0.23MPa 정도로 나타나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고 있

다.

표 1.1-7 농축도 분리 노심 핵연료집합체 압력강하 분포

Flow rate = 25.6 (kg/sec) Flow rate = 11.6 (kg/sec)

Upper Part 0.0245
Bundle Part 0.1160
Lower Part 0.0087
Inlet Nozzle 0.0260
Inlet Orifice and
Receptacle Internal 0.0028

Total  0.180
(20% uncertainty :      0.216)

Upper Part 0.0050
Bundle Part 0.0290
Lower Part 0.0018
Inlet Nozzle 0.0053
Inlet Orifice and
Receptacle Internal 0.1390

Total 0.180
(20% uncertainty :  0.216)

표 1.1-8 단일 농축도 노심 핵연료집합체 압력강하 분포

Flow rate = 25.3 (kg/sec) Flow rate = 11.8 (kg/sec)

Upper Part 0.0262
Bundle Part 0.1240
Lower Part 0.0093
Inlet Nozzle 0.0278
Inlet Orifice and
Receptacle internal   0.0030

Total                  0.190
(20% uncertainty : 0.228)

Upper Part 0.0063
Bundle Part 0.0380
Lower Part 0.0022
Inlet Nozzle 0.0067
Inlet Orifice and
Receptacle internal    0.137

Total 0.190
(20% uncertainty : 0.228)

피복재 두께 변경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도 피복재 온도 및 압력강하가 설계 제한치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꺼운 피복관 때문에 내면 온도가 약 40°C 상승함으로 인해 주기

동안 균일한 출력분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열적 성능에서의 이득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농축

도분리 노심에 비하여 열적 성능 향상이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농축도분리 노심이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이 단일농축도 노심 보다 6.4%가량 적어 핵연료 경제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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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후보 노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2) 노심 출력 변경 분석 및 노심 특성 개선

자체순환로의 출력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출력용량에 따른 노심의 특성변화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600, 900, 1200, 1500, 1800MWe의 노심들에 대하여 동등한 소듐기화반응

도가를 갖도록 구성하여 핵연료 장전량 및 노심 크기 등 경제성 관련 인자 및 노심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주형국, 2008a]

출력별 노심의 주요 설계 인자 및 노심 특성을 표 1.1-9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낸 각 출력별

노심들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노심의 크기가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탐색한 결과이다.

원자로 출력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중성자 누출량이 줄어들어 소듐기화

반응도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노심의 유효 높이를 줄여 비슷한 소듐기화반응가를 갖

도록 구성하였다.

표 1.1-9 출력용량별 노심 특성 변화

노심 특성 인자 600MWe 900MWe 1,200MWe 1,500MWe 1,800MWe

노심높이 (cm)
노심직경 (m)
규격화된 노심 유효 직경 (m/GWe)
신연료 평균 TRU 농축도, wt%
중핵종 장전량(ton/GWe, BOEC)
TRU 장전량(ton/GWe, BOEC)
첨두 선출력 밀도(W/cm)
평균방출연소도(MWD/kg)
첨두고속 중성자류 (n/cm2)
반응도계수 (pcm/°C, BOC/EOC)
  - Doppler 계수 at 900°K
  - 축방향 팽창 계수

  - 반경 방향 팽창 계수
  - 소듐 밀도 계수
소듐기화반응도가 ($, BOC/EOC)
제어봉가 (pcm/control rod)

94
5.07
6.55

15.07
60.6
9.49
268
85.0

3.97x1023

-0.70/-0.67
-0.15/-0.14
-0.64/-0.63
 0.77/0.82
7.13/7.54
442/461

90
5.95
6.27

14.78
53.2
8.24
301
96.4

4.56x1023

-0.70/-0.67
-0.13/-0.12
-0.64/-0.63
0.79/0.82
7.29/7.76
267/273

84
6.62
6.04
14.65
49.9
7.87
306

102.6
4.86x1023

-0.70/-0.66
-0.12/-0.11
-0.65/-0.64
0.80/0.84
7.22/7.69
226/230

80
7.25
5.92

14.43
49.8
7.54
318

102.8
4.94x1023

-0.70/-0.66
-0.11/-0.10
-0.66/-0.65
0.81/ 0.86
7.36/7.83
150/155

78
7.80
5.81
14.30
50.2
7.55
312

102.2
4.96x1023

-0.70/-0.66
-0.10/-0.10
-0.66/-0.65
 0.81/ 0.85

7.37/7.79
141/142

표 1.1-9에 보인 바와 같이 출력용량이 커질수록 노심직경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중성자

경제성 향상으로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은 감소하고 평균방출연소도는 증가하여 큰 출력용량

에서 핵연료 경제성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1.1-13에 보인 바와 같이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은 1500MWe 부근에서 포화되어 그 이상에서는 출력용량이 증가하여도 TRU 장

전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첨두 선출력밀도는 노심이 커짐에 따라 단위 출력 당 핵연료 장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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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다. 또한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는 출력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모두 설계기

준을 만족하고 있다.

도플러온도 계수는 출력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며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 제어봉가는 그림 1.1-13에 보인바와 같이 노심 출력용량에 반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력용량이 증가할수록 제어봉

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7.5

8.0

8.5

9.0

9.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TRU loading

 

TR
U 

lo
ad

in
g 

[to
n/

G
W

e]

Core total power [MWe]

 Control rod worth
 Peak linear power density

Co
nt

ro
l r

od
 w

or
th

 [p
cm

/ro
d]

Li
ne

ar
 p

ow
er

 d
en

sit
y 

[W
/c

m
]

그림 1.1-13 출력 용량에 따른 TRU 장전량, 제어봉가, 첨두 선출력 밀도 변화

이상과 같이 노심의 안전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출력용량에 따른 핵특성 변화를 탐색한 결과

노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출력용량은 1,500MWe으로 나

타났으나 계산 불확실도 및 설계 변수 변화가 최적 노심 출력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측면

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고 건설단가 절감을 위하여 고려중인 2루프 노심의 적합성, 제조성 (현재

루프당 증기발생기 용량을 냉각재 파이프의 최대 직경을 고려하여 600 MWe정도로 고려 중)을

고려하여 자체순환로 출력용량을 1,200MWe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1,200MWe 출력용량을 갖는 후보 노심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설계 변

경을 수행하였다. 그 중 하나는 기존 후보 노심에서 채용하고 있는 축방향 흡수재를 제거하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3영역으로 분리된 노심을 2영역으로 단순화하여 장전되는 핵연료의 농축

도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핵연료봉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여 핵연료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함

이다.[주형국, 2008b]

다. 후보노심의 최적화 및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1) 후보노심의 최적화

KALIMER-600과 현재 후보 노심은 소듐기화반응도를 줄이기 위하여 핵연료 하단에 약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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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B4C 흡수재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핵연료봉 하단에 장착된 차폐체로 인해 소듐기화시

중성자 누출을 방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B4C 흡수재 층을 장착하는 것은 소듐기화반응

도를 1$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B4C 흡수재층은 노심반응도를 감소시켜

TRU 장전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전환특성을 감소시키는 등 중성자 경제성에 불리한 작용

을 한다.

따라서 소듐기화반응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듐기화시 축방향으로 중성자 누출이 증가

하도록 노심의 높이를 줄였다. 그림 1.1-14는 B4C 흡수재층을 제거한 후보노심에서 노심높이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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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B4C 흡수재층 제거 및 노심 높이에 따른 소듐기화 반응도 변화

노심높이를 92cm 유지한 상태에서 B4C층을 제거하는 경우는 소듐기화반응도가가 8.3$로 증

가하여 제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소듐기화반응도를 목표치 7.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노심의 높이는 대략 80cm 보다 작게 설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심높이가 줄어들면 핵연료의 장전량도 동시에 줄어들어 임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연료장전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핵연료집합체 수를 기존의 600개에서 624개로 늘렸고,

핵연료봉의 직경도 8.5mm에서 8.7mm로 증가시켰다. 설계 변경된 노심에 대한 설계제원과 주요

노심 특성을 표 1.1-12와 표 1.1-13에 각각 나타내었다. 주기 초 핵분열성 플루토늄 장전량, TRU

장전량은 각각 5.32, 8.37ton/GWe로부터 5.06, 7.97ton/GWe으로 5% 가량 줄어들어 경제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심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핵연료 장전량을 달리하는 이유는 노심의 출력분

포를 가능한 평탄하게 만들어 출력첨두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형노심에서 노심

영역을 많이 나눌수록 출력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영역 수만큼 TRU 농축도가 다른

핵연료를 제조해야하므로 핵연료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심을 적

은 수의 영역으로 나누어 출력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3영역으로 나누었던 후보노심을 2영역으로 단순화 하는 노심개선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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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표 1.1-10과 표 1.1-11에 2영역으로 개선된 자체순환로 설계 제원 및 노심 특성을 나타

내었다. 노심 특성을 3영역 노심과 비교하면, 출력밀도, 핵분열성 플루토늄, TRU, 핵연료 장전량,

연소도, 첨두 선출력밀도 및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1,200MWe의 대용량 노심에서 노심 핵특성의 저하없이 노심영역을 3영역에서 2영역으로 줄여

핵연료 제조공정 단순화를 통한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표 1.1-10 흡수재층 제거에 따른 노심 설계 인자 비교

설계인자 및 노심특성
흡수재층

3영역노심

흡수재제거

3영역 노심

흡수재제거

2영역노심
노심높이 (cm)
집합체내 핵연료봉수
핵연료집합체 피치 (cm)
핵연료봉 외경 (mm)
핵연료 Slug 외경 (mm)
피복관 두께 (mm)
핵연료봉 피치 (cm)
핵연료 P/D 비
핵연료집합체수
IC/MC/OC

축방향 흡수재층 두께 (cm)

92.0
271
18.22
8.5
6.33
0.60
1.01
1.188

192/144/264
15

80.0
271
18.45
8.7
6.50
0.60
1.03
1.184

198/180/246
-

80.0
271
18.45
8.7
6.50
0.60
1.03
1.184

318/ - /306
-

표 1.1-11 흡수재층 제거 및 노심 영역 수 감소에 따른 노심 설계 특성 비교

노심특성
흡수재층

3영역노심

흡수재제거

3영역 노심

흡수재제거

2영역노심

연소 결손 반응도($)
전환비
TRU wt% (BOEC)
- Inner Core
- Middle Core
- Outer Core
신연료 평균 TRU wt%
Heavy Metal 장전량 (ton/GWe)
TRU 장전량 (ton/GWe)
주기길이 (EFPD)
첨두 선출력밀도 (W/cm)
평균 방출연소도 (MWD/kg)
첨두 고속중성자플루언스(n/cm2)
반응도계수 (pcm/oC)
- Doppler at 900oK
- 축방향 팽창 계수
- 반경방향 팽창 계수
- 소듐밀도 계수
제어봉가 (pcm/rod)
소듐기화반응도가 ($)

0.69
0.993

13.21
14.13
16.65
14.95
53.8
8.37
540
309
95.5

4.82x1023

-0.66
-0.062
-0.592
0.810
201
7.49

0.64
0.993

13.05
14.33
16.90
14.94
51.2
7.97
540
319
100.1
4.74x1023

-0.70
-0.061
-0.562
0.801
218
7.26

0.63
0.993

13.16
-
16.79
14.98
51.2
7.97
540
319
100.1
4.74x1023

-0.70
-0.062
-0.563
0.800
226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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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핵연료 경제성

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기출력 1,200 MWe, 열출력 3,046.8 MWt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390°C의 입구 온도와 545°C의 출구 온도를 갖는다. 노심 영역은 4배치 즉, 매주기 1/4의 핵연료집

합체가 신연료로 교체되며 총 540 EFPD의 주기길이와 21개월의 재장전 주기를 갖는다.[주형국,

2009, Joo, et al., 2009]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은 반경방향으로 내부 노심 및 외부노심 영역이 동심원의 형태로 균질하

게 배치 되어 있으며 노심 외곽 영역은 반사체, IVS (In-Vessel Storage) 영역을 노심과 핵적으

로 격리시키기 외한 B4C 차폐체 영역, IVS 영역, 최외곽 반경방향 차폐체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1.1-15는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반경방향 집합체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심에는 총

1201개의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으며 내부 노심 영역에 318개, 외부 노심 영역에 306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으며 노심 잉여반응도 보상을 위한 1차 제어봉집합체 24개 노심 안전 정지

를 위한 2차 제어봉집합체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노심은 반경방향과 축방향으로 핵확산저

항성 향상을 위하여 블랭킷 영역을 배제하여 설계되었다.

Inner core 318

Outer core 306

Primary CR 24

Secondary CR 12

Reflector 96

B4C shield 102

In-vessel storage 222

Radial shield 120

Vacant duct 1

Total 1201

그림 1.1-15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 반경방향 핵연료 집합체 배치도 (1,200 MWe)

노심 정 중앙에는 빈 덕트만이 장전되어 있으며 노심 상부구조물 설계에서 기계분야의 검토의

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노심 상부구조물의 직경을 줄이기 위하여 표 1.1-10의 흡수재층 제거

2영역 노심과 그림 1.1-15의 노심에서 제어봉위치를 최대한 노심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표 1.1-12에 노심 설계 인자를 요약하였다. 노심의 유효 높이는 80cm이며 반경방향으로 노심

등가직경은 실온(20°C)에서 497.6 cm이며 노심 외곽의 비연료 집합체를 포함한 원자로 등가직경

은 실온에서 671.3 cm이다. KALIMER-600과 이전의 후보 노심에서 채택된 노심 하부의 B4C영

역은 설계에서 제외하고 전노심 소듐기화 반응도가를 목표치(7.5 $)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

심 유효 높이를 줄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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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 설계 인자 요약

Operating Conditions

Core Thermal Power (MWt)

Core Electric Power (MWe)

Core Mixed Mean Inlet/Outlet Temperature (oC)

Total Flow Rate (kg/s)

Plant Thermal Efficiency (%)

Plant Capacity Factor (%)

Refueling Interval (months)

Effective Full Power Day (EFPD)

Number of Batches

Inner Driver Fuel

Middle Driver Fuel

Outer Driver Fuel

3046.8

1200

390.0/ 545.0

15478.82

39.4

85.7

21

540

4

4

4

Core Design Parameters

Core Configuration

Number of Fuel Assembly Types

Active Core Height (cm)

Equivalent Core Diameter (cm)

Equivalent Reactor Diameter (cm)

Axial Blanket Thickness (cm)

Charge Fuel Composition

Number of Assemblies

Inner Driver Fuel

Outer Driver Fuel

Reflector

Control Rod

Vacant Duct

B4C/Radial Shield

IVS

Total

Core Structural Material

Homogeneous

2

80.0

497.6

671.3

0

LMR Recycled

318

306

96

36

1

102/120

222

1201

Mod.HT9

핵연료집합체 피치는 실온조건에서 18.446 cm이며 핵연료봉 외경은 8.7 mm 이며 피복관의 두

께는 0.595 mm이다. 핵연료심의 직경은 피복관 내부에서 총 체적비가 75% (Smear Density

75%)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핵연료봉은 그림 1.1-17에 보인 바와 같이 육각 형태로 10.3 mm

의 연료봉 피치로 배치되어있다. 각 핵연료봉은 직경 1.4 mm의 와이어 격자로 지지되며 와이어

격자의 피치 는 20.49 cm이다. 단위 핵연료집합체 피치의 내부영역에서 실온에서 핵연료가 차지

하는 체적비는 약 30.6%로 나타났다. 표 1.1-13에는 노심에 장전된 핵연료집합체의 상세 제원 및

물질의 체적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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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3 자체순환로 핵연료집합체 제원

Fuel

Smeared Density (%)

Active Fuel Length (cm)

Fuel Element Length (cm)

Overall Assembly Length (cm)

Assembly Pitch (mm)

Duct Gap (mm)

Duct Wall Thickness (mm)

Fuel Pins per Fuel Assembly

Pin Outer Diameter (mm)

Pin P/D Ratio

Cladding Thickness (mm)

Cladding Material

Upper Fission Gas Plenum Length (/Na Filled) (cm)

Duct Material

Pin Spacer

Wire Wrap Diameter (mm)

Wire Wrap Pitch (mm)

U-TRU-10Zr

75

80

355.27

429.42

184.46

4.0

4.0

271

8.7

1.184

0.595

Mod.HT9

178.52(/ 24.81)

Mod.HT9

Wire Wrap

1.4

204.9

Volume Fractions (%)

Fuel (Smeared)

Coolant

Structure

30.553

25.783

23.664

제어봉집합체는 외부 덕트와 내부 덕트를 갖는 이중 덕트구조로 설계되었다. 외부덕트는 원자

로에 핵연료집합체와 같이 장전되며 내부 덕트만이 노심 상부구조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연결되

어 주기 운전 중 잉여반응도 제어에 사용된다. 제어봉집합체는 주기 운전 중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한 1차 제어 계통과 독립적인 운전 정지를 위한 2차 제어 계통으로 구분된다. 두 제어 계통에

사용된 제어봉집합체의 제원은 같으며 단지 각 집합체의 중성자 흡수물질로 장전된 B4C의 B-10

농축도에서 차이가 있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제어봉과 2차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 물질은

천연 보론이 사용되었다. 또한 제어봉에서 중성자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

기 위하여 1.2 mm의 와이어 격자가 장착되어 있다.

반사체집합체는 총 61개의 Mod.HT9 강철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반사체 봉이 서로

지지하는 구조로 별도의 지지격자가 사용되지 않았다.

B4C 차폐집합체는 노심 영역으로부터 노내 저장 영역을 핵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집합체로

서 90% 농축된 보론을 사용하며 각 차폐봉이 서로 지지하는 구조로 별도의 지지격자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중성자 흡수물질은 유효노심 높이 영역에 장전되며 B4C 차폐집합체의 상부에는 보

론과 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헬륨 가스압 조절을 위한 상부 플레넘이 위치한다.

노심 최외곽에 위치한 반경방향 차폐집합체는 감마가열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과열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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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장전되며 B4C 차폐집합체의 차폐봉 외경과 동일하다. 단, 반경방향집합체에는 중성자

흡수물질이 장전되지 않으며 HT9 강철봉이 장전된다.

노심의 출력 분포 평탄화를 위하여 각 영역별 연료의 TRU 농축도를 조절하였다. 노심 영역은

내부 및 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출력 분포를 최대한 평탄화 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신연료 농축

도를 REBUS3 평형주기 계산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매 주기에서는 전 노심 핵연료집합체의 1/4

이 교체되며 이때 모든 집합체의 위치 변경 (Shuffle)은 수행되지 않는다. 노외 핵주기 계산에 사

용된 입력으로 파이로 재순환공정에서 회수되는 TRU의 회수율은 99.9%로 가정하였으며 재순환

공정에서 5%의 희토류 원소가 재순환 되고 나머지 핵분열 생성물은 모두 분리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2) 후보노심의 핵확산저항성지수 평가

설계 초기부터 건설, 운전, 사용후 핵연료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평가 되어야 하는 핵확산 저항

성(Proliferation Resistance: PR)에 대한 평가를 1,200 MWe 자체순환로(최종 노심, 그림 1.1-15

참조) 와 600 MWe 연소로(후보 노심, 그림 1.2-6 참조)에 대하여 ORIGEN2.1 Code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핵물질 매력지수(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략적인 기준이 없어 INPRO에서 제시하는 User

Manual[IAEA, 2007]의 User Requirement 2 : 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에 대한 평가 및

핵물질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수행하여 상용 PWR과 CANDU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ORIGEN2.1 Code를 이용하여 표1.1-14과 같은 결과치를 바탕으로 표1.1-15과 같이 핵확산 저

항성에 대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각각의 Evaluation Parameter (EP)를 살펴보면 상용 PWR과

CANDU에 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후보노심 1,200 MWe 자체순환로와 600 MWe 연소로의 핵

확산 저항성이 더 강하게 평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EP2.1.1에서 최초 장전되어지는

핵연료가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진 핵연료이므로 높게 평가 되

어지지만 전 핵연료 주기 동안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여 순수 Pu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핵무기

급 핵물질로써의 Attractiveness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EP2.1.4에서 보듯이 주요 열발생

동위원소인 Pu-238의 비율이 다소 높게 평가되어 접근성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EP2.1.5의 결과에서 자발 중성자 생성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Indicator(IN) 2.1의 종합적인 평

가에서는 상용중인 PWR과 CANDU보다는 소듐냉각 고속로 후보노심 1200 MWe 자체순환로와

600 MWe 연소로의 핵확산 저항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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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4 원자로형별 사용후연료 10년 냉각 후 조성

PWR 4.5w/o UO2
45,000MWD CANDU

1,200MWe
자체순환로 600MWe 연소로

Isotopes 10년 w/o 10년 w/o 10년 w/o 10년 w/o

U234 2.30E+02 0.02% 4.50E+01 0.00% 4.50E+02 0.04% 1.90E+03 0.19%

U235 1.00E+04 1.05% 2.20E+03 0.22% 2.70E+02 0.03% 4.80E+02 0.05%

U236 5.70E+03 0.57% 7.40E+02 0.07% 3.30E+02 0.03% 5.80E+02 0.06%

U238 9.30E+05 92.64% 9.90E+05 98.51% 7.80E+05 78.38% 6.40E+05 64.40%

total U 9.40E+05 94.27% 9.90E+05 98.81% 7.80E+05 78.49% 6.50E+05 64.70%

PU238 2.70E+02 0.03% 3.40E+00 0.00% 2.00E+03 0.20% 8.30E+03 0.83%

PU239 5.40E+03 0.54% 2.80E+03 0.28% 9.00E+04 8.98% 1.00E+05 9.98%

PU240 1.60E+03 0.16% 1.00E+03 0.10% 4.30E+04 4.34% 8.50E+04 8.54%

PU241 1.10E+03 0.11% 1.30E+02 0.01% 3.30E+03 0.33% 8.40E+03 0.84%

PU242 7.30E+02 0.07% 5.30E+01 0.01% 4.00E+03 0.40% 1.90E+04 1.89%

total Pu 9.10E+03 0.91% 4.00E+03 0.40% 1.40E+05 14.26% 2.20E+05 22.09%

total Actinide 9.50E+05 95.36% 9.90E+05 99.23% 9.30E+05 93.47% 9.00E+05 89.96%

total F.P 4.60E+04 4.65% 7.80E+03 0.78% 6.50E+04 6.53% 1.00E+05 10.04%

Total 1.00E+06 1.00E+06 1.00E+06 1.00E+06

표 1.1-15 ORIGEN2.1 Code 결과값을 이용한 UR2 평가

Indicators

IN

Evaluation Parameter

EP

Evaluation scale

VW W M S VS

IN2.1:

Material

quality

EP2.1.1: Material type UDU
IDU
3), 4)

LEU
1)

NU
2) DU

EP2.1.2:

Isotopic

composition

239Pu/Pu
(wt.%)

W S
> 50

1)59.18, 2)69.39, 3)63.00

< 50
4)45.20

EP2.1.3:

Radiation field

Dose
(mGy/hr)
at 1 meter

< 150 150~300 350~1000
1000 ~
10000

> 10000
5

EP2.1.4: Heat
generation

238Pu/Pu
(wt.%)

< 20
1)3.00, 2)0.09, 3)1.41,

4)3.78

> 20

EP2.1.5:
Spontaneous
neutron
generation rate

(240Pu+242Pu)

/Pu (wt.%)

< 30
1)25.52, 2)27.27

> 30
3)33.28, 4)47.21

주 1)
PWR 45,000MWD/tU 4.5w/o UO2 10년 냉각

2)
CANDU 7,500MWD/tU 천연우라늄 10년 냉각

3) 1,200MWe 자체순환로 10년 냉각 4) 600MWe 연소로 10년 냉각

핵물질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Decay Heat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그림 1.1-1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후 핵연료의 노형별 붕괴열을 비교, 분석결과 Decay

Heat으로 본 핵물질의 접근성은 CANDU < PWR < 1,200 MWe 자체 순환로 < 600 MWe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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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순으로 후보노심에 대한 핵물질의 접근성이 떨어져 핵확산 저항성이 강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adiation Field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Radiation Activity는

Decay Heat과 비례하므로 이에 따른 접근성 또한 Decay Heat과 같은 결과로 평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Radiation Field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Microshield 7.0 또는 MCNP

코드를 사용하여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2

10-1

100

101

102

103

104

105

600MWe Burner

1,200 MWe Breakeven

PWR

 

De
ca

y 
He

at
 (W

at
ts

/M
t)

Cooling Time (yr)

 PWR Actinide
 PWR F.P
 PWR Total
 CANDU Actinide
 CANDU F.P
 CANDU Total
 1200 Actinide
 1200 F.P
 1200 Total
 600 Acitnide
 600 F.P
 600 Total

CANDU

그림 1.1-16 노형별 사용후 핵연료 접근성 평가

핵확산 저항성에 대한 정량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INPRO와 같은 기관에서 전문가 그

룹을 만들어 지속적인 평가 방법론과 정량화된 기준을 개발 중이다. 그에 따른 많은 연구와 조사

가 필요하다.

라. 최종 노심 핵특성 평가

(1) 노심 성능 인자

평형주기에서의 노심 핵특성 인자를 표 1.1-16에 나타내었다. 최종 노심은 노심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의 TRU 농축도를 달리하는 농축도 분리 노심을 노심 내부에 낮은 농축도의 TRU를 장

전하고 노심 외부에 농축도가 높은 TRU를 장전하도록 하였으며, 매주기 장전되는 신연료의

TRU 농축도는 내부, 외부 노심 각각 13.2 wt.%, 16.8 wt.%로 나타났다. 본 노심은 전환비 ~1.0,

주기길이 540일, 연소결손반응도 243 pcm, 평균 방출연소도 100 MWd/kg, 평형주기 초의 핵분열

성 플루토늄 장전량 6.1톤 (5.1톤/GWe)으로 노심 성능목표를 만족하고 있다. 또한 첨두 선출력

밀도 290.6 W/cm, 첨두 고속중성 플루엔스 4.74×1023, 첨두 방출연소도 142 MWd/kg으로 설계제

한치를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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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6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핵적 성능 인자

노심특성

Average conversion ratio

Cycle length (EFPD)

Burnup reactivity swing (pcm)

Average/peak fuel discharge burnup (MWD/kg)

Charged fuel TRU enrichment (wt.%)

Inner/Outer core

Driver fuel enrichment (TRU wt.%)

(BOEC/EOEC)

TRU inventory (BOEC/EOEC) (kg)

Heavy metal inventory (BOEC/EOEC) (kg)

Average power density (W/cc)

Inner/Outer/Total (BOEC)

Inner/Outer/Total (EOEC)

Average linear power for driver fuel (W/cm)

Inner/Outer/Total (BOEC)

Inner/Outer/Total (EOEC)

Peak power density (BOEC/EOEC) (W/cm)

with stage power factor

without stage power factor

Peak linear power (BOEC/EOEC) (W/cm)

with stage power factor

without stage power factor

Power peaking factors for driver fuel

Inner/Outer/Total (BOEC)

Inner/Outer/Total (EOEC)

Peak discharge fast neutron fluence (1023n/cm2)

Inner/Outer core regions

1.00

540

242.7

100.1/141.9

13.194/16.834

15.6/16.1

9588.0/9586.3

61385.5/59691.5

200.5/183.5/192.2

220.8/162.6/192.2

219.9/201.2/210.8

242.1/178.3/210.8

290.6/287.0

279.0/284.6

318.7/314.7

305.9/312.1

1.226/1.520/1.452

1.289/1.626/1.480

4.737/4.511

그림 1.1-17에 최종 노심의 반경방향 핵분열 상대 출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농축도 분리 개념 노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핵분열성 물질을 갖는 노심 내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비로 인해 주기 초에 비하여 주기 말 출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대

로 노심 외부영역에서는 낮은 전환비로 인해 주기 말 출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주기 초와 주

기 말의 최대 출력 변동은 내부 노심에서 최대 25% 외부 노심에서 최대 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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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267

24.951

1.014
1.267

24.951

1.013
1.254

23.791

1.012
1.256

24.111

1.013
1.254

23.791

1.016
1.241

22.146

1.014
1.244

22.682

1.014
1.244

22.682

1.016
1.241

22.146

1.018
1.231

20.923

1.016
1.231

21.161

1.018
1.231

20.923

1.025
1.202

17.268

1.022
1.212

18.591

1.020
1.213

18.922

1.020
1.213

18.922

1.022
1.212

18.591

1.025
1.202

17.268

1.031
1.170

13.482

1.028
1.183

15.078

1.027
1.191

15.969

1.026
1.193

16.277

1.027
1.191

15.969

1.028
1.183

15.078

1.031
1.170

13.482

1.040
1.137
9.327

1.036
1.153

11.293

1.035
1.164

12.464

1.036
1.171

13.031

1.036
1.171

13.031

1.035
1.164

12.464

1.036
1.153

11.293

1.040
1.137
9.327

1.045
1.119
7.081

1.045
1.134
8.517

1.046
1.145
9.465

1.046
1.145
9.465

1.045
1.134
8.517

1.045
1.119
7.081

1.047
1.054
0.669

1.051
1.079
2.664

1.055
1.097
3.981

1.057
1.111
5.109

1.057
1.121
6.055

1.057
1.121
6.055

1.057
1.111
5.109

1.055
1.097
3.981

1.051
1.079
2.664

1.047
1.054
0.669

1.188
1.095
-7.828

1.048
1.021
-2.576

1.064
1.053
-1.034

1.071
1.073
0.187

1.071
1.083
1.120

1.068
1.085
1.592

1.071
1.083
1.120

1.071
1.073
0.187

1.064
1.053
-1.034

1.048
1.021
-2.576

1.188
1.095
-7.828

1.169
1.053
-9.923

1.211
1.103
-8.918

1.225
1.129
-7.837

1.233
1.147
-6.975

1.076
1.043
-3.067

1.076
1.043
-3.067

1.233
1.147
-6.975

1.225
1.129
-7.837

1.211
1.103
-8.918

1.169
1.053
-9.923

0.957
0.838

-12.435

1.047
0.921

-12.034

1.116
0.985

-11.738

1.159
1.034

-10.785

1.204
1.085
-9.884

1.217
1.096
-9.942

1.204
1.085
-9.884

1.159
1.034

-10.785

1.116
0.985

-11.738

1.047
0.921

-12.034

0.957
0.838

-12.435

0.707
0.613

-13.296

0.822
0.714

-13.139

0.922
0.801

-13.124

0.994
0.867

-12.777

1.050
0.924

-12.000

1.090
0.960

-11.927

1.117
0.980

-12.265

1.117
0.980

-12.265

1.090
0.960

-11.927

1.050
0.924

-12.000

0.994
0.867

-12.777

0.922
0.801

-13.124

0.822
0.714

-13.139

0.707
0.613

-13.296

0.554
0.480

-13.357

0.658
0.570

-13.374

0.753
0.653

-13.280

0.822
0.714

-13.139

0.874
0.759

-13.158

0.922
0.799

-13.341

0.940
0.814

-13.404

0.922
0.799

-13.341

0.874
0.759

-13.158

0.822
0.714

-13.139

0.753
0.653

-13.280

0.658
0.570

-13.374

0.554
0.480

-13.357

0.607
0.526

-13.344

0.668
0.577

-13.623

0.700
0.605

-13.571

0.700
0.605

-13.571

0.668
0.577

-13.623

0.607
0.526

-13.344

BOEC
EOEC

Rel. Diff %

그림 1.1-17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 반경방향 핵분열 상대 출력 분포 (1/6 노심)

표 1.1-17에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노내․외 핵물질 흐름을 나타내었다. 평형주기 초 노심

에 장전된 TRU 총량은 9.6톤이며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장전량은 6.1톤 (5.1톤/GWe)으로 노심 성

능 목표를 만족하고 있다. 본 최종 노심은 전환비가 1.0에 가까운 자체순환로로서 주기 초와 주기

말의 TRU 변화량은 1.6 kg으로 소모되는 TRU의 양만큼 자체적으로 TRU 연료를 생산한다.

표 1.1-17에 보인 바와 같이 노심에 장전되는 신연료는 노심 평균값으로 14.9 wt.%의 TRU 농

축도가 장전되며 신연료 장전량은 대략 16.0톤으로 이 중 2.4톤의 TRU가 장전된다. TRU 장전량

의 대부분은 노심에서 자체 생산된 TRU로 공급되며 노심 외부에서 공급되는 연료는 우라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재순환 공정의 손실율 0.1%까지 고려하였을 때 신연료 장전을 위해 외부에서

공급되는 TRU양은 총 4.6 kg으로 전체 연료중에서 0.27%만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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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 물질 흐름 노외 물질 흐름

ISOTOPE BOEC EOEC Gain
(EOEC-BOEC) Charged Discharged External

feed

U-234 18.6 18.0 -0.6 4.9 4.3 0.0

U-235 18.9 15.5 -3.4 6.3 2.9 3.4

U-236 16.9 16.9 0.0 4.2 4.2 0.0

U-238 51743.2 50054.8 -1688.4 13587.5 11899.1 1688.4

PU238 116.7 115.5 -1.2 30.0 28.8 0.0

NP237 46.8 46.6 -0.2 11.7 11.5 0.3

PU239 5742.8 5741.9 -0.9 1419.4 1418.4 2.4

PU240 2765.2 2763.9 -1.3 692.0 690.7 0.9

PU241 335.8 344.9 9.1 79.5 88.6 0.6

PU242 252.9 252.8 -0.1 63.3 63.2 0.2

AM241 175.3 165.6 -9.7 48.3 38.6 0.1

AM242M 12.3 12.3 0.0 3.0 3.0 0.0

AM243 66.4 66.4 -0.1 16.7 16.6 0.1

CM242 5.9 7.6 1.8 0.0 1.8 0.0

CM243 0.6 0.6 0.0 0.1 0.2 0.0

CM244 45.1 46.1 1.1 10.8 11.9 0.0

CM245 13.9 13.9 0.0 3.5 3.5 0.0

CM246 8.1 8.1 0.0 2.0 2.0 0.0

FP 2101.8 3499.6 1397.7 0.0 1397.7 0.0

RE 521.1 825.0 303.8 16.0 319.8 0.0

Total HM 61385.4 59691.5 -1694.0 15983.2 14289.2 1696.4

Total TRU 9587.9 9586.3 -1.6 2380.4 2378.7 4.6

Total MA 374.6 367.4 -7.2 96.2 89.0 0.5

TRU/HM (%) 15.619 16.060 0.097 14.893 16.647 0.274

MA/HM (%) 0.610 0.615 0.425 0.602 0.623 0.030

Pu/HM (%) 15.009 15.444 -0.329 14.291 16.024 0.243

Pufiss/HM (%) 9.902 10.197 -0.480 9.378 10.546 0.176

표 1.1-17 자체순환로 최종노심의 노내․외 물질 흐름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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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반응도 계수 및 정지 여유도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반응도 계수 및 동특성 인자를 표 1.1-18에 나타내었다. 최종 노심의

평균 유효지발중성자 분율은 평형주기 초와 평형주기 말에서 각각 0.00356, 0.00353으로 나타났

다. 주기말에서 유효지발중성자 분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표 1.1-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대

적으로 지발중성자 분율이 낮은 TRU 원소의 함량이 평형주기 말에서 평형주기 초보다 높기 때

문이다.

표 1.1-18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반응도 계수 및 동특성 인자

Parameters BOEC EOEC

핵연료 도플러계수 (dρ/dT) (pcm) -1614.9T
-1.147

-1532.4T
-1.147

균등 팽창계수 (pcm/°C)

축방향 팽창

반경방향 팽창

-0.0709

-0.5729

-0.0612

-0.5630

소듐 냉각재 밀도 계수 (pcm/°C) 0.7488 0.7997

소듐 기화반응도가 (pcm ($))

유효노심 + 상부 개스 플리넘 2426 (6.2$) 2561 (6.6$)

제어봉가 (pcm ($))

1차 제어계통

2차 제어계통

5488 (15.4$)

2631 (7.4$)

5520 (15.6$)

2554 (7.2$)

유효지발 중성자 분율(βeff) 0.00356 0.00353

선행 핵군별 지발중성자분율 (bi/beff %)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2.285

17.539

14.725

36.076

21.442

7.934

2.298

17.646

14.752

36.030

21.381

7.894

유효 중성자 수명 (µ sec) 0.390 0.391

소듐기화 반응도가는 최대 6.6 $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설계 목표치 7.5 $를 만족하는 값이다.

표 1.1-18에 핵연료 온도 계수, 냉각재 밀도 계수,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 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동특성 인자와 함께 안전해석 입력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1-19은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원자로 정지 여유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노심에는 독

립적인 두 가지 형태의 반응도 제어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1차 제어봉 (Primary Control System)

은 AOO(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를 포함하는 정상상태 운전 중 제어봉 고착 및 반

응도 예측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재장전 온도상태로 원자로 정지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차 제어봉은 정상 운전시 제어봉 고착 및 반응도 예측의 불확실도를 고려

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고온 정지 온도 상태로 원자로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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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결손에 따른 반응도 양은 표 1.1-18에 나타낸 반응도 계수를 통하여 각각의 원자로 정지

조건에 대하여 계산하였으며 정상 운전시 115%의 과출력 범위를 가정한 출력 결손을 상정하였

다. 각 제어봉가 요건에 출력 결손, 연소결손 반응도가, 임계도 예측, 핵분열성 물질 장전량, 축방

향 핵연료 성장, 제어봉가 예측에 관여하는 비균질 효과 및 수송 이론효과에 대한 불확실도를 1

차 제어봉과 2차 제어봉에 대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각 제어봉에 대하여 가장 큰 제어봉가를 갖

는 제어봉 집합체가 고착된 경우를 상정하여 정지 여유도를 평가하였다.

정지 여유도 평가 결과, 1차 제어봉에 대해서는 7.6 $ (2.6 %Δρ) 2차 제어봉에 대해서는 3.8 $

(1.3 %Δρ)의 정지 여유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소 1% Δρ의 정지 여유도를 요

구하는 기본 설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표 1.1-19 자체순환로 최종 노심의 원자로 정지 여유도

unit: $

Items Primary
System

Secondary
System

Temperature defects

Full power to hot standby

Hot standby to refueling

1.101

0.547

0.554

0.547

0.547

Overpower (15%) 0.082 0.082
Fuel cycle excess reactivity

Burnup reactivity swing

Fuel axial growth

1.189

0.689

0.500
Uncertainty (RMS)

Temperature defect (20%)

Burnup reactivity swing (20%)

Criticality

Fissile loading

Fuel axial growth (20%)

Heterogeneity and transport effect (20% of N-1)

3.013

0.220

0.138

1.000

1.000

0.100

2.646

1.184

0.109

1.179
Reactivity fault 0.300 0.300

Maximum reactivity requirement 5.685 2.113
Total reactivity worth

One stuck assembly worth

Reactivity worth available

Shutdown margin

15.416

2.177

13.239

7.553

7.390

1.492

5.898

3.785

마. 노심 열유체 설계

(1) 노심 열유체 설계 개요

노심 열유체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냉각재 비등, 핵연료 용융, 피복재 공융 등을 배제하고,

노심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여, 노심과 핵연료의 성능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Hahn,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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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노심 열유체 개념 설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각 유량 그룹의 핵연료봉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는 되도록 같게 설계한다. 특히 출력이

큰 집합체들에 대한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며, 최대 피복재 온도가

발생하는 위치도 되도록 같도록 설계한다.

2) 집합체 출구 냉각재 최대 온도는 노심상부 구조물의 열화노화(Thermal aging) 제한 온도보

다 낮아야 한다.

3) 서로 인접하고 있는 집합체의 출구 온도 차이(thermal striping potential temperature)는 구

조물에 대한 고주기 피로(high-cycle fatigue) 제한치보다 작아야 한다.

4) 집합체 냉각재 최대 온도는 냉각재 비등점보다 낮아야 하며, 이 때 비등점은 정압은 물론

유동에 의한 동압까지 포함한 국부압력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5)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는 핵연료 용융온도 보다 낮아야 하며, 이 때,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핵연료의 농축도 및 조성에 따라 결정된다.

6) 핵연료 표면 최대 온도는 금속연료에서의 핵연료-피복재 공융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부수로 냉각재 최대 온도와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를 통해, 냉각재 비등점과 핵연료 용융점까

지의 여유를 각각 알 수 있다. 또한 소듐의 포화온도는 노심이 위치한 깊이에서 원자로 냉각 펌

프 정지시 940℃보다 크며, 원자로 냉각 펌프 작동시 1,055℃보다 크지만 보수적으로 940℃를 제

한치로 적용한다.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피복재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2σ 불확실도를 반영한

피복재 중간벽 온도 제한치는 650℃로 적용하며[Hahn, et al., 1995], 피복재의 철 성분과 핵연료

의 우라늄/플루토늄간의 상호확산(Inter-diffusion)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 공융점이 생성되기 때

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최대 핵연료 표면온도 제한치는 700℃로 적용한다.

(2) 1200 MWe 자체순환로 노심 열유체 설계

(가) 유량 그룹 선정 및 유량 배분

1,200MWe 자체순환로는 노심을 2개의 영역(내부, 외부노심)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장전되는

연료집합체내의 TRU 농축도를 달리한 노심이다. 노심의 집합체 수는 모두 1201개이며 이중 연

료집합체 수는 624개이며 내부노심(Inner core, IC)의 연료집합체는 318개, 외부노심(Outer core,

OC)의 연료집합체는 306개이다. 또한 제어봉집합체(CR)는 36, 반사체집합체(RF)는 96, B4C 차폐

집합체(B4C shield)는 102개, 내부저장용집합체(IVS)는 222개, 반경방향차폐집합체(Radial shield)

는 120개, 그리고 노심중앙부에는 제어봉 안내관 형태의 구조재 집합체 1개가 장전된다.

시스템 열평형을 만족하는 전체 유량 15,455 kg/s이며, 설계조건인 노심 입구온도 390°C시 노

심 출구온도 545°C를 만족할 수 있도록 연료집합체에 대해서 유량그룹 선정하였다. 내부노심은

4개의 유량 그룹, 외부노심은 10개의 유량 그룹으로 각각 분할하였으며, 전체 유량에 대한 배분



- 2-40 -

분율은 내부노심의 경우 54.5%, 외부노심의 경우 40.9%를 차지한다. 연료집합체를 제외한 비연료

집합체, 즉, 제어봉집합체, 반사체집합체, B4C차폐체, 내부저장용집합체, 반경방향차폐체에 대한

유량은 4.6%를 배정하였다.

표 1.1-20은 유량 그룹과 배정된 집합체 수 그리고 , 유량그룹에 배정된 전체 유량과 집합체별

배분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1200MWe 자체순환로의 최대 집합체 유량은 최대 28.10 kg/s로써, 노

심 중앙부의 구조재 집합체와 인접한 내부노심 집합체들에 해당되며, 최소 집합체 유량은 11.60

kg/s로써 해당 집합체들은 외부노심에 분포되어 있다.

유량
그룹
번호

노심 유형
집합체당
냉각재 유량
(kg/s)

집합체
갯수

유량그룹
전체유량
(kg/s)

유량
배분율

1 IC 28.10 78 2191.8

54.49%
2 IC 26.50 114 3021.0
3 IC 24.60 102 2509.2
4 IC 23.30 30 699.0
5 OC 27.10 78 2113.8

40.92%

6 OC 24.40 36 878.4
7 OC 22.90 36 824.4
8 OC 20.60 36 741.6
9 OC 18.70 36 673.2
10 OC 16.00 12 192.0
11 OC 15.00 18 270.0

12 OC 14.10 24 338.4
13 OC 12.80 12 153.6
14 OC 11.60 12 139.2

Note : Total primary loop flow including bypass flow : 15,455.4 kg/s

Non grouped flow fraction : 4.59 %

표 1.1-20 1200 MWe 자체순환로 유량그룹과 각 집합체 유량배분

(나) 노심 온도 분포

각 유량그룹에서의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를 표 1.1-21에 나타내었다. 이는 2σ 불확실도를

반영한 결과로써, 각 유량 그룹에서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집합체 입구로부터 노심 상부 방향으

로 191.5 cm 높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설계 요건인 650℃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1-21에서 보면 각 유량그룹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는 약 1.8℃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전 연료집합체에서의 최대 피복재 중간벽온도(2σ)는 약 20℃의 차이를 갖는데, 이는

각각의 유량 그룹에 속해있는 연료집합체간에 존재하는 출력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줄

여주기 위해서는 유량그룹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유량그룹수 증가라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지만 유량그룹수 증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상대적인 비용증가를 감안할 때, 결국 좀 더

최적화된 유량그룹 선정 및 유량배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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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그룹 번호 노심 유형 피복재 중간벽온도(2σ)(oC)

1 IC 650.0
2 IC 650.0
3 IC 649.5
4 IC 648.6

5 OC 650.0
6 OC 648.8
7 OC 648.3
8 OC 649.4
9 OC 649.0
10 OC 649.1

11 OC 648.1
12 OC 648.8
13 OC 648.2
14 OC 648.9

표 1.1-21 1200 MWe 자체순환로 유량그룹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

그림 1.1-18은 각 연료집합체의 최대 핵연료 중심온도(2σ)와 핵연료의 용융온도의 차이, 즉,

각 집합체별 설계 열적 여유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적은 설계여유를 갖는 곳은 노심 중앙의

구조물 집합체에 인접한 내부노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 노심에 걸쳐 최소한 183℃ 이상의 설

계여유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유량이 배정된 14번 유량그룹(11.6 kg/s)의 경우 약 25.9 kPa의 압력강하를 갖으며, 고유량

이 배정된 노심중앙의 1번 유량그룹(28.1 kg/s)의 경우 약 125.4 kPa의 압력강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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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8 1,200 MWe 자체순환로 각 집합체별 설계 열적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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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가. 핵변환로 전환비 변경 분석

2007년 2월 종료된 ‘액체금속로 노심설계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핵연료 자체순환 및 단일농축

도의 핵연료 사용을 목적으로 한 600 MWe 출력의 KALIMER-600 노심이 설계, 제안되었다. 하

지만, 이 노심은 핵연료의 자체순환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제4

세대 원자로의 목적중 하나인 사용후연료내 TRU 물질을 태워 없애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

하다. 특히, 현 우리나라 경수로의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저장능력이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TRU 물질을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TRU 연소가 가능한 노심에 대한 다양한 설계, 분석을 통하여 연소로의 고유 노심개념을 정

하고자 하였다.

연소로 고유 노심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심에 대한 특성분석이 필요하므

로, 1차년도에서는 연소로 전환비 변경에 따른 핵특성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노심 높이

변경방식, 피복재 두께 변경방식 및 핵연료봉 개수 변경방식 등을 통하여 TRU 전환비 변경을 꾀

하고자 하였으며, 설계제한치 및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각 변경방안별 노심을 K-CORE 전산시

스템을 이용 여러가지 변수해석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노심 모형들은 핵특성뿐만 아니라 노심 열유체 해석(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설계 타당

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해석 과정과 결과는 2차년도의 출력변경노심 설계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노심모델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여 연소로 고유 노심개념의

최적화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

(1) 축방향 높이변경에 의한 전환비 변경 연구

축방향 높이가 낮은 pancake 형태의 원자로는 중성자 누설이 많아 임계를 유지하기 위해

TRU 장전량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TRU 물질을 더 연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이에 축방향 높이 변경을 통하여 TRU 전환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표 1.2-1과 같

은 기존 KALIMER-600 원자로 설계 시 제안된 4개의 설계제한치와 연소로의 운전제어 및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2개의 설계목표치를 선정하여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노심 모델

을 탐색하였다.

설계제한치 설계목표치

ⓐ 농축도 제한치 ～ 30 w/o

ⓑ 최대 피복재 내부온도 < 650oC

ⓒ 소듐냉각재 기화반응도가 < 7.5$

㉠ 연소반응도가 ～3,000pcm

㉡ 첨두출력인자 < 1.5

표 1.2-1 축방향 높이변경 노심의 설계제한치 및 설계목표치



- 2-43 -

설계제한치를 만족하는 pancake 형태의 연소로를 설계한 후 유로면적을 고려한 축방향 높이

변경을 수행하여 노심설계 및 핵특성을 평가하였다. 안전성 인자를 고려하여 적합한 노심을 도출

하고, 노심 열유체 해석으로 노심 허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소로의 가능한 전환비 범위를

파악하고, 도출된 노심에 대해 설계 변수 변경으로 다양한 전환비에 대한 노심을 도출하였다. 핵

연료집합체는 단일농축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주기초에서 주기말로 연소가 진행될 때 출력분

포의 변화가 거의 없도록 하고 유량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CH-50 CH-60 CH-70 CH-90

전기 출력 [MWe] 600

주기 길이 [EFPD] 332

배치수 5

핵연료봉 직경 [cm] 0.7

유효 노심 높이 [cm] 49.7 59.6 72.0 88.8

핵연료집합체 피치 [cm] 16.3 16.8 17.6 18.5

노심 등가 직경 [cm] 395 376 356 337

핵연료 집합체 장전 개수 504 420 348 282

P/D 비 1.17 1.21 1.27 1.34

TRU 농축도 [wt.%] 30.0 28.6 27.9 27.9

전환비 [fissile/TRU] 0.70/0.52 0.73/0.56 0.76/0.60 0.77/0.62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1023 n/cm2] 3.7 3.8 3.8 3.9

TRU 소모율 [kg/year] 257 226 210 200

노심 평균 출력 밀도 [W/cc] 244.9 228.3 210.1 188.9

첨두출력비 1.48 1.44 1.48 1.45

연소 반응도가 [pcm] 3,194 3,046 2,896 2,794

최대 선출력밀도 [W/cm] 287.5 277.2 282.4 275.2

평균 선출력밀도 [W/cm] 171.0 170.9 170.9 171.1

표 1.2-2 유로면적을 고려한 pancake 형 노심 계산 결과

최대 TRU 농축도 제한치가 30 w/o 이므로 제한치에 도달할 때까지 노심높이 및 노심크기를

변화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수행 결과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방향 높이 49.7cm

인 CH-50 노심을 기본노심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노심은 내부, 중앙, 외부노심에 각각 156,

126, 222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전체 핵연료집합체의 개수는 504개이다. 반응도 제어의

다중성을 위하여 24개와 7개의 제어봉집합체가 각각 1차, 2차 반응도 제어계통으로 사용되었다.

주요 핵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주기길이 332 EFPD을 만족하며, 농축도는 30 w/o로 설계제한치

ⓐ를 만족한다. 연소반응도가는 3,194 pcm, 첨두출력인자는 1.48로 설계목표치 ㉠, ㉡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방향 높이에 따른 전환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농축도 30 w/o 인 CH-50 노심에서 최외각

노심영역을 핵연료집합체 한열씩 감소시키면서 축방향 높이를 증가시켰다. 이때 평균 선출력과

유로면적은 동일한 열유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CH-50 노심과 일치시켰다. 축방향 높이 증

가는 설계제한치 ⓒ를 만족하는 범위까지 증가시켰으며, 선정된 노심은 CH-60과 CH-70, CH-90

노심으로 각각의 축방향 높이는 59.6 cm, 72.0 cm, 88.8 cm로 증가시켰다. 표 1.2-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핵연료봉의 개수가 감소함에 따라 평균 선출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축방향 높이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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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50 CH-60 CH-70

정격 최대 압력강하
[MPa] 0.092 0.091 0.095

정격 최대 피복재
내부온도[

o
C] 594 590 587

표 1.2-4 노심 열유체 해석 결과

며, 유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P/D비가 증가되도록 설계하였다.

(2) 축방향 높이변경 노심의 핵특성 분석

표 1.2-3은 설계제한치 ⓒ의 소듐 기화반응도가 7.5$ 이하를 만족하는 축방향 높이는 CH-70

과 CH-90 노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소듐 기화반응도가는 축방향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 누설량의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반면, 음의 반응도가인 도플러 반응도가는 농축도

감소로 인한 U-238의 증가로 음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료의 축방향 팽창에 의한 반

응도 계수는 축방향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 계수

는 노심크기의 감소로 인해 줄어든다. 도플러 반응도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축방향과 반경

방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 계수의 합은 약 -0.9 pcm/℃ 로서 CH-50, CH-60, CH-70 모든 노심의

냉각재 밀도계수(양의 반응도)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음의 반응도가를 유지한다.

CH-50 CH-60 CH-70 CH-90

BOEC EOEC BOEC EOEC BOEC BOEC BOEC EOEC

도플러 반응도 계수 [pcm/oC]
-556.73
*T-1.10

-561.62
*T-1.10

-644.16
*T-1.10

-643.95
*T-1.10

-694.63
*T-1.10

-690.95
*T-1.10

-752.25
*T-1.10

-743.58
*T-1.09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pcm/
o
C] -0.122 -0.127 -0.132 -0.138 -0.151 -0.157 -0.165 -0.172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pcm/oC] -0.884 -0.922 -0.824 -0.859 -0.779 -0.810 -0.728 -0.756

소듐밀도 반응도 계수 [pcm/
o
C] 0.300 0.333 0.442 0.479 0.583 0.627 0.768 0.819

소듐기화반응도가 [$] 2.85 3.21 4.41 4.81 5.99 6.48 8.18 8.76

표 1.2-3 반응도가 계산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소듐 기화반응도가 7.5$를 만족하는 노심높이를 찾은 결과 79.5 cm로

나타났으며, 노심높이 49.7～79.5 cm 범위에 속하는 연소로의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노심들은 TRU 전환비 0.52～0.61, 노심직경 348～395 cm, TRU 소모율 205～257 kg/yr를 만

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설계제한치 ⓑ를 만족여부를 조

사하기 위하여 상세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LMR[Kim et al., 2002]을 사용

하여 계산한 결과, 표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피복재 내부온도가 모두 650℃

이하로 만족하였으며 최대 압력강하도

0.1Mpa 이하로 나타나 노심 열유체 측면에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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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79-1 CH-79-2 CH-79-3 CH-79-4

유효 노심 높이 [cm] 79.5

핵연료집합체 피치 [cm] 18.1

노심 등가 직경 [cm] 349

핵연료 집합체 개수 312

핵연료봉 직경 [cm] 0.70 0.75 0.80 0.85

P/D 비 1.30 1.21 1.14 1.07

TRU 농축도 [wt. %] 27.7 21.6 17.0 13.5

전환비 [fissile/TRU] 0.77/0.61 0.86/0.76 0.95/0.91 1.03/1.05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1023 n/cm2] 3.9 4.0 4.0 4.1

TRU 소모율 [kg/year] 202 120 43

노심 평균 출력밀도 [W/cc] 201.2 202.5 203.8 205.1

첨두출력비 1.48 1.47 1.52 1.58

연소 반응도가 [pcm] 2,859 1,817 841 82

최대 선출력밀도 [W/cm] 284.3 272.9 270.8 276.1

평균 선출력밀도 [W/cm] 172.7 172.8 173.0 173.2

소듐기화 반응도가 [$] 7.5 7.1 6.3 5.0

표 1.2-5 핵연료봉 크기변환에 따른 노심 특성변화

또한 앞서의 보간법으로 구한 노심높이 79.5cm 인 노심을 실제로 구성하여 확인한 결과 표

1.2-5에서 보는바와 같이 CH-79-1 노심이 기화반응도가 7.5$와 전환비 등이 앞서 선형보간법으

로 구한 계산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전환비 증가에 따른 핵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심높이를

79.5cm 로 고정시킨 후 핵연료봉의 직경을 증가시켜 자체순환로에 접근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표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봉의 직경이 0.85cm로 증가하면 전환비가 1.03 정도로 자체

순환로로 접근함을 확인하였다[Song, et al., 2008].

(3) 연소로에서 자체순환로로의 전환비 변경 및 핵특성 분석

그림 1.2-1 기능에 따른 KALIMER-600 노심의 형태 변화

연소로에서 자체순환로로의 노심특성 변경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우

리나라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처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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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이다. 이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태워 없

애는 방안이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순환로보다는 연소로를 건설

하는 것이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후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소듐냉각 고속로 연료에 필요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TRU 연소시킬 동안은 연소로로 운영되며, 모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태워 없앤 후에는 자체순환로로 특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2-1의 (a)와 같이 자체순환로인 KALIMER-600 노심을 기준 노심으로 하고, 이 노심의

핵연료집합체 내 구조만을 변경하여 TRU 연소로로의 노심특성 변경을 시도하였다. 노심의 구조

는 KALIMER-600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를 하였으나, 연소로로의 변경 시 주기초의 상대적으로

많은 잉여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어봉집합체가 필요하였으며, 반사체 내부영역의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 구성만을 변경하여 그림 1.2-1의 (b)와 같이 연소로의 노심형태를 결정하

였다.

(가)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

연소로에서 자체순환로로의 변경 혹은 자체순환로에서 연소로로의 변경은 원자로 내의 핵연

료 장전량의 변경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즉, 자체순환로의 경우 U-238의 장전량을 크게 하여

원자로 가동 중 TRU로의 전환을 높여줌으로써 원자로 가동 전/후의 TRU 전체량을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하는 형태이나 연소로의 경우 U-238에서 TRU로의 전환보다는 초기 장전되는 TRU의 양

을 크게 하여 이를 원자로 가동 중 태워 없애는 형태이다. 연소로로의 변경을 위한 노심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택한 방법은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으로서 아래의 그림 1.2-2의 (b)처럼 핵연

료 피복재의 두께를 그림 1.2-2 (a)의 자체순환로보다 더욱 두껍게 제작하여 실제 장전되는 핵연

료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법은 핵연료집합체의 크기와 냉각재 유로의 크기가 기존

자체순환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로 일차 계통의 아무런 변화 없이 노심 특성을 변경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2 각 노심 모델에 대한 핵연료봉의 구성 및 형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TRU 전환비가 1.0에서 0.6과 0.75 이하가 되도록 초기 TRU 농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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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o와 22 w/o를 넘지 않는 조건하에 피복재의 두께를 찾고자 하였다. 피복재의 두께는 노심

의 출력분포를 평탄하게 하면서 동일한 TRU 농축도를 갖게 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피복재 두께가

적용된 노심 내부/중앙/외부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1.2-1의 설계제한치 및 설계 목표

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심 형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자체순환로 연소로

전환비 변경 ～1.0 ～0.75 ～0.6

첨두출력 조절방법
피복재
두께변경

피복재
두께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S.B. 두께
변경

피복재
두께변경

핵연료봉
개수변경

S.B. 두께
변경

피복재 두께 [mm]
내부
중앙
외부

0.96
0.72
0.59

1.35
1.30
0.80

1.20
1.00
0.70

0.59
1.65
1.65
1.20

0.95
0.90
0.60

0.59

희석밀도 분율 [%] 75/75/75 75/75/75 75/75/75 46/49/64 75/75/75 75/75/75 36/40/48

TRU 전환비 1.01 0.77 0.76 0.75 0.59 0.58 0.57

TRU support ratio -0.06 0.73 0.73 0.78 1.34 1.36 1.38

TRU 농축도 [wt. %] 14.7 21.8 21.8 21.9 29.9 30.0 29.9

첨두출력비 1.53 1.49 1.42 1.48 1.48 1.38 1.41

첨두고속중성자플루언스
[*10

23
n/cm2]

3.3 3.1 3.6 3.2 3.2 3.8 3.3

정격 최대 압력강하 [MPa] 0.154 0.142 0.166 0.141 0.144 -- 0.135
정격 최대 피복재 내부온도
[oC] 600 611 603 590 627 600 589

Mass Flux [kg/sec-m2] 2,882 2,722 3,082 2,740 2,753 -- 2,667

등온 온도 계수 [pcm/oC] 0.09 -0.01 0.02 -0.19 -0.05 0.06 -0.38

소듐 기화반응도가 [$] 8.1 8.8 8.7 6.6 9.1 10.1 5.5

표 1.2-6 핵연료봉 구조 변경에 따른 노심의 특성 변화

표 1.2-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복재 두께 변경을 통해 TRU 전환비가 0.75와 0.6이 되는 노

심 모형을 찾았으며, 첨두출력비가 1.48과 1.49, 고속중성자 플루언스는 3.1x1023 n/cm2과 3.2x1023

n/cm2로서 설계제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나) 핵연료봉 개수 변경 노심

TRU 전환비 변경을 위해 취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핵연료봉의 크기 및 개수 변경을 통하여

연소 성능이 우수해 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2가지의 노심 형태 변경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첫 번째로서 반경방향 중성자 누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림 1.2-1 (c)와 같이 노심 최외각

영역의 핵연료 집합체를 반사체로 교체하여 330개의 핵연료 집합체 대신 276개의 핵연료 집합체

가 장전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핵연료 집합체 구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0.9 cm의 직경을

갖는 271개의 핵연료봉 대신 그림 1.2-2 (c)의 0.8 cm 혹은 0.7 cm 직경의 331개 핵연료봉으로 핵

연료집합체를 구성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유로면적을 갖게 되어 보다 축방향 중성자 누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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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 변경 방법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 핵연료봉 개수 변경 노심

목표 TRU 전환비 0.75 0.6 0.75 0.6

핵연료/소듐 냉각재 부피비 [%] 20.9/34.1 17.1/34.1 20.2/35.7 16.7/45.5

연소도 BOEC EOEC BOEC EOEC BOEC EOEC BOEC EOEC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pcm/oC] -0.140 -0.143 -0.148 -0.154 -0.145 -0.148 -0.157 -0.166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pcm/oC] -0.641 -0.653 -0.670 -0.692 -0.651 -0.665 -0.701 -0.730

소듐밀도 반응도 계수 [pcm/
o
C] 0.782 0.806 0.755 0.790 0.784 0.815 0.895 0.952

표 1.2-7 전환비 변경 방법에 따른 반응도가 변화

표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봉 개수 변경 방법으로도 TRU 전환비를 1.0에서 0.76과

0.58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 첨두출력비는 1.42와 1.38, 고속중성자 플루언스도 3.6x1023 n/cm2와

3.8x1023 n/cm2로서 설계제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의 단점인

높은 피복재 내부 온도도 작은 직경의 핵연료봉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얇은 1.20 mm와

0.95 mm의 피복재 두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체순환로의 최대 피복재 내부 온도와 유사한

603 oC와 600 oC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핵연료봉 개수 증가로 인해 핵연료집합체 구조변화로 증가된 유로면적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소듐이 노심 내에 존재하게 되어 소듐기화반응도가를 8.1$에서 8.7$와 10.1$로

크게 증가시키었다. 즉, 표 1.2-7에서 보이는 것처럼 TRU 전환비가 0.75인 경우 소듐의 부피는

34.1에서 35.7로 소폭 상승한 경우 소듐기화반응도가는 8.8$에서 8.7$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

환비가 0.6인 경우 소듐의 부피는 34.1%에서 45.5%로 크게 증가하여 소듐기화반응도가 역시

9.1$에서 10.1$로 1$ 이상의 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

(다) 소듐본딩 두께 변경 노심

앞서 수행한 피복재 두께 변경과 핵연료봉 개수 변경을 통한 TRU 전환비 변경은 노심 성능에

서는 모든 설계제한치를 만족시키었으나, 피복재 내부 온도나 소듐기화반응도가와 같은 노심 안

전성부분에서는 모두 자체순환로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연료 팽윤에 대비해 피복재 안에 장전되는 소듐본딩의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을 적용하

였다.

이 방법은 그림 1.2-2 (d)처럼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소듐본딩을 두껍게 하여 얇은 피복재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얇은 피복재 두께로 인하여 최대 피복재 내부 온도를 자체순환로 대

비 약 10oC 감소, 피복재 변경 노심 대비 약 40oC의 온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수로 및

피복재 온도 해석은 MATRA-LMR 코드를 사용하여 모든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그림 1.2-3은 모든 핵연료 집합체 중 가장 출력이 높은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해석결과이다. 추가

적으로 소듐본딩 두께 변경노심은 피복재 두께 변경 노심과 동일한 핵연료봉 직경을 갖게 되어

34.1%의 동일한 소듐 냉각재 부피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듐 냉각재의 기화가 발생하여

도 피복재 내부에 충분한 양의 소듐의 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듐기화반응도가가 6.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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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MATRA-LMR을 통한

부수로 해석 결과

5.5$의 매우 낮은 값을 갖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나. 핵변환로 출력 변경 분석

(1) 연소로 출력변경에 따른 노심 특성 분석

(가) 노심 탐색 기준 및 방법

연소로 출력용량의 변경에 따라 다양한 노심형태 및 노

심크기를 가진 노심설계가 가능하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출력용량 별 TRU 연소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노심

모형 개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노심 탐색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속로 노심의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듐기화반응도는 7.5$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전의 설계경험에 비추어 통상 소듐기화반응도가 약 8$ 이내에서 안전성을 만족하

였으므로 7.5$의 소듐기화반응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최대 핵연료 번들 압력강하가 0.15MPa을 만족하도록 열수력 조건을 일치시켰다. 이는

총 냉각재 유로의 크기에 따라 노심의 크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력용량이 다른 노심에 대해

열수력 설계제한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핵연료집합체의 장전량에 따라 평균 선출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장전량의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 평균 선출력을 180W/cm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넷째, 연소로의 경우 TRU 농축도가 높아짐에 따라 TRU 연소율이 증가하는데 TRU 농축도를

현재의 제한치인 30 w/o까지 증가시켜 최대의 단위출력 당 TRU 연소율을 갖도록 노심을 설계하

였다. TRU 연소율을 향상하고자 핵연료집합체는 단일농축도를 사용하였다. 농축도분리 노심 보

다 단일농축도 노심이 장전 TRU 농축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농축도에 대한

제한 하에서 TRU 연소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보노심 탐색 및 연소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소듐기화반응도 7.5$를 만족하는 노심

높이를 탐색한 후, 최대압력강하 0.15MPa을 만족하도록 P/D 비를 조절하고, 핵연료집합체수를

조절하여 평균 선출력 밀도를 만족하는 노심을 탐색하였다. 이후 노심의 출력분포를 가능한 한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심 영역별 피복관 두께 조절 및 영역별 장전 집합체수를 조절하였다.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출력용량별 최종 노심을 선택한 후 출력변경에 따른 노심 핵특성 및 성능

인자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림 1.2-4는 300MWe 후보노심 탐색시 노심높이와 소듐기화반응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노심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소듐기화반응도가 증가하는 반면, 평균 선출력 밀도는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소듐기화반응도 목표치인 7.5$를 만족하기 위하여 노심높이는 약 110 cm 정도

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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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노심높이에 따른 소듐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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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출력첨두치 결과

노심의 출

력 첨두치를

낮추기 위해

외부노심 피

복관 두께를

0.056cm로 한

후 내부노심

피복관 두께

를 0.07cm에

서 0.14cm의

범위로 변화

시키고, 연료집합체의 수를 r1(84/30), r2(54/60)

r3(39/84), r3(18/96)으로 변화시키면서 출력첨두치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림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r2의 경우에 내부노심 피복관 두께가 0.09cm인 노심이 가장

낮은 출력첨두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농축도가 32%로 최대농축도 제한치인 30%를 넘어

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도 30%를 만족하도록 300 MWe 노심의 선출력 설계 목표치를 낮추어 최소 두

께(0.056cm)를 만족하는 노심을 다시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심 탐색 절차는 600MWe, 1,200

MWe 노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1.2-8에 최종 300 MWe, 600 MWe 그리고 1,200

MWe 노심의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2-6은 비교․평가를 위해 선정된 최종 노심들

의 모형을 보여준다.

(나) 계산결과 및 분석

표 1.2-8은 300, 600 및 1,200 MWe 노심에 대한 주요 설계 항목과 핵특성 인자를 보여주고 있

으며, 설계조건으로 설정된 최대 신연료 농축도 30 w/o, 압력강하 0.15MPa, 소듐기화반응도 7.5

$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ng et al.,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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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We

600 MWe

1,200 MWe 1,800 MWe

Inner core 156
Middle core    378
Outer core       696
Primary CR   66
Secondary CR 7
Reflector         138
B4C Shield      144
IVS                 330
Radial Shield  162

Inner core 156
Middle core    378
Outer core       696
Primary CR   66
Secondary CR 7
Reflector         138
B4C Shield      144
IVS                 330
Radial Shield  162

Inner core 102
Middle core    246
Outer core       438
Primary CR   48
Secondary CR 7
Reflector         114
B4C Shield      120
IVS                 216
Radial Shield  138

Inner core 102
Middle core    246
Outer core       438
Primary CR   48
Secondary CR 7
Reflector         114
B4C Shield      120
IVS                 216
Radial Shield  138

q 1,800MWe 자료 INERI 과제
q 1,800MWe 자료 INERI 과제

Inner core 54
Outer core        72
Primary CR   13
Secondary CR 0
Reflector         48
B4C Shield      54
IVS                 60
Radial Shield  66

Inner core 54
Middle core      78
Outer core       198
Primary CR   24
Secondary CR 7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84
Radial Shield  90

Inner core 54
Middle core      78
Outer core       198
Primary CR   24
Secondary CR 7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84
Radial Shield  90

그림 1.2-6 출력별 노심 반경방향 배치

설계항목 및 핵특성 인자 300 MWe 600 MWe 1,200 MWe

노심 열출력(MWt) 750 1,500 3,000

냉각재 온도(℃)-입구/출구 390/545 390/545 390/545

주기길이(EFPD) 332 332 332

노심높이(cm) 123 89 74

노심직경(m) 1.97 3.08 4.61

원자로 직경(m) 3.37 4.43 6.16

연료집합체 수 126 324 774

연료봉 외경(mm) 7.0 7.0 7.0

연료봉 피치(mm) 9.28 9.00 8.72

P/D 비 1.33 1.29 1.25

피복관 두께(mm)-내부/중앙/외부 0.90/0.56 1.01/0.93/0.73 1.08/0.94/0.80

연소결손반응도(pcm) 3,011 3,496 3,703

전환비(Fissile/TRU) 0.74/0.57 0.74/0.57 0.75/0.57

장전 농축도 wt% 30.00 30.00 30.00

평균 선출력(W/cm) 166 179 179

첨두출력인자 1.57 1.52 1.47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n/cm
2
) 4.19 4.25 4.40

소듐기화반응도($) 7.5 7.5 7.5

정격 최대 압력강하(MPa) 0.15 0.15 0.15

정격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617 613 624

표 1.2-8 설계항목 및 핵특성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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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로 후보 노심모형 생산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Action Plan에 의하면 2028년 경 연소로 실증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

에 대비하여 러시아 IPPE와의 협력을 통해 300 MWe급 실증로 예비 후보 노심에 대한 검증실험

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항목이지만 Action Plan에 의한 연

소로 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추가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수행할 예정인 연소 실증로의 예비 설계를 개

발하여 향후 계획된 실험의 참조 원자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노심 설계방법으로 고유개념

인 단일농축도 개념 대신에 이미 기술이 입증된 농축도분리노심 방식을 선택하여 설계하였다.

설계에 사용된 목표치는 최대 TRU 농축도 30%, 평균 선출력 180 W/cm, 최대 압력강하 0.15

MPa 로 설정하였으며 소듐기화반응도 목표치의 경우 앞서의 연구에서 제시된 목표치 7.5$ 보다

적은 4$ 근처에서 만족하도록 설계하여 안전 여유도를 증가시켰다.

평탄한 출력분포를 갖는 노심 탐색을 위해 내부노심/외부노심의 집합체 수가 54/138, 84/108,

108/54인 세 경우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고 영역별로 내부노심과 외부노심간의 농축도 차이를

3%부터 7% 범위에서 농축도를 변화시켜 계산하였다. 그림 1.2-7과 표 1.2-9는 최종적으로 선정

된 노심모형과 노심 핵특성을 보여준다.

CORE1 84
CORE2           108
Primary CR   13
Secondary CR 6
Reflector         54
B4C Shield      60
IVS                 66
Radial Shield  72

CORE1 84
CORE2           108
Primary CR   13
Secondary CR 6
Reflector         54
B4C Shield      60
IVS                 66
Radial Shield  72

그림 1.2-7 300MWe 노심

설계항목 및 핵특성인자

노심 열출력(MWt) 750

냉각재 온도(℃)-입구/출구 390/545

주기길이(EFPD) 332

노심높이(cm) 75

노심직경(m) 2.36

연료집합체 수 192

연료봉 외경(mm) 7.0

원자로 직경(m) 3.72

연료봉 피치(mm) 8.76

P/D 비 1.25

연소결손반응도(pcm) 2,538

전환비(Fissile/TRU) 0.76/0.60

장전 농축도 wt% (내부/외부) 24.07/30.08

평균선출력(W/cm) 178.6

첨두출력인자 1.47

평균방출연소도(MWD/kg) 107

첨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n/cm
2
) 4.28

정격 최대 압력강하(MPa) 0.149

정격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564

표 1.2-9 설계항목 및 핵특성 인자

반응도제어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되는 과도운전 상황에 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표1.2-10과 1.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반

응도가는 총 제어봉가에서 최대 고착 제어봉가를 뺀 값으로 일차, 이차계통에 대해 각각 29.37$,

5.80$로 평가되었다. 정지여유도는 가용 제어봉가에서 제어봉 요건을 뺀 값으로 일차 제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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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출력에 따른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 계수 변화

에서 15.86$로 평가되었으며 일차 제어 계통 최소 운전 정지여유도 제한치인 1%∆ρ(~3$)을 충분

히 만족하였다.

　 1차($) 2차($)

온도 결손 1.092 　

총출력->고온정지 0.433 0.433

고온정지->재장전 0.659 　

과출력 여유도(15%) 0.065 0.065

연소결손 반응도 7.622 　

불확실도(RMS) 4.071 　

온도결손(20%) 0.218 　

연소결손 반응도(50%) 3.811 　

임계도 예측 1.000 　

핵물질 장전 1.000 　

Reactivity fault 0.661 0.661

제어봉 요건 13.511 1.159

표 1.2-10 반응도 요구량

Primary($) Secondary($)

총 제어봉가 30.97 7.64

고착제어봉가 1.59 1.84

가용 제어봉가 29.37 5.80

제어봉 요건 13.511 1.159

정지여유도 15.863 4.643

표 1.2-11 정지여유도

TRU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 노심에 대한 우라늄 초기노심 계산이 수행되었

다. 계산 결과 우라늄의 허용농축도 20%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초기노심 농축도를

20% 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기길이 변경, 노심높이 변경 등을 선정하여 재계산을 수행하였다.

그결과 P/D 비 1.16, 연료직경 0.9cm, 노심높이 90cm, 내부노심 및 외부노심의 농축도 차이가 5%

인 경우 가장 낮은 출력첨두치를 나타내면서 최대 농축도가 20%인 노심을 구성할 수 있었다.

다. 노심 예비개념 타당성 평가

(1) 노형별 핵설계인자 상호비교 평가

3차년도에서는 2차년도에서 구한 출력별 노심에

대하여 출력변경에 따른 노심 핵특성의 비교 및 분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Song et al., 2009]. 그림 1.2-8

은 출력용량에 따른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 계수

를 비교한 것이다.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축방향 팽

창계수는 감소하고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경방향과 팽창계수의 감소와 축방

향 팽창계수의 증가폭이 서로 상쇄되어 출력에 관계

없이 그 영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는 일정

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핵설계 측면에서 출력용량

상승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림 1.2-9는

출력별 중핵종과 TRU 장전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600 MWe으로부터 1,800 MWe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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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 당 중핵종과 TRU 장전량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300 MWe에서는 큰 값을 갖는다. 이 결

과는 핵연료 경제성 측면에서 노심 출력이 600 MWe이상이 되면 출력규모의 경제성이 포화됨

을 의미한다. 즉, 상용 TRU 연소로는 최소한 600 MWe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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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출력별 중핵종 및 TRU

장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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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출력에 따른 노심높이 및

노심 등가 직경

그림 1.2-10은 출력에 따른 축방향 노심높이 및 노심 등가 직경을 나타낸 것이다. 출력에 비례

하여 동일한 선출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도 비례하여 늘어나

야 하기 때문에 노심 등가직경은 증가한다. 축방향 높이를 출력용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하

면 출력에 비례하여 노심직경이 늘어 반경방향으로의 중성자 누출이 줄어든다. 소듐기화반응도

가를 음의 값을 갖도록 하는 주요 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듐기화반응도가 증가하게 된다.

직경 증가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를 기준 목표치 7.5$에 맞추기 위해 출력용량 증가에 따라

축방향 높이를 감소시켰다. 축방향 높이가 감소되면, 선출력 밀도가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료집합체가 추가되어 더욱더 노심 등가 직경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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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출력에 따른 소듐기화

반응도 및 소듐 밀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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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2 출력에 따른 농축도 및

TRU 전환비

그림 1.2-11은 출력에 따른 소듐기화반응도 및 소듐 밀도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출력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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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소듐기화반응도는 목표치인 7.5$ 근처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듐기화반응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한 양의 반응도인 소듐밀도계수 역시 일정한 값을 유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12는 출력에 따른 TRU 농축도 및 전환비를 나타낸 것이다. 농축도가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TRU 전환비도 일정한 값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그림 1.2-13은 출력에 따른 연소반응도가 및 핵분열성 물질 전환비를 나타낸 것이다. 핵

분열성 물질 전환비의 경우 출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TRU

농축도를 30%로 고정하고 출력별 노심모형을 구하였기 때문에 출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전환

비를 갖게 된다. 연소반응도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환비가 감소하면 연소반응도는 증가한다.

전환비가 일정하므로 연소반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600MWe에서 1,800MWe의 범

위는 일정한 값을 보이나 300MWe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MWe 노심의 경우

장전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 연소도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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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3 출력에 따른 연소반응도가

및 핵분열성 물질 전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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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4 출력에 따른 TRU 연소율

및 평균방출연소도

그림 1.2-14는 출력에 따른 TRU 연소율 및 평균방출연소도를 나타낸 것이다. TRU 연소율은

출력용량에 선형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방출연소도는 그림 1.2-9에 보인 바와 같이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이 300 MWe에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 안전성 평가 지수를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출력 당 TRU 장전량을 줄

여, 경제적으로 TRU를 연소하기 위해서는 출력용량이 최소 600 MWe 이상이어야 함을 밝혔다.

(2) 안전해석 최적 후보노심 선정

(가) 최적 후보노심 선정

노형별 핵설계인자 상호 비교를 수행한 결과 600 MWe 출력의 노심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

어 표 1.2-8에 제시한 600 MWe 노심을 기준노심으로 하여 단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수행한 노

심개념을 적용하여 노심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환비 변경과 출력별

노심연구에서 구한 노심은 압력강하 기준 0.15 MPa을 맞추기 위해 P/D 비를 1.29로 고정시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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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와이어랩의 직경이 기준 직경 0.15mm를 넘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P/D를 조절하여

노심설계조건에 부합되는 노심을 도출하였다. 표 1.2-12에 나타난 P/D 비 조절노심(3영역)은 와

이어랩 0.15mm에 부합되도록 P/D 비를 조절하여 찾은 노심이다. 기준노심에 비해 핵연료 피복

관 두께가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P/D 비를 감소시킨 경우 연료의 체적비가 증가하기 때문

에 임계에 필요한 연료의 농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연료 slug 체적을 감소시켜 연료 농축도

를 기준 농축도 30%로 달성하기 위해 노심영역의 핵연료봉 피복관의 두께를 증가시켰다. P/D 비

조절노심(2영역)은 경제성 향상을 위해 핵연료영역을 3영역에서 2영역으로 축소시켜 설계한 노

심이다. 통상 영역을 축소시킨 경우 출력 제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P/D 비 조절노심은 두꺼워진 피복관으로 인해 열전도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져 피복관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에 시도된 소듐본드 두께 조절 개념을 도입

하여 재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개념은 피복재 안에 장전되는 소듐본딩의 두께를 변경하여 핵연료

의 장전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에 시도한 소듐본드 두께 조절 노심인 경우 금속핵연료

에서 일반적인 75% 희석밀도 분율이 아닌 약 46% 혹은 36%의 희석밀도 분율 밀도가 사용된 것

이다. 이와 같은 낮은 희석밀도 분율인 경우 핵연료 슬러그 고정 및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이번 설계에서는 희석밀도 분율을 최소 60% 이상 유지하였다. 여러 가지 희석밀도 분율을

사용한 민감도 분석과 출력평탄화를 위해 노심영역의 크기를 변화시켜 노심을 구성한 결과 현 설

계조건을 유지하면서 희석밀도 분율을 최소 60%를 유지한 노심은 성립할 수 없다는 예비계산결

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금속연료의 Zr 함량을 통상의 10%에서 15%로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1.2-12와 표 1.2-13에 소듐본드 두께조절 노심의 계산결과를 보인다. 결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최대 피복관 내벽온도가 P/D 비 조절노심에 비해 14 ℃ 감소된 결과를 얻었다.

노심설계인자 및 성능
P/D 비 조절노심

(3영역)
P/D 비 조절노심

(2영역)
소듐본드 두께
조절 노심

P/D 비 1.214 1.214 1.214

핵연료 피복관 두께 (mm)-내부/외부 1.10/1.02/0.82 1.06/0.82 0.56/0.56

연소 반응도 변화량 (pcm) 3,866 3,864 4,002

전환비 (Fissile/TRU) 0.74/0.56 0.74/0.56 0.74/0.57

신연료 TRU 함량 (wt%) 30.00 30.00 29.42

평균 선출력 밀도 (W/cm) 178 178 178

첨두 출력 인자 1.52 1.52 1.50

첨두 고속 중성자 플루언스 ( 10
23
n/cm

2
) 4.73 4.74 5.21

소듐 기화 반응도 ($) 6.84 6.88 6.15

정격 최대 압력 강하 (MPa) 0.26 0.26 0.25

정격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 614 614 599

표 1.2-12 노심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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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 P/D 비 변경에 대한 농축도

Parameter
P/D 비 조절노심

(3영역)
P/D 비 조절노심

(2영역) 소듐본드 두께 조절 노심

BOEC EOEC BOEC EOEC BOEC EOEC
Doppler coefficient
[pcm/

o
C] -762.0T

-1.127
-765.0T

-1.124
-758.0T

-1.126
-759.7T

-1.122
-836.9T

-1.140
-841.1T

-1.137

Axial expansion
coefficient [pcm/

o
C] -0.218 -0.231 -0.216 -0.229 -0.220 -0.235

Radial expansion
coefficient [pcm/

o
C] -0.902 -0.950 -0.901 -0.950 -0.941 -0.994

Sodium density
coefficient [pcm/ oC] 0.644 0.703 0.650 0.707 0.609 0.668

표 1.2-13 노심반응도 계수

(나) 노심설계 인자 변경 연구

앞에서 구한 최종노심에 대한 설계 민감도를 조

사하였다. 민감도 조사는 피치와 연료봉 외경과의

비, 즉 P/D 비에 대한 영향과 노심높이 변경, 그리

고 희석밀도 분율 및 노심영역 크기 변경에 대해 조

사하였다.

① 피치와 연료봉 외경과의 비(P/D)

변경 해석

그림 1.2-15는 P/D 비를 1.10에서 1.3까지 변화하

였을 때 농축도와 연소반응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P/D 비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의 체적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축도와 연소반응도를 증가를 가

져온다. 또한 농축도의 증가는 그림 1.2-16과 그림 1.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압력강하는 P/D 비가 증가하면 냉각재 유로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하

며 내부 피복관 온도는 증가한다. 이 결과는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농축도 측면

과 연소반응도 측면에서는 P/D 비가 1.214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압력강하 측면에서는 P/D 비가

증가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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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6 P/D 비변경에대한연소반응도및전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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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7 P/D 비 변경에 대한 피복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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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8 노심높이 변경에 대한 농축도

및 연소반응도가

② 노심높이 변경 해석

그림 1.2-18은 노심높이를 70cm에서 95cm 까지

변화하였을 때 농축도와 연소반응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노심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의 장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축도와 연소반응도의 감소를 가

져온다. 또한 그림 1.2-19와 1.2-2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농축도의 증가는 전환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압력

강하는 노심높이가 증가하면 압력강하는 노심높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내부 피복관 온도는 감소한다. 이

결과는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농축

도 측면에서는 노심높이가 89cm 보다 낮아야 하며

연소반응도 측면에서는 노심높이가 클수록 유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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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9 노심높이 변경에 대한

연소반응도 및 전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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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0 노심높이 변경에 대한 피복관

온도 및 압력강하

③ 희석밀도 분율 변경 해석

희석밀도 분율에 대한 핵성능 파라메타에 대한 관계를 표 1.2-14에서 보인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희석밀도 분율을 68.5%에서 71.5%로 변화하였을 때 핵성능 파라메타의 변화를 보여준

다. 희석밀도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의 slug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축도와 연소반응도

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농축도의 감소는 전환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주어진 설계조

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농축도 측면에서는 희석밀도 분율이 낮을수록 연소반응도 측면에서는

희석밀도 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노심영역 변경 해석

그림에서 노심영역 변경에 대한 핵성능 파라메타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다. 표 1.2-15에서 나

타난 결과는 전체 노심 집합체수를 고정하고 내부노심의 집합체수를 변화시켜 내부노심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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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비를 변화시킨 결과이다. 내부노심의 희석밀도 분율이 외부노심의 희석밀도 분율보다 낮

기 때문에 내부노심의 집합체 수를 증가시키면 전체 장전량의 감소로 이어져 임계에 필요한 농축

도를 증가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첨두 출력인자는 내부집합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며 최소 내부노심집합체의 개수는 126개로 나타났다.

희석밀도 분율 68.5% 69% 69.5% 70% 70.5% 71% 71.5%

연소 반응도 변화량 (pcm) 4,088 4,044 4,002 3,959 3,917 3,877 3,835

전환비 (Fissile/TRU) 0.73/0.56 0.74/0.56 0.74/0.57 0.74/0.57 0.74/0.57 0.74/0.58 0.75/0.58

신연료 TRU 함량 (wt%) 29.76 29.57 29.42 29.25 29.09 28.94 28.76

평균 선출력 밀도 (W/cm) 178 178 178 178 178 178 178

첨두 출력 인자 1.50 1.49 1.50 1.50 1.51 1.51 1.52

첨두 고속 중성자 플루언스

(1023 n/cm2)
5.29 5.25 5.21 5.17 5.13 5.09 5.05

소듐 기화 반응도 ($) 6.12 6.14 6.15 6.16 6.17 6.18 6.20

정격 최대 압력 강하 (MPa) 0.26 0.26 0.25 0.25 0.25 0.26 0.26

정격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
606 597 599 601 601 601 601

표 1.2-14 희석밀도 분율 변경

내부노심 집합체
수(114)

내부노심 집합체
수(126)

내부노심 집합체
수(I138)

연소 반응도 변화량 (pcm) 3,962 4,004 4,045

전환비 (Fissile/TRU) 0.74/0.57 0.74/0.57 0.73/0.56

신연료 TRU 함량 (wt%) 29.07 29.38 29.65

평균 선출력 밀도 (W/cm) 179 179 179

첨두 출력 인자 1.54 1.50 1.49

첨두 고속 중성자 플루언스 ( 10
23
n/cm

2
) 5.19 5.23 5.27

소듐 기화 반응도 ($) 6.19 6.19 6.19

정격 최대 압력 강하 (MPa) 0.26 0.26 0.26

정격 최대 피복관 내벽 온도 (℃) 603 600 606

표 1.2-15 노심영역 변경

(다) 최종노심 핵설계

앞에서 구한 최종노심에 대해 상세 핵설계를 수행하였다. 600MWe 연소로 노심은 반경방향

균질노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연료집합체 배치도는 그림 1.2-21에 나타내었다. 노심은 126

개의 내부 구동연료 집합체, 198개의 외부 구동연료 집합체, 25개의 제어봉 집합체, 72개의 반사

체 집합체, 78개의 B4C 차폐체 집합체, 90개의 차폐체 집합체, 84개의 노내핵연료저장조로 이루

어진 총 673개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연소로 노심설계 파라메타는 표 1.2-16에 나타내었다. 노심높이는 89cm이며 최대 반경방향 노

심크기(직경)는 421cm이다. 모든 공급 핵연료는 단일농축도를 갖는다. 이러한 단일농축도하에서

의 출력평탄화는 노심영역별로 소듐본드의 두께를 조절하여 달성한다. 노심구조체 물질은

HT9M 이다. 이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높은 온도에서 견디며 크리프(creep) 발생을 억제하

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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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Core 126
Outer Core      198
Primary CR   19
Secondary CR 6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84
Radial Shield  90

Inner Core 126
Outer Core      198
Primary CR   19
Secondary CR 6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84
Radial Shield  90

그림 1.2-21 600MWe 연소로 노심 layout

운전 조건

열출력 [MWt]

전기 출력 [MWe]

노심 입구/출구 온도 [℃]

열효율 [%]

가동인자 [%]

주기 길이 [months]

주기 길이 [EFPD]

배치수

내부 노심

외부 노심

1500

600

390.0/ 545.0

40.0

85.0

11

332

5

5

노심 설계 파라메타

노심형태

연료집합체 종류

유효 노심 높이 [cm]

노심 등가 직경 [cm]

장전 연료 조성

집합체 수

내부노심l

외부노심

반사체

제어봉

B4C/반경방향 차폐

IVS

총 개수

노심 구조재 물질

Homogeneous

2

89

421

PWR recycled

126

198

72

25

78/90

84

673

Mod.HT9

표 1.2-16 연소로 노심설계 파라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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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 설계파라메타는 표 1.2-17에 나타내었다. 연료집합체의 피치는 15.387cm이다.

각 연료집합체는 271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며 핵연료봉의 P/D (pitch to diameter) 비는 1.214이

다. 핵연료 형태는 U-TRU-15%Zr 삼원합금이다. 모든 공급핵연료는 단일농축도를 가진다. 각

노심영역의 소듐본드 두께는 출력평탄화를 목적으로 노심영역별로 서로 다르며 각 노심영역에서

각각 서로 다른 희석밀도 분율을 취함으로써 조절된다. 그러므로 내부노심영역에서 60% 희석밀

도 분율을 가지며 외부노심영역에서는 69.5% 희석밀도 분율을 가진다. 반면에 핵연료봉의 외경

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핵연료봉 slug 외경은 내부노심의 경우 4.55mm인 반면 외부노심은

4.9mm이다. 이러한 핵연료의 설계로 내부노심과 외부노심의 연료 체적비는 21.54%와 24.94%이

다.

연료

희석밀도 분율 [내부/외부 노심, %]

유효 노심 연료봉 길이 [cm]

연료봉 길이 [cm]

총 집합체 길이 [cm]

집합체 핏치 [mm]

덕트 갭 [mm]

덕트 벽 두께 [mm]

집합체 당 연료봉 갯수

연료봉 직경 [mm]

연료봉 P/D 비

상부 fission 개스 플레넘 (/Na bond) [cm]

노심 구조재 물질

U-TRU-15%Zr

60/69.5

89

358.28

457.57

153.87

4.0

3.7

271

7.0

1.214

153.71(/18.75)

Mod.HT9

체적비 [%]
연료 (연료 슬러그/냉각재/구조재)

내부노심 영역

외부노심 영역

제어봉

핀 물질(20% 농축 B4C)

냉각재

구조재

반경방향 차폐(/ B4C 차폐)

핀 물질l(/90% 농축 B4C)

냉각재

구조재

21.54/52.00/26.46

24.94/48.59/26.46

34.48

10.58

54.93

72.15/46.15

18.71/30.25

9.14/23.60

표 1.2-17 연료집합체 설계 파라메타

구동핵연료는 PWR 사용핵연료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로 구성된다. 재장전은 가동율

85%를 기준으로 13달 후에 발생하며 핵연료의 1/5이 교체된다. 평형주기 계산에서 연료집합체는

전 주기에 걸쳐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를 갖는다, 노심에서 방출된 후 한 주기 동안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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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내핵연료저장조에 저장된다.

(라) 핵성능 평가

핵성능파라메타는 평형주기 계산으로 구하였다. 평형주기초에서 평형주기말로의 연소과정은

미리 저장된 모든 U-Pu-MA 원소에 대한 연소체인으로 묘사된다. 평형주기 계산에서 고정된 영

역에서의 연료장전이 수행되며 각각의 연료방출 시 연료영역의 1/5이 재 장전된다. 연료주기길이

는 332 EFPD이다. 노심으로부터 방출된 후 방출연료는 붕괴열을 감소하기 위해 노내핵연료저장

조 위치에서 한 주기 동안 저장된다. 연료는 8개월 동안 파이로 과정을 거친 후 재가공 과정을 거

친다. 연료재가공시간은 8개월을 가정하였다. 재장전에 앞서 2개월간의 냉각 기간을 거친다. 순환

핵연료주기에서는 0.1% TRU 미회수를 가정하였고 희토류 (RE) 핵분열생성물 (FP)의 경우에는

5%만 재순환되며 나머지 모두 FP는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료주기분석은 평형주

기를 가정하였고 초기장전 연료는 많은 양의 마이너 액티나이드 (MA)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PWR 사용후 핵연료와 TRU를 파이로공정 처리한 가공핵연료로 구성된다.

① 핵특성

평형주기 노심핵특성 파라메타를 표 1.2-18에 표시한다. 연소반응도가는 4,002 pcm이며 TRU

전환비는 0.57로 조사되었으며 주기당 TRU는 203 kg을 연소하였다.

② 반응도 궤환과 제어봉 시스템

표 1.2-19에 평형주기에서 제어봉 시스템의 반응도가를 포함하는 도플러 효과, 반경방향 팽창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듐기화에서 발생하는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평형주기초와 평형주기

말에서의 유효지발중성자분률 (βeff)는 각각 0.00325로 연소에 따른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듐이 존재하는 상태의 연료 온도 (도플러) 계수는 1/T-1.14 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온도 계수는 연소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노심과 가스 플레넘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총 소

듐기화반응도는 평형주기초에서 1,809 pcm으로 평형주기말에서 1,997 pcm이다. 이 값은 5.6$와

6.1$에 각각 해당되는 값이다. 소듐기화반응도가는 핵분열생성물의 증가와 Pu 값의 변화로 인해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냉각재 온도 증가로 인한 노심반경

방향 팽창은 금속연료 노심에서 주요한 음의 반응도 삽입 현상이다.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평형주

기초에서 -322 pcm/%로 평형주기말에서 -340 pcm/% 이다.

원자로의 반응도 변화를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은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 시스템 즉 일

차 제어시스템과 이차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두 시스템의 설계는 두 개의 시스템이

모두 미 동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

져야 한다. 원리적으로 일차 제어시스템은 정상운전, 과도운전 및 제어봉 고착과 같은 고장에도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허용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차 제어시스템은 계획된 정상 출력변동으로 인한 반응도 변화율이 허

용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 제어계통은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반응도가 가장 큰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된 상태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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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115% 과출력운전 그리고 반응도 과실 (reactivity fault)과 같은 운전상태에서 재장전온도의

저온조건까지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일차 제어계통은 핵연료 연소에 따른 잉여반응도 제어 및 불확실도에 따른 반응도

도 포함하도록 한다.

이차 제어계통은 정상운전조건에서 반응도가 가장 큰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된 상태에서 일차

제어봉집합체의 반응도 과실을 포함한 과출력 운전에서 고온대기상태(hot standby)까지 미임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차 제어

계통은 일차 제어계통이 제어봉 삽입에 실패했을 경우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연소에 따른 잉여반응

도는 필요한 반응도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차 제어계통의 반응도 요구량에서 일차 제어계통과

중복되는 반응도 불확실도도 제외한다.

일차 제어시스템과 이차 제어 시스템은 평형주기초에서 8,943 pcm (27.5$)와 2,506 pcm (7.7$)

의 반응도가를 가진다. 제어봉시스템의 정지여유도 분석결과를 표 1.2-20에서 보인다. 전운전 출

력 상태에서 재장전 상태까지의 온도결손은 1.11$로 평가되었다. 반응도 과실 (reactivity fault)는

0.85$로 조사되었다. 15% 과출력을 고려한 반응도는 0.1$로 평가되었다. 정지여유도를 계산할 때

의 총 불확실도는 6.32$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일차 제어시스템과 이차 제어시스템의 총 반응

도 요구량은 20.7$와 1.35$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제어봉 시스템의 정지여유도는 5.89$ (즉,

1.9%∆ρ)와 4.61$ (1.5%∆ρ)로 평가되었으며 반응도 제어시스템의 설계요건을 만족하였다.

Parameter Value

전환비 [TRU]

주기 길이 [EFPD]

연소반응도가 [pcm]

배치수

내부/외부 노심

장전 연료봉 TRU 농축도 [wt.%]

연료 농축도 [TRU wt.%]

(BOEC/EOEC)

TRU 물질량 (BOEC/EOEC) [kg]

평균 출력 밀도 (BOEC) [W/cc]

내부/외부/노심

평균 선출력 밀도 [W/cm]

내부/외부/노심 (BOEC)

내부/외부/노심 (BOEC)

최대 선출력 밀도 (W/cm)

내부/외부 (BOEC)

내부/외부 (EOEC)

출력 첨두 인자

내부/외부/노심 (BOEC)

내부/외부/노심 (BOEC)

0.57

332

4,002

5/5

29.42

28.67/28.32

4663.9/4461.1

274.4/207.0/233.2

209.8/158.3/178.4

205.6/160.7/178.2

303.0/308.8

287.1/297.8

1.20/1.69/1.50

1.18/1.62/1.46

표 1.2-18 평형주기에서의 핵성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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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BOEC EOEC

도플러 반응도 (dρ/dT) (pcm)

축방향 반응도 (dρ/(dH/H)) (pcm/%)

반경방향 팽창 계수

(dρ)/(dR/R) (pcm/%)

(dρ/dT) (x 1.0-6) (1/ K)

소듐 기화 반응도 (pcm ($))

제어봉가 (pcm ($))

일차

이차

지발중성자분율 (βeff)

선행핵종군별 지발중성자분율 (%)

1 군

2 군

3 군

4 군

5 군

6 군

중성자 수명 (μ sec)

-836.9T-1.140

-151

-322

-9.412

1809 (5.6$)

8943 (27.5$)

2506 (7.7$)

0.00325

2.423

19.574

14.91

35.332

20.463

7.298

0.437

-841.1T-1.137

-161

-340

-9.939

1997 (6.1$)

9234 (28.4$)

2699 (8.3$)

0.00325

2.418

19.538

14.894

35.349

20.487

7.314

0.464

표 1.2-19 평형주기에서의 반응도가 요약

Items 일차 계통 이차 계통

Temperature defects

Full power to hot standby

Hot standby to refueling

1.11

0.43

0.68

0.43

0.43

Overpower (15%) 0.07 0.07
Fuel cycle excess reactivity 12.3
Uncertainty (RMS)

Temperature defect (20%)

Burnup reactivity (50%)

Criticality prediction

Fissile loading

6.32

0.22

6.16

1.00

1.00
Reactivity fault 0.85 0.85

Total reactivity worth

One stuck assembly worth

Reactivity worth available

Maximum reactivity requirement

Shutdown margin

27.52

0.96

26.56

20.66

5.89

7.71

1.76

5.95

1.35

4.61

표 1.2-20 제어시스템의 정지여유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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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적 핵주기 계획 선정

(1) 붕괴열, 방사성 독성 평가

앞에서 설계된 후보노형 노심은 핵연료의 교체 및 재장전이 5배치 핵연료 관리전략에 따라 운

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설정되었다. 방출되는 핵연료는 1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에 파이로 공정

방식으로 재순환 후 외부공급 물질인 감손우라늄을 보충하여 새 연료로 가공되어 장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 때 파이로 공정 및 가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8개월로 가정하였다. 사용후연

료의 냉각기간, 사용후연료 파이로 공정기간, 핵연료 재가공 기간의 핵주기변수들의 실제값이 가

정과 상이한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핵주기변수들에 대한 붕괴열, 방사성 독성에 민감

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용후연료의 냉각기간은 10년까지 분석하였고 파이로 공정 기간 및 핵연

료 가공기간은 5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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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2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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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3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방사성 독성

그림 1.2-22는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붕괴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기간, 파이로 공

정 기간 그리고 재가공 기간에 비례하여 붕괴열이 증가한다. 냉각기간 기간이 3년까지는 그 영

향이 10% 이하이나 , 5년이 되면 14%로 커지며 10년인 경우 35%까지 증가한다. 파이로 공정 기

간인 경우 냉각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치의 증가를 나타내며 재가공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 및 파

이로 공정 기간의 경우보다 조금 높은 3년 까지는 14%, 5년까지 약 28%로 증가한다. 이러한 계

산결과는 핵주기 변수의 변화에 대한 중핵종들, 특히 반감기가 14.35년으로 짧은 Pu-241의 방사

성 붕괴로 인해 장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핵분열 핵종의 장전량의 감소는 재가공시 더 많은

TRU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TRU가 순환핵연료주기에 첨가되기 때문이

다. 특히 다른 핵주기변수 영향보다 재가공 기간이 더 영향을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순환 핵연료

주기에서 물질 흐름에서 시간상으로 맨 끝에 위치하여 반감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1.2-23은 핵주기 변화에 대한 방사성 독성의 영향을 나타내며 붕괴열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2) 후행 핵주기 영향 평가

그림 1.2-24는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TRU 농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기간, 파이

로 공정 기간 그리고 재가공 기간에 비례하여 농축도가 증가한다. 냉각기간 기간이 3년까지는

0.7%로 그 영향이 미미하나, 5년까지는 1.3% 그리고 10년의 경우 약 2.7%로 커진다. 파이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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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5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MA 물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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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4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TRU 농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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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6 핵주기변수 변화에 따른

TRU 물질량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재가공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 및 파이로 공정 기간의

경우보다 조금 높은 3년 까지 1.1%, 5년까지 약 2.2%로

증가한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핵주기 변수의 변화에 대한 중핵종의 반감기에 대한

영향이며 특히 반감기가 14.35년으로 짧은 Pu-241의

방사성 붕괴로 인한 장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1.2-25는 핵주기 변화에 대한 MA 물질량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기간 기간이 3년까지는 3%로

그 증가가 미미하나, 5년부터 5% 그리고 10년 까지 약

11%로 증가한다. 파이로 공정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재가공 기간인 경우 냉

각기간 및 파이로 공정 기간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

타난다. 그림 1.2-26은 핵주기 변화에 대한 TRU 물질

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냉각기간 기간이 3년에

서 5년까지 2%이내이며 10년 까지 약 3%로 증가한다.

파이로 공정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

치를 보이며 재가공 기간인 경우 냉각기간 및 파이로

공정 기간의 경우보다 조금 높은 5년까지 3% 이내로

증가한다.

핵주기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냉각

기간, 파이로 공정기간 그리고 재가공기간은 통상 이

1년 정도 이므로 이에 대한 TRU 장전량의 영향은

1% 이하로 나타나 영향이 미미하지만 3년 이상인 경

우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소로의 기능상

더 많은 TRU를 소비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 하

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 TRU 증가폭보다 MA량의 증

가폭이 더 크다는 사실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마. 600 MWe 연소로 노심 열유체 설계

연소로의 노심 열유체 개념설계 절차는 자체순환로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요 및 설

계/해석 절차는 자체순환로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한다.

(1) 유량 그룹 선정 및 유량 배분

600 MWe 연소로 노심은 1,200 MWe 자체순환로 노심과는 달리 단일 농축도를 갖는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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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하며, 내․외부 노심의 희석밀도 분율을 각각 60%, 69.5%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2 영

역 노심을 구성하였다. 특히 핵연료심-피복재 사이의 간극에 소듐을 주입하여 핵연료심의 팽윤에

의한 피복재 손상을 억제 하였으며, 핵연료심 및 핵연료-피복재간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이 냉각재로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600 MWe 연소로 노심

의 집합체 수는 모두 673개이며 이중 연료집합체 수는 334개이며 내부노심(Inner core, IC)의 연

료집합체는 126개, 외부노심(Outer core, OC)의 연료집합체는 198개이다. 또한 제어봉집합체(CR)

는 25, 반사체집합체(RF)는 72개, B4C 차폐집합체(B4C shield)는 78개, 내부저장용집합체(IVS)는

84개, 반경방향차폐집합체(Radial shield)는 90개가 장전된다. 그림 1.2-21은 600 MWe 연소로의

노심장전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열평형을 만족하는 전체 유량은 7,731 kg/s이며, 설계조건인 노심 입구온도 390°C시

노심 출구온도 545°C를 만족할 수 있도록 연료집합체에 대해서 유량그룹 선정하였다. 내부노심

은 3개의 유량 그룹, 외부노심은 10개의 유량 그룹으로 각각 분할하였으며, 전체 유량에 대한 배

분 분율은 내부노심의 경우 39.82%, 외부노심의 경우 46.60%를 차지한다. 연료집합체를 제외한

비연료 집합체, 즉, 제어봉집합체, 반사체집합체, B4C차폐체, 내부저장용집합체, 반경방향차폐체

에 대한 유량은 13.58%를 배정하였다.

표 1.2-21은 연료집합체에 대한 유량 그룹과 배정된 집합체 수, 그리고 유량그룹에 배정된 전

체 유량과 집합체별 배분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600 MWe 연소로의 최대 집합체 유량은 최대

25.90 kg/s로써, 노심 중앙부에 인접한 내부노심 집합체들에 해당되며, 최소 집합체 유량은 10.80

kg/s로써 해당 집합체들은 외부노심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1.2-27은 600MWe 연소로 1/6 노심

의 각 집합체별 출력 분포 및 유량 그룹을 나타내고 있다.

유량
그룹
번호

노심 유형
집합체당
냉각재 유량
(kg/s)

집합체
갯수

유량그룹
전체유량
(kg/s)

유량
배분율

1 IC 25.90 54 1398.60
39.82%2 IC 24.00 42 1008.00

3 IC 22.40 24 672.00
4 OC 25.20 24 604.80

46.60%

5 OC 23.10 30 693.00

6 OC 21.20 12 254.40
7 OC 19.70 30 591.00
8 OC 18.40 12 220.80
9 OC 16.60 24 398.40
10 OC 14.90 18 268.20
11 OC 13.30 12 159.60

12 OC 11.80 24 283.20
13 OC 10.80 12 129.60

표 1.2-21 600 MWe 연소로 유량그룹과 각 집합체 유량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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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C

5.77
1

(10,1)
OC
3.34
10

(9,1)
OC
4.47

7

(8,1)
CR

(6,1)
IC

5.28
2

(5,1)
IC

5.55
1

(4,1)
CR

(7,1)
IC

4.93
3

(2,1)
IC

5.83
1

(1,1)
CR

(2,2)
IC

5.83
1

(5,2)
IC

5.60
1

(11,2)
OC
2.66
12

(10,2)
OC
3.87

9

(8,2)
OC
5.50

4

(7,2)
IC

5.11
3

(6,2)
IC

5.39
2

(9,2)
OC
4.85

6

(4,2)
IC

5.72
1

(3,2)
IC

5.76
1

(3,3)
IC

5.77
1

(6,3)
IC

5.44
2

(11,3)
OC
3.13
11

(9,3)
OC
5.08

5

(8,3)
OC
5.70

4

(7,3)
IC

5.23
2

(10,3)
OC
4.25

8

(5,3)
IC

5.58
1

(4,3)
IC

5.72
1

(4,4)
CR

(7,4)
CR
20

(10,4)
OC
4.48

7

(9,4)
OC
5.23

5

(8,4)
IC

4.97
3

(11,4)
OC
3.48
10

(6,4)
IC

5.44
2

(5,4)
IC

5.60
1

(5,5)
IC

5.55
1

(8,5)
IC

4.97
3

(11,5)
OC
3.68

9

(10,5)
OC
4.54

7

(9,5)
OC
5.26

5

(12,5)
OC
2.66
13

(7,5)
IC

5.23
2

(6,5)
IC

5.39
2

(6,6)
IC

5.28
2

(9,6)
OC
5.23

5

(12,6)
OC
2.78
12

(11,6)
CR
51

(10,6)
OC
4.54

7

(8,6)
OC
5.70

4

(7,6)
IC

5.11
3

(7,7)
IC

4.93
3

(10,7)
OC
4.48

7

(12,7)
OC
2.78
12

(11,7)
OC
3.68

9

(9,7)
OC
5.08

5

(8,7)
OC
5.50

4

(8,8)
CR

(11,8)
OC
3.48
10

(12,8)
OC
2.66
13

(10,8)
OC
4.25

8

(9,8)
OC
4.85

6

(9,9)
OC
4.47

7

(11,9)
OC
3.13
11

(10,9)
OC
3.87

9

(10,10)
OC
3.34
10

(11,10)
OC
2.66
12

Assembly Position
Assembly Type
Assembly Power(MWth)
Flow Grouping

(A,B)
IC / OC
MWth

1 ? 13

그림 1.2-27 600 MWe 연소로 1/6 노심 유량 그룹 분포 및 집합체별 출력

(2) 600 MWe 연소로 노심 온도 분포

각 유량그룹에서의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를 표 1.2-22에 나타내었다. 이는 CRBR과 IFR에

서 도출된 불확실도를 반영한 결과로써, 각 유량 그룹에서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설계 요건인

650℃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량 그룹 번호 노심 유형 피복재 중간벽온도(2σ)(oC)
1 IC 649.0
2 IC 649.1
3 IC 649.3
4 OC 649.4

5 OC 649.4
6 OC 649.1
7 OC 649.8
8 OC 649.2
9 OC 649.7
10 OC 648.6

11 OC 649.6
12 OC 648.1
13 OC 649.2

표 1.2-22 600 MWe 연소로 유량그룹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

그림 1.2-28은 발열집합체에서의 집합체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2σ)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표 1.2-22에서 보면 각 유량그룹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는 약 1.1℃의 근소한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각 집합체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2σ)의 차이는 약 13.4℃로써, 이는 1,200

MWe 자체순환로에 비해 연료집합체의 출력 분포 평탄화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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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0

636.40

638.80

637.60

638.80

641.60

646.40

649.10

649.10

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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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0 638.80 637.60 638.80

641.60 646.40 649.10 649.10 646.40

640.10 649.30 639.20 639.20 649.30

640.50 649.40 642.10 642.10 649.40 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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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0 649.70 649.20 646.40 649.80 649.80 646.40 649.20 649.70

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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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2
637.24
6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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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9
638.91
639.33
6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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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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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8 600 MWe 연소로 집합체별 최대 피복재 중간벽 온도 분포

(3) 600 MWe 연소로 압력강하

그림 1.2-29는 발열집합체에서의 핵연료 봉다발에서의 압력강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저유

량이 배정된 13번 유량그룹(10.8 kg/s)의 경우 약 50.5 kPa의 압력강하를 갖으며, 고유량이 배정

된 노심중앙의 1번 유량그룹(25.9 kg/s)의 경우 약 239.7 kPa의 압력강하를 보였다. 1,200 MWe

자체순환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냉각재가 배분되었지만, 최대 2배정도의 압력강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600 MWe 연소로가 1,200 MWe 자체순환로에 비해 작은 핵연료봉

직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집합체 내부 직경이 감소했기 때문에 협소한 냉각 유로 면적

을 갖게 됨으로써, 각 부수로에서의 유속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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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9 600 MWe 연소로 집합체별 봉다발 압력강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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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반기술 개발

1.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BFS-73-1, BFS-75-1, BFS-55-1 임계집합체에 대한 단면적 라이브러리간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KAERI에서 고속로 노심 설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설계코드

(TRANSX/TWODANT/DIF3D)[Macfarlane, 1993, Alcouffe, et al., 1990, Derstine, 1984]와 참조

계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MCNP4C 코드[Briesmeister, 2000]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설계코드

를 이용한 비교․분석은 현재 고속로 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코드의 정확도를 BFS 임계 실험

에서 실측된 값으로 예비 평가하기 위함이며,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한 비교․분석은 임계 실험

구성과 설계코드의 분석 모델간의 보정 즉, 단위 핵연료셀의 비균질효과, 계측기 위치에 따른 스

펙트럼 지수 및 핵분열 분포의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가. DIF3D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1) 임계집합체 해석 전산체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속로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KAFAX-E66 (ENDF/B-VI.6)[Kim, 2001]

과 최근에 발표된 평가핵자료 ENDF/B-VII.0, JEFF-3.1, JENDL-33에 대하여 DIF3D를 이용하

여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과제 수행 중 JAEA에서 발표된

JENDL-AC2008 (2008년 6월 발표)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다.

 
ENDF/B-VII.0

RECONR

BROADR

HEATR

PURR

PENDF
(point-wise data) GROUPRACER

MCNP continuous 
library

GENDF
(group-wise data)

MATXSR

KAFAX multi-
group library

JEFF-3.1 JENDL-3.3 ENDF/B-VI.6

그림 2.1-1 BFS-55-1 임계 실험의 소듐기화반응도 측정을 위한 구성

KAERI에서 고속로 노심 설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MATXS 형

식으로서 총 150 에너지군을 갖는다. 또한 MCNP 코드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평가 핵자

료에 대한 연속 에너지 단면적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는 그림 2.1-1에 보인바와 같이 NJOY 코드

를 이용하여 각 평가핵자료를 처리하여 150군 KAFAX (Korea Advanced Fast Cross Section

Set) 단면적과 연속 에너지 단면적을 생산하였다. KAFAX 다군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성시에는

MATXS 형식에 대응되도록 각 핵종에 대한 배경 단면적 (Background Cross Section)과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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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테이블화 하였으며 GROUPR 모듈에서 다군 단면적 생산을 위한 가중 함수로

KALIMER-150 중성자 스펙트럼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몬테칼로 코드용 연속에너지 단면적

생산 시에는 NJOY코드의 PURR 모듈을 이용하여 비분해 공명에너지 영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고속로 설계코드를 이용한 노심 해석 절차는 그림 2.1-2과 같다. 먼저 NJOY 코드에 의해 생

성된 MATXS 형식의 150군 KAFAX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TRANSX 코드를 통해 각 영역별 균

질 수밀도에 대하여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자기 차폐 효과를 반영한 단면적을 생산한다. 생산된

150군 단면적은 TWODANT 코드를 이용하여 R-Z 모델에 대한 수송이론 계산이 수행되며 이때

생산한 영역별 150군 중성자속을 다시 TRANSX 코드에서 처리하여 80군, 25군 등의 중성자 에

너지 군 구조에 대하여 축약이 수행된다. 150군 또는 축약된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DIF3D Hex-Z 또는 R-Z 계산이 수행된다.

Nuclear data files
(ENDF/B-VI.6, 
ENDF/B-VII.0, 

JEFF-3.1,
JENDL-3.3

KAFAX, 150g
Infinite dilute XS 

library

Group XS processing

NJOY

Effective XS generation
Resonance self shielding, 

Group collapsing

TRANSX

ISOTXS
Fine group 

renonance self 
shielded XS

Fine group SN calculation

TWODANT

RZFLUX
Weighting neutron 

spectra

Atomic number 
density

Core layout
Fuel specifications

ISOTXS
Few group effective XS
(80g, 25g, 12g, 9g, …)

Hex-Z nodel diffusion 
calculation

R-Z FDM calculation

DIF3D

K-effective
Flux, power distribution

Reactivites

그림 2.1-2 BFS 임계 집합체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

KAERI에서 보유하고 있는 DIF3D코드는 중성자 확산이론에 근거한 노달 방정식 또는 유한차

분법(FDM)에 의한 해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노심 외곽 또는 물질의 급격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비등방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TWODANT 수송 이론 계산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수송 보정 (Transport Correction)이라 부르며, 실제 적용은 동일한 R-Z 모델에 대하여

TWODANT 수송이론 계산 결과와 DIF3D 유한차분법 계산의 차이를 DIF3D Hex-Z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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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2) 중성자 스펙트럼 분석

각 BFS 임계집합체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1-3에 각 BFS 임계집합체의 중

성자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중성자 스펙트럼은 TWODANT R-Z 근사 모델에 대하여 150 에너

지군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중성자 누출에 의한 스펙트럼 변화를 제외하기 위하여 노심 중앙영

역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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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 BFS 임계 집합체의 노심 중앙영역 중성자 스펙트럼 (14 에너지군)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상 임계집합체 중에서 BFS-75-1이 가장 경화된 중성자 스펙트럼

을 나타내고 있으며 BFS-55-1이 가장 연화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BFS-75-1은 Zr 디스크

가 단위 핵연료셀 내부에 11 vol.%만큼 장전되어 BFS-73-1 임계집합체 보다 Na-23의 부피비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화된 스펙트럼을 보이며 이로 인해 BFS-73-1의 경우 BFS-75-1보다

2 keV 부근의 소듐 산란 단면적의 공명영역에서 보다 깊은 중성자속 감소를 나타낸다.

BFS-55-1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심 평균 플루토늄 농축도가 10 wt.%로 작기 때문에 보다 연화

된 스펙트럼을 보이며 플루토늄 핵종은 수 eV 중성자 에너지 근방에 큰 공명영역이 존재하기 때

문에 해당 에너지의 중성자속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계산 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

각 평가핵자료의 노물리 측정 변수 영향 분석에 앞서 계산 조건에 따른 BFS 임계집합체 분석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노심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조건이 실측치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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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노심 설계에서 적분

인자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중성자 에너지군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성자 에너지 군

구조는 9, 12, 21, 25, 26, 80, 150 군이다. 이 중 25 에너지군은 KAERI에서 노심 연소계산에서 사

용되고 있는 에너지 군 구조이며, 80군은 KAFAX-E66의 사용 이전에 JEF-2.2로부터 유도된

KAFAX-F22에 적용하였던 에너지군 구조이다. 또한 26군 구조는 IPPE에서 BFS 임계집합체 분

석에 사용한 에너지군 구조이다. 26군 구조의 경우 현재의 150 군 구조와 중성자 에너지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에너지 군을 포함하여 재편성 한 구조이다. 그림 2.1-4

와 그림 2.1-5은 중성자 에너지군 수에 따른 노심 유효증배계수 변화와 스펙트럼 지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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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성자 에너지군 수에 따른 노심 유효증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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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성자 에너지군 수에 따른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 결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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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노심 유효증배계수에서 150군, 80군, 25군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26군 구조와의 차이는 중성자 에너지 경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

한 스펙트럼 지수 또는 MA 반응률비와 같은 노물리 변수의 경우도 12군 이상의 에너지 군 구조

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TWODANT의 비등방 산란 취급 방법과 각 분할에 대한 분석 결과 P3 산란 단면적과 S8 각

분할에서 충분한 정확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계산 격자 크기에 따른 분석 결과 대략 반경

방향에 대해서는 2.0 cm, 축방향에 대해서는 3.0 cm 정도의 계산 격자 크기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에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4) 노심 유효증배계수

각각의 BFS 임계집합체에 대하여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를 표 2.1-1에 각각의 평가 핵자료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BFS-73-1과 BFS-55-1은 러시아 IPPE에서 계산하여 제시한 비균질

효과 (BFS-73-1: 0.15 %Δk/k [Kochetkov, 2005], BFS-55-1: 1.8 %Δk/k[IPPE, 1995])를 보정한

값이며 BFS-75-1은 축방향 비균질 효과를 TWODANT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보정

한 값을 나타낸다. BFS-73-1과 BFS-75-1에 대한 결과는 ENDF/B-VII.0과 JEFF-3.1에 대하여

0.11 %Δk/k이내의 매우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JENDL-3.3과 ENDF/B-VI.6을 사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Yoo, et al.,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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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각 평가핵자료의 U-235 포획반응단면적 비교 (150군)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JENDL-3.3 평가 핵자료가 모두 유효증배계수를 저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JENDL-3.3에 포함된 U-235 포획 반응 단면적이 타 평가 핵자료에 비하여 과대평가

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JENDL-3.3의 U-235 포획단면

적은 30 keV ～ 1 MeV사이의 에너지 구간에서 크게 과대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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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DL-3.3 이외의 타 평가 핵자료의 U-235 포획 반응 단면적은 전 에너지 구간에서 거의 일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NDF/B-VI.6 평가 핵자료가 BFS-75-1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Zr의

단면적이 과소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명되었다[Yoo, et al., 2008a]. 즉 거의 동일한 우라늄 금속

연료 장전 임계집합체 (BFS-73-1, BFS-75-1)에서 유독 BFS-75-1에 대하여 상이한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은 BFS-75-1의 단위 핵연료셀에 11 wt.%정도의 Zr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FS-55-1 임계집합체 계산 결과는 사용된 평가핵자료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Yoo, et al., 2008b]. 이는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 계산 결과로부터 U-238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Yoo, et al., 2008b]. 또한 이러한 U-238 비탄성 산란 단면

적의 영향은 BFS-73-1, BFS-75-1에서도 나타나지만 U-235의 반응 단면적에 의해 상쇄되고,

BFS-55-1의 경우 중핵종 중 U-238의 중량비가 90 wt.%로 BFS-73-1과 BFS-75-1보다 높기 때

문에 U-238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1 BFS 집합체의 노심 유효증배계수 계산 결과

ENDF/B-VII.0 JEFF-3.1 JENDL-3.3 ENDF/B-VI.6

(C/E-1)*100 [%] of k-effective

BFS-73-1 -0.106 -0.020 -0.827 -0.044
BFS-75-1 0.113 0.082 -0.643 0.552

BFS-55-1 -0.497 -0.034 -0.799 0.595

Axial hetero. effect [pcm]

BFS-75-1 523 586 557 539
BFS-55-1 878 917 846 772

Transport effect [pcm]

BFS-73-1 386 372 382 421
BFS-75-1 393 379 402 427
BFS-55-1 215 207 182 205

표 2.1-1에는 유효증배계수 뿐만 아니라 BFS-75-1, BFS-55-1에 대한 축방향 비균질 효과와

수송이론 효과도 동시에 나타내었다. BFS-75-1은 BFS-73-1과 달리 단위 핵연료셀의 크기가 2

배정도로 크고 고농축 우라늄과 중간 농축 우라늄이 단위 핵연료셀 내부에 공존하기 때문에 비균

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BFS-55-1의 경우 중성자 스펙트럼이 타 임계집합체 보다 연화되어 있

으며 플루토늄 원소의 공명영역이 우라늄에 비하여 좀 더 넒은 에너지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 가

장 비균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FS-73-1과 BFS-75-1의 노심 크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노심 외곽의 중성자의 비등방성

에 의해 발생하는 수송이론 효과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단, BFS-75-1이 BFS-73-1보다

약간 경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 핵자료를 사용했을 경우

BFS-75-1의 경우가 수송이론 효과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BFS-55-1의 경우는 세가지 임계집합

체 중에서 가장 연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노심 크기에 대하여 가장 작

은 수송 이론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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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에 대하여 계산된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를 표 2.1-2에 나타내었

다. 표에서 보듯이 Pu-238 핵종에 대한 핵분열 반응률비(F49/F28)은 사용된 평가 핵자료에 관계

없이 실측치와 1.2 % 이내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신의 평가핵자료를 사용할 경우 다음

의 반응률비에 대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U-238 핵분열 반응률비 (F28/F25)

∙Np-237 핵분열 반응률비 (F37/F49)

∙Pu-240 핵분열 반응률비 (F40/F49)

표 2.1-2 BFS 집합체의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 계산 결과 (C/E)

　　
Measurement
Error [%] ENDF/B-VII.0 JEFF-3.1 JENDL-3.3 ENDF/B-VI.6

BFS-73-1 　 　 　 　 　
F49/F251) 1.62 0.989 0.992 0.988 0.997

F28/F25 1.65 0.990 0.983 1.008 1.035
C28/F49 1.60 0.964 0.958 0.965 0.945
F37/F49 3.35 0.975 0.971 0.971 0.996
C37/F49 4.58 1.064 0.964 0.981 1.014
F51/F49 3.95 0.924 0.916 0.925 0.977
F53/F49 4.57 0.891 0.880 0.892 0.943

BFS-75-1 　 　 　 　 　
F49/F25 1.17 0.997 1.002 0.997 1.007
F28/F25 1.56 1.010 0.999 1.036 1.080
C28/F25 1.64 0.968 0.965 0.965 0.955
F37/F49 1.99 1.006 1.006 1.009 1.040
F51/F49 3.49 0.981 0.972 0.988 1.055

F53/F49 4.29 0.772 0.763 0.778 0.832
F48/F49 1.28 1.128 1.176 1.143 1.156
F64/F49 1.52 0.937 0.947 0.938 1.013
F40/F49 2.27 1.032 1.049 1.019 1.095
BFS-55-1 　 　 　 　 　
F28/F25 1.68 0.951 0.945 0.967 1.009

F49/F25 1.40 0.993 1.000 0.992 1.003
F40/F49 3.15 0.996 1.017 0.974 1.055
F41/F49 1.98 0.994 0.996 1.005 0.983
C28/F25 2.60 1.020 1.011 1.021 1.008
C28/F49 2.60 0.994 0.977 0.994 0.972

1)XYZ/XYZ: X=reaction type (F=fission, C=capture), Y=last digit of atomic number,
Z=last digit of mass number

그러나 Am-241, Am-243의 핵분열 반응률비의 경우 거의 모든 평가 핵자료에 대하여 상대적

으로 정확도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이너 액티나이드 (MA) 핵분열 반응률

비는 1보다 작은 값으로 최신의 평가 핵자료를 사용할 경우 MA 연소효율을 보수적으로 평가



- 2-78 -

(과소평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MA가 다량 포함된 TRU 연소로 설계 시 MA의 연소효율에

대한 불확실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MA 핵분열 단면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 하나의 특이 사항은 최신의 평가핵자료 (ENDF/B-VII.0, JEFF-3.1, JENDL-3.3)의 경우 기

존의 평가핵자료(ENDF/B-VI.6)와 비교하여 대부분 MA의 반응률비에 대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NDF/B-VII.0과 JEFF-3.1에 포함된 MA 반응 단면적은 JENDL-3.3

에서 Maslov에 의해 재평가된 MA 반응 단면적과 같은 단면적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BFS-55-1 임계집합체에 대한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 계산결과는 BFS-73-1, BFS-75-1

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BFS-55-1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타 BFS 임계집합체에 비하여 연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액티나이드

의 단면적은 저에너지에 비하여 고에너지 중성자 단면적에 좀 더 많은 불확실도를 나타내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6) 소듐 기화 반응도

소듐기화 반응도는 BFS-75-1과 BFS-55-1에서 총 7가지 구성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FS-75-1의 구성 4가지 중 1가지를 제외한 3가지 구성은 그 실측치가 수

cent정도에 불과하고 측정 오차가 100%를 상회하기 때문에 평가핵자료의 영향 평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BFS-75-1의 경우 충분히 큰 측정치를 보이고 있는 1가지 경우에 대하여 평가핵

자료 영향을 평가하였다.

표 2.1-3 BFS-75-1 임계 집합체의 소듐기화반응도가 계산 결과 (Case4)

Library
C/E Difference

with JEFF-3.1
(pcm)Homo. Hetero.

ENDF/B-VII.0 0.688 0.858 43.0

JEFF-3.1 0.810 0.985 -

JENDL-3.3 0.738 0.902 28.0

ENDF/B-VI.6 0.659 0.829 52.8

BFS-75-1의 소듐기화 반응도는 축방향 비균질 모델과 균질 모델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를 표 2.1-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축방향 비균질 모델을 사용할 경우 JEFF-3.1을 사

용할 경우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JEFF-3.1에 포함된 Na-23 단면적의

재조정 때문이다. JEFF-3.1의 Na-23 반응 단면적은 Kopecky에 의해 재평가된 비탄성 산란 단면

적과 총 반응 단면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산란 단면적을 2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 대하여 조

정된 단면적이다[Rimpault, 2007].

표 2.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BFS-55-1 임계집합체의 소듐기화 반응도는 축방향 비균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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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경우 평가핵자료에 관계없이 모두 측정 오차 이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BFS-55-1의 소듐기화 반응도 측정을 위한 구성 중에서는 Case3는 측정치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표의 측정 오차 및 계산 결과는 C/E가 아닌 C-E를 나타낸다.

표 2.1-4 BFS-55-1 임계 집합체의 소듐기화반응도가 계산 결과 (C/E)

　 　 Case1 Case2 Case31)

Uncertainty (1σ) [%] 7.1 7.7 0.5
2)

Heterogeneous configuration 　 　

ENDF/B-VII.0 0.966 0.972 -1.738

JEFF-3.1 0.991 1.023 -1.692
JENDL-3.3 1.036 0.932 -6.781
ENDF/B-VI.6 1.012 1.032 -1.248

Homogeneous configuration 　 　

ENDF/B-VII.0 1.271 1.329 0.003
JEFF-3.1 1.296 1.349 -0.494
JENDL-3.3 1.286 1.337 -0.511

　 ENDF/B-VI.6 1.300 1.369 0.393
1) C-E for Case3 in cent
2) The unit of uncertainty is in cent

BFS-75-1의 경우는 외부 노심의 최외곽 연료 튜브가 기화된 경우로 측정치는 음의 반응도를

나타내며 BFS-55-1의 Case1과 Case2는 양의 반응도를 나타낸다. 이를 고려할 때 소듐기화 반응

도 계산시 균질 모델을 사용할 경우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 제어봉가

제어봉가는 BFS-75-1 임계집합체에 대해서만 측정되었으며 제어봉 위치와 제어봉 종류의 총

13개 조합으로 측정되었다. 표 2.1-5는 제어봉가에 대한 C/E 값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평가 핵

자료에 대하여 TRANSX/TWODANT/DIF3D 계산은 CR7TY3의 경우를 제외하고 5 % 이내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R7TY3의 경우는 80 % 고농축 B4C 제어봉을 사용한 경우로 실

측 제어봉가가 높은 구성에 대하여 최신의 평가핵자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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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BFS-75-1 임계 집합체의 제어봉가 계산 결과 (C/E)

Case1)
Measurement
uncertainty
(%)

ENDF/B-VII.0 JEFF-3.1 JENDL-3.3 ENDF/B-VI.6

CR1TY5 0.61 1.001 0.993 0.995 0.982

CR14TY5 0.50 0.993 0.984 0.986 0.973

CR135TY5 0.46 1.009 0.999 1.002 0.988

CR123456TY5 0.39 1.010 1.001 1.003 0.990

CR7TY4 0.41 1.017 1.006 1.007 0.987

CR8TY4 0.42 0.979 0.969 0.970 0.951

CR78TY4 0.37 0.990 0.981 0.982 0.963

CR7TY1 1.94 1.046 1.039 1.034 1.012

CR8TY1 2.04 1.043 1.036 1.031 1.010

CR9TY1 3.33 1.016 1.016 1.007 0.996

CR7TY2 5.00 1.020 1.011 1.024 1.030

CR7TY3 0.81 1.061 1.067 1.051 1.033

CR7TY5 2.63 1.028 1.016 1.020 1.004
1) Case명은 제어봉 위치와 제어봉 종류의 조합으로 나타냄. 예) CR1TY5는 제어봉 위치

1번 제어봉 종류 5번을 나타냄

(8) 유효지발중성자 분율

표 2.1-6은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에 대하여 계산한 유효지발중성자 분율을 나타낸다. 유효

지발 중성자 분율은 ENDF/B-VI.6에 대해서만 계산되었다. 이는 본원에서 지발 중성자 단면적으

로 ENDF/B-VI.6 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유효지발중성자 분율은

최대 2.6 % 이내로 일치하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6 유효지발중성자 분율 계산 결과 (C/E)

Critical assembly C/E of B-effective

BFS-73-1 1.011

BFS-75-1 1.015

BFS-55-1 0.974

(9) 핵분열 분포

표 2.1-7는 평가핵자료에 따른 반경방향 및 축방향 핵분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FS 임계집합체 단위 핵연료셀은 축방향으로 비균질한 형상을 보이고 있어 단위 핵연

료셀의 크기보다 작은 핵분열 전리함의 핵연료셀 내부의 위치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표에

나타낸 값은 단위 핵연료셀에 대한 TWODANT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심의 핵분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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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정해준 값이다.

표 2.1-7 BFS-73-1과 BFS-75-1의 핵분열 분포 예측 RMS 오차

　 　 Library BFS-73-1 BFS-75-1

　 　 　
TWODANT
R-Z [%]

DIF3DHex-Z
[%]

TWODANT
R-Z [%]

DIF3DHex-Z
[%]

Radial 　 　 　 　 　

U235
Core

ENDF/B-VI.6 1.73 1.93 0.71 0.74

ENDF/B-VII.0 2.12 2.35 0.75 0.79
JEFF-3.1 2.17 2.45 0.71 0.75
JENDL-3.3 2.39 2.67 0.72 0.76

U238
Core

ENDF/B-VI.6 0.93 2.70 2.88 2.21
ENDF/B-VII.0 1.16 3.01 2.83 2.09
JEFF-3.1 1.24 3.24 2.75 2.01

JENDL-3.3 1.40 3.32 2.83 2.12

Axial 　 　 　 　 　

U235
Core

ENDF/B-VI.6 0.90 0.99 0.77 0.84
ENDF/B-VII.0 1.08 1.21 1.01 1.12
JEFF-3.1 1.09 1.27 0.89 1.01
JENDL-3.3 1.26 1.42 0.98 1.15

U238
Core

ENDF/B-VI.6 1.35 1.40 5.63 5.36
ENDF/B-VII.0 1.38 1.60 6.20 5.91

JEFF-3.1 1.46 1.79 6.68 6.37
　 JENDL-3.3 1.41 1.75 6.05 5.77

표에서 보듯이 평가핵자료에 따른 핵분열 분포의 RMS에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U-235의 핵분열 분포보다 U-238의 핵분열 분포가 약간 큰 RMS 오차를 보였다.

BFS-75-1에 대한 축방향 U-238 핵분열 분포의 경우 5～7 % 정도로 RMS 오차가 높게 나타난

것은 BFS-75-1의 단위 핵연료셀의 축방향 비균질도가 BFS-73-1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몬테칼로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에 대한 상세 비균질 모델을 구축하였다. 임계집합체의 단위핵연료셀

을 구성하는 연료 튜브, 연료 디스크, 튜브사이의 간격 등을 모델링하였으며 그 중 한 예를 그림

2.1-7에 나타내었다. 단, 연료 튜브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실린더 형 또는 삼각형 스틱은 연료 튜

브사이의 간격에 균질화 시켰다.

BFS-73-1 임계실험에서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는 노심 정중앙의 연료 튜브를 제거하고 그 자

리에 핵분열 전리함 (Segment Fission Chamber 또는 Small Size Fission Chamber)를 축방향 노심 중

앙에 삽입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몬테칼로 모델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도록 노심 계산 모델과는 별도로

BFS-73-1의 스펙트럼 지수와 반응률비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2.1-8와 같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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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반경방향 비균질 모델) (MCNP 축방향 비균질 모델)

그림 2.1-7 MCNP 몬테칼로 분석을 위한 비균질 모델 (BFS-75-1)

 

Detector cell

Fuel rods   

 

Detector cell

Disks

그림 2.1-8 MCNP 몬테칼로 분석을 위한 계측기 모델 (BFS-73-1)

몬테칼로 분석을 위한 비균질 모델은 연료 튜브, 디스크, 균질화된 튜브사이의 간격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노심 중앙 연료 튜브 또는 연료 튜브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계측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측기 모델을 통하여 스펙트럼 지수, MA 반응률비, 핵분열 분포를 계산한다. 스펙

트럼 지수와 반응률비는 먼저 계측기를 통과하는 총 중성자 궤적(Track Length)를 MCNP의 F4

Tally를 통하여 수집하고 각 핵종에 대응되는 미시 단면적을 FM 카드를 통해 곱하여 계산한다.

핵분열 분포는 노심에 삽입된 계측기를 모두 축방향 부분 Tally (Segment Tally)를 통하여 구하

도록 하였다.

단위 핵연료셀의 비균질도가 노심 유효증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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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F/B-VII.0 JEFF-3.1 JENDL-3.3 JENDL-AC ENDF/B-VI.6

C/E of k-effective 　 　 　 　

BFS-73-1 0.99625 0.99726 0.98915 0.99442 0.99849
BFS-75-1 0.99774 0.9975 0.99036 0.99451 1.00204

BFS-55-1 0.99078 0.99585 0.9882 0.99516 1.00042

Heterogeneity effect of k-effective (pcm) 　 　 　

BFS-73-1 201 175 220 228 349

BFS-75-1 715 724 775 763 696
　 BFS-55-1 1566 1516 1592 1526 1486
MCNP standard deviation of k-effective (1s) = ±0.00002
Measurement uncertainty of k-effective (1s) = ±0.00150

합체에 대하여 몬테칼로 균질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2.1-9에 보인 바와 같이 단위 핵연료셀을

구성하는 튜브, 스틱, 디스크 등은 단일 육각주 형상으로 균질화 되었다. 유효증배계수의 비균질

영향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지수 등의 노물리 변수의 축방향 비균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균

질 모델에 대해서도 각 육각형의 코너에 계측기 모델을 삽입하였다.

 

그림 2.1-9 MCNP 몬테칼로 분석을 균질 모델 (BFS-75-1)

MCNP를 이용한 몬테칼로 계산은 총 15억개 이상의 중성자 History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이는 BFS 임계실험에서 측정된 노물리 변수 즉, 유효증배계수, 스펙트럼 지수, 반응률비, 핵분열

분포 등의 계산에서 몬테칼로 계산의 확률론적 표준 편차가 측정 불확실도 이내 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요 노물리 변수 중에서 몬테칼로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은 U-238의 핵분열 반응률비 (F28/F25)로서 반응률비 측정에 사용된 계측기에서 핵분열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영역이 직경 3 mm, 길이로 3 cm 정도로 몬테칼로 Tally 영역이 극히 작고

U-238의 문턱 에너지 핵분열로 인하여 노심 중앙에서의 실제 반응률이 타 핵종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다.

표 2.1-8 MCNP 유효증배계수 결과 및 비균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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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에 MCNP를 이용하여 계산한 BFS 임계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 및 비균질 효과를 나

타내었다[Yoo, et al., 2008c]. 노심 유효증배계수 정확도는 임계집합체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

될수록 최신의 평가 핵자료를 사용한 경우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설계코드

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JENDL-3.3이 BFS-73-1,

BFS-75-1의 유효증배계수를 저평가하는 경향, Zr이 함유된 임계집합체 (BFS-75-1)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U-238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의 영향으로 BFS-55-1 임계집

합체에 대한 각 평가핵자료의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 등 모두 이전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Incident neutron data / / U235 / MT=102 : (z,g) radiative capture / Cross section

Incident Energy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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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U-235 포획 반응 연속에너지 단면적 비교 (JANIS)

Incident neutron data / / U238 / MT=4 : (z,n') total inelastic scattering /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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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U-238 비탄성 산란 단면적 비교 (JANI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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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과 그림 2.1-11은 JANIS3.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평가핵자료의 단면적을 비

교한 결과이다. 연속 에너지 단면적에서도 JENDL-3.3은 타 평가핵자료에 비하여 U-235 포획 반

응 단면적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U-238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에서도 고에

너지 영역에서 각 평가핵자료간 큰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단위 핵연료셀의 비균질 영향은 최신의 평가핵자료의 경우 BFS-73-1의 경우 ±20 pcm 정도,

BFS-75-1의 경우 ±40 pcm 정도, BFS-55-1의 경우 ±40 pcm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BFS-73-1의 비균질 효과는 IPPE에서 ABBN 단면적으로 다군 몬테칼로 코드로 계산한 결과

(150 pcm)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FS-55-1의 경우 IPPE의 결과 (1,800

pcm)보다 작게 나타났다. 앞서 설계코드를 이용한 축방향 비균질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

면, 반경방향 비균질 효과는 총 비균질 효과의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

지 단위 핵연료셀의 형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균질 영향이 아닌, 비균질 형상에 동반한 중성자

산란 특성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2.1-9 MCNP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 계산 결과

　 　
Measurement
uncertainty1s

[%]

ENDF/B-

VII.0
JEFF-3.1

JENDL-

3.3

JENDL-

AC

ENDF/B-

VI.6

BFS-73-1 　 　 　 　 　 　
F49/F25a) 1.62 0.991 0.996 0.990 1.002 0.998
F28/F25 1.65 1.001 0.986 1.011 0.996 1.046
C28/F49 1.60 1.057 1.056 1.058 1.070 1.040
F37/F49 3.35 0.982 0.972 0.970 0.957 0.997
C37/F49 4.58 1.056 0.958 0.974 1.008 1.009

F51/F49 3.95 0.930 0.914 0.924 0.923 0.981
F53/F49 4.57 0.896 0.878 0.891 0.869 0.947

BFS-75-1 　 　 　 　 　 　
F49/F25 1.17 1.000 1.005 1.000 1.014 1.011
F28/F25 1.56 1.028 1.011 1.055 1.041 1.097
C28/F25 1.64 0.964 0.962 0.959 0.974 0.953

F37/F49 1.99 1.017 1.013 1.017 1.007 1.052
F51/F49 3.49 0.991 0.979 0.996 0.998 1.066
F53/F49 4.29 0.781 0.769 0.785 0.768 0.840
F48/F49 1.28 1.132 1.178 1.147 1.111 1.161
F64/F49 1.52 0.946 0.952 0.944 1.055 1.024
F40/F49 2.27 1.041 1.055 1.026 1.000 1.106

BFS-55-1 　 　 　 　 　 　
F28/F25 1.68 0.949 0.955 0.975 0.949 1.019
F49/F25 1.40 0.993 1.000 0.992 1.005 1.003
F40/F49 3.15 0.998 1.018 0.978 0.943 1.057
F41/F49 1.98 0.993 0.995 1.005 1.000 0.982
C28/F25 2.60 0.963 0.951 0.961 0.975 0.952

C28/F49 2.60 0.992 0.972 0.990 0.992 0.970
a)XYZ/XYZ, X=reaction type (F=fission, C=capture), Y=last digit of atomic number,
Z=last digit of mas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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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는 MCNP를 통해 계산된 스펙트럼 지수 및 반응률비를 나타내고 있다. 유효증배계수

에서와 마찬가지로 몬테칼로 계산에서도 설계코드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즉, F28/F25, F37/F49, F40/F49에 대해서는 최신의 평가핵자료가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지만 Am-241, Am-243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듐기화반응도가에서도 설계코드에 의한 계산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10

에서 보듯이 JEFF-3.1의 Na-23 단면적 재평가가 BFS-75-1의 소듐기화반응도가 향상에 기여하

고 있다.

표 2.1-10 MCNP 소듐기화 반응도 계산 결과 (BFS-75-1)

Library BFS-75-1

ENDF/B-VII.0 0.900

JEFF-3.1 0.999

JENDL-3.3 0.917

JENDL-AC 0.942

ENDF/B-VI.6 0.875

핵분열 분포는 분리 핵분열 전리함을 통해 U-235와 U-238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측정된 핵분

열 분포, 특히 축방향 핵분열 분포는 단위 핵연료셀의 비균질 형상에 대하여 보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전리함의 단위 핵연료셀 내부의 위치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은 U-235보다

U-238과 같이 문턱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에 대해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계측기 위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분열 분포는 상세 비균질 모델과 균질 모델 모

두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각각의 계측기 위치에 대한 보정 인자를 생산하였다. 축방향 비균질

영향이 가장 큰 BFS-75-1 임계집합체의 핵분열 분포를 그림 2.1-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낸 결과는 ENDF/B-VII.0 평가핵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타 평가핵자료에 대한 계산

결과도 그림 2.1-12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에 나타

냈듯이 U-235에 대한 비균질 영향은 U-2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U-235 핵분

열 분포는 노심 영역에서 대략 2 %이내에서 일치하였지만 노심/블랭킷 경계 영역으로 갈수록 정

확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에서 축방향 U-238 핵분열 분포는 계측기의 위치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측정치를 보여

준다. 이것은 BFS-75-1의 단위 핵연료셀에 고농축 우라늄과 중간 농축 우라늄이 일정 거리를 두

고 배치되어있기 때문이며 계측기가 고농축 우라늄 디스크에 가까우면 높은 값을, 이와 멀어질

경우 낮은 값을 보이게 된다. 비록 U-238 핵분열 분포의 정확도는 5 % 내외로 저하되지만 지그

재그 형태의 핵분열 분포를 몬테칼로 코드를 통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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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비균질/균질 모델간 핵분열 분포 비교 (BFS-75-1)

다.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수치적 벤치마크 계산

(1) 기반단면적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평가핵자료가 갖는 각 핵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금속연료가 장전된 세

가지 임계집합체 해석에서 가장 최적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평가핵자료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이는 2단계에 예정된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될 기반 단면적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 분석을 통해 파악된 각 평가핵자료

의 핵종별 단면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JENDL-3.3의 U-235 포획 반응 단면적은 타 평가핵자료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이

는 임계집합체 유효증배계수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발표된 JENDL-AC2008

핵자료에서 일정 정도 완화되었으나 유효증배계수의 저평가 경향은 남아있다.

∙ENDF/B-VI.6의 Zr 포획 반응 단면적은 타 평가핵자료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어 있어 Zr이

함유된 임계집합체(BFS-75-1)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신 평가핵자료의 U-238 비탄성 산란 단면적은 고에너지 영역에서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BFS-55-1 임계집합체와 같이 U-238의 함량이 높은 집합체에서 유효증배계수의 큰 편차를

발생시킨다. 이는 적분 인자의 가장 큰 불확실도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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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3.1의 Na-23 재평가는 소듐기화반응도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특히 우라늄 금속연료가 장전된 임계집합체 (BFS-75-1)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위에서 기술한 각 평가핵자료의 특성을 기반으로 세가지 BFS 임계집합체 분석에서 전체적으

로 향상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평가핵자료의 조합에 의한 재계산을 수행하였다. 평가핵자료

의 조합은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ENDF/B-VII.0을 기반으로 U-238

의 단면적만을 ENDF/B-VI.6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 (E7E6)이며, 다른 하나는 E7E6 평가핵자료

에서 Na-23 단면적을 JEFF-3.1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 (E7E6JF31)이다.

표 2.1-11은 위에서 기술한 평가핵자료를 조합하여 몬테칼로 코드로 상세 비균질 모델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다. ENDF/B-VII.0에서 U-238 단면적의 교체는 전반적으로 모든 임계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 중 BFS-55-1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것은 BFS-55-1의

U-238 함량이 타 임계집합체보다 크기 때문이다. BFS-73-1과 BFS-75-1의 증가 폭은 거의 유사

하지만 BFS-75-1이 좀더 경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유효증배계수의 증가가 약간

더 크다.

표 2.1-11 평가핵자료 조합에 의한 몬테칼로 계산 결과

(유효증배계수 (C/E))

　 BFS-73-1 BFS-75-1 BFS-55-1

ENDF/B-VII.0 -0.375 -0.226 -0.922

JEFF-3.1 -0.274 -0.250 -0.415

ENDF/B-VI.6 -0.275 0.204 0.042

E7E6 -0.359 0.149 0.071

E7E6JF31 -0.017 0.354 0.285

(소듐기화 반응도)

Library BFS-75-1

ENDF/B-VII.0 0.900

JEFF-3.1 0.999

ENDF/B-VI.6 0.875

E7E6 0.825

E7E6JF31 0.987

E7E6의 조합에서 Na-23 단면적을 JEFF-3.1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세가지 모든 임계집합

체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에서 대략 0.2 %Δk/k정도의 증가시킨다. 앞선 계산 결과에서 예측되었

듯이 Na-23 단면적의 교체는 BFS-75-1의 소듐기화반응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핵자료의 조합은 ENDF/B-VII.0을 기반으로 U-238 단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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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B-VI.6의 것으로 Na-23의 단면적을 JEFF-3.1의 것으로 교체한 경우이다.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임계집합체의 수가 적고 각 평가 핵자료에서도 핵종간 단면적의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임계집합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민감도 계수 계산 전산코드 개발

단면적에서 기인한 노물리 인자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핵

종의 에너지군 별, 반응 종류별 민감도 계수를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에 예정된 단면적 라

이브러리 보정을 위해서는 민감도 계수 생산 및 연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수송

이론에 근거하여 섭동이론을 이용하여 민감도 계수를 생산하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민감도 계수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매개변수의 상대적 변화에 따른 노물리 인자의 상대적 변

화로 정의된다. 아래의 수식은 특정 반응 단면적 s 의 노심 유효증배계수의 민감도 계수를 나타
낸다.

ds
s

s k
dkS =

(2.1-1)

섭동이론에 기반한 민감도 계수 생산을 위해서 볼쯔만 중성자 수송방정식의 행렬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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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1-2)의 경우는 단면적의 절대적 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수식 (2.1-3)

은 단면적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유효증배계수의 민감도 계수를 나타낸다. 위의 수식에서 보듯이

섭동이론과 민감도 계수 계산 수식은 서로 유사하며 단면적 분자항에서 단면적 변화량이 입력되

었는지, 아니면 단면적의 절대량이 입력되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식 (2.1-2)와 수식 (2.1-3)에서 각 항에 대한 적분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섭동 적분이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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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에서 EF 는 수식 (2.1-3)의 분모항의 적분에 사용되는 값이며 IR은 볼쯔만 중성자

수송방정식에서 중성자 누출 및 소멸항의 적분에, IS는 중성자 산란 선원항, IF 와 IP는 핵분열

중성자 선원항의 적분에 활용되는 적분항이다. 위의 5가지 섭동 적분 중 EF 를 제외한 나머지 섭

동 적분은 EFk /- 를 모두 곱해야 한다. 이러한 섭동적분을 이용하여 단면적의 반응 종류 별, 중

성자 에너지군 별 민감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ggg IFS cc =)( SpectrumFission , ggg IRS ,, )( Capture ggs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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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민감도 계수 계산 전산코드와 TWODANT 코드 연계도

위의 섭동적분 및 민감도 계수 유도식에 따라 민감도 계수 계산을 위한 전산코드

APSTRACT(Analyzer of Perturbation and Sensitivity with TRAnsport CalculaTion)를 개발하

였다. APSTRACT코드는 TWODANT코드의 SN 중성자 수송이론 해법을 입력으로 영역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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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 종류별, 중성자 에너지군 별, 섭동적분과 민감도 계수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APSTRACT코드는 TWODANT에 의해 생성된 각 중성자속 (RAFLXM)파일과 그 수반해

(AAFLXM)파일을 읽도록 연계되어 위의 수식에서 정상해와 수반해에 대한 각 중성자속 및 각

중성자속 모멘트, 중성자속을 생산한다. 또한 기하구조에 대한 입력, 각 영역별 수밀도에 대한 입

력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시켰다. 그림 2.1-13은 이러한 APSTRACT 코드의 연계

를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TWODANT코드와의 연계에 추가로 APSTRACT코드는 주 다군 단면적 라이브러리

(MATXS)파일을 읽어 산란 단면적을 처리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자기차폐효과를 고려한 유효

단면적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TRANSX코드는 수식 (2.1-8)의 탄성 산란, 비탄성 산란, N2N 산

란 반응에 대한 각각의 산란 매트릭스를 기록하지 않고 총 산란 단면적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산

란 단면적 각각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계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MATXS파일로부터 개별 산란

단면적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APSTRACT코드에서는 주 출력파일 이외에 두가지 연계파일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하

나는 섭동적분만을 포함하는 PTBINT파일과 민감도 계수가 기록된 SENSCF파일이다. PTBINT

파일은 기준이 되는 TWODANT의 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타 계산에서 섭동적분 계산 모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된 연계파일이며, SENSCF파일은 향후 불확실도 분석 모듈, 단면적

보정 모듈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생성한 파일이다.

(3) 민감도 계수 계산 전산코드 검증

직접계산 결과와 ERANOS2.1 코드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APSTRACT코드를 검증하였다.

그림 2.1-14는 BFS-75-1 임계집합체에 대하여 노심 중앙영역에 U-235 샘플을 삽입하였을 때의

결과를 TWODANT 직접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섭동이론을 이용

한 APSTRACT코드는 샘플 반응도가를 3.08 pcm으로 예측하여 직접계산 결과를 그대로 재현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STRACT코드는 샘플 반응도가 자체 뿐만 아니라 각 반응 종류별

중성자 에너지 그룹별 반응도가 기여도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U-235 샘플 반응도

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응은 핵분열 반응이며 이는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해서 최종 상쇄

된다. 또한 BFS-75-1의 평균 중성자 에너지가 대략 500 keV내외로 APSTRACT 계산 결과에서

도 가장 기여도가 높은 중성자에너지를 유사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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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직접 계산 결과와 APSTRACT계산 결과 비교 (BFS-75-1)

ERANOS2.1 코드는 프랑스 CEA에서 고속로 설계에 활용해온 전산체제로서 SN 중성자 수송

이론 모듈인 BISTRO모듈을 이용한 민감도 계수 생산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12는

ERANOS2.1 코드와 APSTRACT코드의 적분 민감도 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본 계산은

BFS-75-1 임계집합체에서 U-235의 주요 단면적의 상대적 변화가 노심 유효증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가장 큰 민감도를 보인 반응 종류는 핵분열 당 중

성자 생성 수이며 대략 0.83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핵분열 단면적의 민감도는 0.53정도로 평가

되고 있다. 이는 핵분열 단면적이 전 노심에 대하여 1 % 변동될 때 유효증배계수는 0.53 %Δk/k

만큼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표 2.1-12 ERANOS2.1 코드와 APSTRACT U-235 적분 민감도 계수 비교 (BFS-75-1)

Nu (n ) Fission Capture

ERANOS 8.3138E-01 5.3153E-01 -6.5164E-02

APSTRACT 8.2906E-01 5.2687E-01 -6.5373E-02

% difference -0.28 -0.86 0.32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APSTRACT코드의 적분 민감도 계수 계산 결과 ERANOS2.1 코드

의 계산결과와 1 %이내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라. 몬테칼로 코드의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핵설계 코드 검증 적용성 평가

(1) 고속로용 몬테칼로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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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용 몬테칼로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평가핵자료집을 NJOY 코드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생

산된다. 2006년 12월 배포된 최신 핵자료집인 ENDF/B-VII 라이브러리를 BNL 사이트를 통해 입

수하였다. 고속로 몬테칼로 계산에 사용 될 악티나이드 20여핵종, 구조물 40여핵종 그리고 핵분

열 생성물 170여 핵종등 총 230여 핵종에 대한 평가핵자료집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평가핵자료집

에 사용하여 NJOY와 ANJOYMC 코드를 통해 몬테칼로 계산용 연속 단면적을 생산하였다. 고속

로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온도인 639.2K, 711.1K, 793.0K 그리고 861.1K에 대한 단면적을 생산하

였다.

생산된 몬테칼로 단면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몬테칼로 노심해석 코드인 McCARD를 이용

해 7개의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2.1-15는 각 벤치마크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핵자료집에 비해 이번에 생산된 몬테칼로 단면적이 임계를 더 정확히 예측함을 확인하였

다.

그림 2.1-15 몬테칼로 단면적 유효성 확인 결과

몬테칼로 분석을 위한 연속에너지 단면적 생산에 추가로 핵종별 공분산 데이터 현황을 평가 핵

자료집별, 반응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ENDF/B-VI 평가핵자료집에는 46핵종에 대하여 반응단면적

의 공분산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JENDL-3.3 평가 핵자료집에는 20핵종, JEFF 평가 핵자료

집에는 27핵종에 대하여 공분산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U-235, U-238 2개의 핵종에 대한 JENDL-3.3의 공분산 데이터를 입수하여 KALIMER-600의

inner driver pincell의 k-inf의 단면적 오차를 계산하였다. 표 2.1-13은 증배계수에 대한 오차를

통계오차와 단면적 오차로 나타내었다. 계산결과 증배계수는 1.39056이 나왔으며 통계 오차는

107 pcm, 단면적 오차는 1,151 pcm 이며, 단면적 오차가 주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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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KALIMER-600 핵연료 셀에 대한 단면적 오차 분석

Cases Pincell (300K)

K-infinite 1.39056

통계오차 0.00107

단면적 오차 0.01151

(2) McCARD에 의한 고속로 임계실험 자료 및 소듐냉각고속로 노심설계 해석

(가) 금속우라늄 장전 BFS 임계실험 해석

기 개발된 고속로용 몬테칼로 코드 McCARD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노심 설계 검증을 위한 유

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속우라늄이 장전된 BFS 임계집합체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균질 임계실험 모델의 경우 모델링의 편의를 위하여 스틸봉은 핵연료봉 사이 공간의 수밀도

에 균질화 시키고, 핵연료 튜브와 펠렛의 빈 공간은 펠렛의 수밀도에 균질화 시켰다. 각 핵특성인

자의 McCARD 계산은 ENDF/B-VII 평가핵자료집을 이용하였으며 1억개의 중성자원을 모사하

여 수행하였다. BFS 임계실험의 주요특성 인자에 대한 McCARD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

를 통하여 McCARD 코드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McCARD의 다양한 핵특성인자 계산능력을

평가하여 고속로 노심 설계 코드 검증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14는 BFS-73-1의 각 모델과 핵자료집 별 유효증배계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NDF/B-VII 핵자료집의 유효증배계수 결과를 기준으로 실험 결과와 McCARD 결과는 600 p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틸봉, 펠렛, 연료튜브간 공극에 대한 근사적 모델을

사용한 것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표 2.1-14 McCARD를 이용한 BFS-73-1 임계 집합체 계산 결과

System 단면적 라이브러리 C/E
표준편차
(pcm)

비균질 노심
(Exact model)

ENDF/B-VI.8 0.99168 17

JENDL-3.3 0.98253 17
ENDF/B-VII.0 0.99418 17

균질노심
(BFS

Simplified
Benchmark)

ENDF/B-VI.8 0.99051 11

JENDL-3.3 0.98075　 11　

ENDF/B-VII.0 0.99376 12

또한 BFS-73-1 비균질효과 평가를 수행하여 제어봉 제거 모델, 단일농축도 펠렛 사용 모델,

단위 핵연료셀 균질화 모델, 불규칙한 경계근사 모델에 대한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였다. 이 가

운데 단위 핵연료셀 균질화 영향이 160 pcm으로 가장 크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IPPE에서 평가한

결과(150 pcm)와 유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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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지수와 상대 반응률 비에 대한 McCARD 결과,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에서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Pu-239, U-238에 대한 반응률비는 대체적으로 1.2%이내에서 일치하고 있으

며 Np, Am에 대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몬테칼로 섭동이론을 기반으로 계산된 유효지

발중성자분율(Beff)은 0.00715 0.00003으로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BFS-75-1 임계실험에 대한 주요 특성인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표 2.1-15에

BFS-75-1 임계실험의 유효증배계수에 대한 결과(C/E)를 나타내었다. MCNP의 결과는 같은 조

건에서 계산된 결과이며 McCARD 결과와 1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단면적 라이브러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주요 원인은 U-238의 비탄성 산란 단면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에 발표된 평가 핵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1-15 McCARD를 이용한 BFS-75-1 임계실험 유효증배계수 계산 결과

(나) KALIMER 노심 해석

임계실험에 기반한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고속로용 몬테칼로 코드 검증과 병행하여 현재 설

계가 진행 중인 소듐냉각 고속로 후보 노심모형 중 하나를 선택, 설계코드와 몬테칼로 코드간 비

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노심은 IPPE와의 국제 협력을 통하여 검증 예정인 연소 실증로 모형이다.

통상 크기가 작은 노심일수록 중성자 누출에 의한 수송이론 효과 등의 영향으로 확산이론에 근거

한 설계코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몬테칼로 코드와 설계코드간 비교에 있어 가장 적

절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표 2.1-16에 노심 설계코드와 McCARD의 유효증배개수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유효증배계수에서 100 pcm 이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반경방향 출력분포에서도 2% 이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2.1-16 McCARD와 K-CORE전산체제 유효증배계수 비교

(3) McCARD에 의한 고속로 노심 연소 해석 및 설계코드 검증

단순화된 TRU 연소로 모델에 대한 몬테칼로 연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고속로 설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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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는 확정론적 액체 금속로 연소 해석 체계의 연소사슬모델에서는 172개의 핵분열 생

성물만을 고려하며, 각 핵종들을 안정 핵종으로 취급한다. 한편, McCARD를 이용한 액체 금속로

몬테칼로 연소 해석에서는 880개의 핵분열 생성물을 고려하는 기존의 연소사슬 모델을 단순화시

킨 172 핵분열생성물 연소사슬모델을 고려하였다. 172 핵분열생성물 연소사슬모델에서는 모든

방사붕괴 유형과 핵반응 유형이 고려되는 연소사슬모델이다.

표 2.1-17 TRU 연소로 연소계산 결과 비교

EFPD REBUS-3
McCARD

(172 핵분열생성물 연소사슬 모델)
ENDF/B-VI Diff1* ENDF/B-VII Diff2**

0 1.05973 1.05880 0.00093 1.05073 0.00900
83 1.05120 1.05087 0.00033 1.04325 0.00795
166 1.04315 1.04457 -0.00142 1.03637 0.00678
249 1.03526 1.03688 -0.00162 1.02992 0.00534
332 1.02749 1.03015 -0.00266 1.02286 0.00463

(단, McCARD의 표준 편차는 최대 16 pcm)
* Diff1 = (k-effective of REBUS-3) - (k-effective of McCARD using ENDF/B-VI )
** Diff2 = (k-effective of REBUS-3) - (k-effective of McCARD using ENDF/B-VII )

표 2.1-17은 TRU 균질 연소로에 대한 McCARD와 고속로 설계 코드인 REBUS3의 증배 계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REBUS 코드는 확정론적 코드에서 사용하는 172 여개의 핵분열 생성물

을 고려하는 연소사슬 모델을 그리고 McCARD는 172 핵분열생성물 연소사슬 모델을 이용하여

332 EFPD까지 연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NDF/B-VI를 사용한 McCARD 계산결과, 주기초에서

REBUS 결과와 93 pcm 차이를 보였고, 주기말 332 EFPD에서는 266 pcm 차이를 보였다. 반면,

ENDF/B-VII를 사용한 경우 평가핵자료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McCARD 코드는 일반적인 연소방정식 계산에 의한 연소 해석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몬테

칼로 연소계산은 몬테칼로 모사과정과 연소방정식 계산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몬테칼로 모사단

계에서 수밀도 오차, 통계오차 그리고 핵반응단면적의 오차는 핵반응율과 같은 노물리 인자의 오

차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연소방정식 계산과정에서 수밀도 오차, 핵반응율 오차는 다음 연소단계

의 수밀도의 오차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오차가 전파된다.

본 과제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오차전파 현상을 정량화 시키는 오차전파 수식을 이용한

TRU 연소로 오차전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핵반응 단면적 오차원으로 JENDL-3.3 평가핵자료집

의 12개 핵종 공분산을 이용하였다. TRU 연소로 몬테칼로 연소계산에서의 오차전파 해석결과,

핵연료 물질의 주요 핵종 수밀도의 오차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증배계수의 오

차는 연소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243Am과 244Cm과 같은 핵종에서는 각 수밀도의 전체 오차가

주기말 수밀도 변화량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변환능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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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용량 노심설계를 위한 코드 구조 개선

고속로 노심설계 전산코드 개발 분야는 미국과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 국가들은 이미 자체 개발과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일본도 자체개발한 코드를 보유하

고 있으며 풍부한 검증 경험이 있다.

국내 고속로 노심설계 전산코드 개발 분야는 주요 코드를 OECD/NEA로부터 도입 후 보완하

고, 일부 자체 개발을 통해 K-COR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는 전산코드 개발에 대한 핵심기

반기술 확보 차원에서 전산코드 고유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유화가 필요한 주요 노

심설계 코드는 중성자속 분포 계산 코드, 유효단면적 생산 코드, 노심 연소계산 코드로서 소듐냉

각 고속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다.

1단계에서는 노심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심 중성자속 분포 계산 코드 개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1차년도에는 참조 코드인 DIF3D 코드의 2GB 메모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메모리

할당 모듈을 개발하였고, 주요 노심설계 코드 및 연계코드를 리눅스 64비트 운영체제로 변환하였

다. 2차년도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메모리 할당 모듈을 적용하여 DIF3D 코드의 이진 입출력 모듈

을 개발하고, 메모리와 파일 간의 입출력 구조를 개선하였다. 3차년도에는 메모리 할당 모듈과 이

진 입출력 모듈을 적용한 코드 구조에 노달 확산 중성자속 계산모듈을 연동하여 대용량 노심설계

에 적합하도록 메모리 한계의 제약이 없는 중성자속 계산 코드 구조를 완성하였다.

가. DIF3D 메모리 할당 구조 개선

(1) 메모리 할당 모듈 개발

DIF3D 코드에서 동적 메모리는 그림 2.2-1과 같이 미리 지정된 전체 메모리 크기를 입력으로

8바이트의 배열로 할당한다. 이것을 컨테이너 형태의 메모리 할당이라 하는데, DIF3D 코드는

SCM (Small Core Memory)와 LCM (Large Core Memory)의 두 가지 컨테이너 메모리를 사용

한다[Adams et al., 1983].

각각의 컨테이너 메모리에는 필요한 변수들을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SCM과 LCM 공통

으로 BLK 라는 배열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이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수 이름, 변수 크기, 컨테이

너 메모리에서 배열 위치(index)를 별도로 지정된 변수에 저장하여 메모리를 관리한다.

DIF3D 코드는 32비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이론적으로 최대 2GB까지 동적메모

리 할당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메모리 주소(memory address)를 사용하여 8바이트로 나눈 값으

로 배열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DIF3D 코드가 할당할 수 있는 동적메모리 크기는 프

로그램이 차지하는 메모리를 뺀 2GB보다 작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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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동적 메모리 할당 구조

과거 메모리 용량이 크지 않던 컴퓨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SCM과 LCM 컨테

이너 메모리는 오히려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DIF3D 코드의 메모리

2GB 제한은 대용량 노심 계산을 수행할 때 SCM과 LCM 컨테이너 메모리를 서로 스왑(swap)하

거나 메모리 용량이 작은 경우 LCM 대신 하드 드라이브의 이진파일에서 변수를 읽거나 쓰는데

이 경우 계산시간을 상당히 느리게 만든다. 또한, 컨테이너 메모리는 8바이트 배열로 구성되어서

4바이트 정수나 실수를 저장하려면 변수 크기와 배열 위치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환과정 때문에 코드 내에서 메모리 추적 및 수정이 까다로워 코드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DIF3D 코드의 제약을 해결하기 메모리 할당 모듈을 개발하였다. 2GB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4비트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메모리 관리 또한 64비트 운영체제에 맞게 프로

그램 되어야 한다. 개발한 메모리 할당 모듈은 fortran95 언어의 allocate, deallocate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형태의 배열이 아닌 개별 변수를 각각 할당,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버로딩

기능을 사용하여 할당, 제거, 재할당에 각각 alloc, dealloc, realloc 라는 이름의 3개의 서브루틴만

으로 여러 가지 내장 데이터형(intrinsic data type)에 대한 메모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2-1은 DIF3D 코드와 개발한 메모리 할당 모듈의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을 비교한 것이

다. 메모리 할당 모듈은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한계가 없고 운영체제나 컴

퓨터의 하드웨어 사양에만 제한을 받는다. DIF3D 코드의 메모리 관리 방법이 32비트 운영체제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메모리 할당 모듈은 64비트 운영체제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32비트 운영체

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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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3D 메모리 모듈 개발 메모리 할당 모듈

2GB 메모리 한계 메모리 한계 없음

32비트 메모리 주소 64/32 비트 메모리 주소

단일 배열 메모리 할당 개별 변수별 메모리 할당

변수 이름, 크기, 위치 별도

저장 필요

변수 이름, 크기, 위치 별도

저장 불필요

변수 추적 어려움 변수 추적 용이

표 2.2-1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 비교

메모리 할당 모듈은 DIF3D 코드의 컨테이너 형태의 메모리가 아닌 개별 변수별 메모리 할당

방법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크기, 위치를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저장해야할 정보가

필요 없으므로 메모리 할당 모듈은 변수 추적이 용이하고, DIF3D 코드가 메모리 관리에 12개의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반면 메모리 할당 모듈은 단 3개의 서브루틴을 사용하므로 사용자 편의성

을 증대시켰다.

(2) 64비트 운영체제용 코드 변환

메모리 크기의 제약이 없으려면 코드의 메모리 할당 방법이 64비트용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운영체제도 64비트이어야 한다. 고속로 노심설계 전산체제인

K-CORE 시스템은 32비트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노심설

계 전산코드를 리눅스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변환하였고, BBC 코드 외 9개의

유틸리티 코드를 변환하여 K-CORE 시스템을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구축하였다. 이 중 동적메모

리가 사용되는 코드들은 1차년도에는 32비트용으로 전환하여 K-CORE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

고, 새로운 동적 메모리 할당 방법을 적용한 중성자속 계산 코드는 3차년도에 완성하였다. 표

2.2-2는 주요 노심설계 코드의 리눅스 시스템 변환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K-CORE 시스템을 구

성하는 코드들은 당초 SUN 웍스테이션에서 작동되던 것으로 윈도우 콘솔 시스템으로 변환해본

경험을 적용하여 이 과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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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용도 32/64비트

BBC MATXS 파일 형식 변환 64
TRANSX 유효단면적 생산 64
BINX ISOTXS 변환 64
LINX ISOTXS 연결 64

TWODANT 수송이론 중성자속 계산 32
REBUS3 노심 연소 계산 32

DIF3D 노심 중성자속 분포 계산 32
DIF3D_math_adj Mathematical adjoint 적용 노달 수반방정식 계산 32
R2DIF3D 유틸리티, 이진파일 추출 32
BETA-K 지발중성자속 계산 32
FFPY 핵분열생성물 비율 계산 64
ANIP14 유틸리티, 수밀도 추출/변환 64

RDRZFLUX 영역별 중성자속 분포 추출 64
RDSTACK STACK 파일 추출 64
POSTPRO 이진파일 텍스트 변환 64
TOSLTHEN SLTHEN 입력파일 생산 64

표 2.2-2 주요 노심설계 코드 리눅스 시스템 변환

나. DIF3D 입출력 구조 개선

(1) 이진 입출력 모듈 개발

DIF3D 코드는 입력 자료 처리, 중성자 분포 계산, 그리고 출력 자료 처리 과정에 다양한 이진

인터페이스 파일(binary interface file: 이하 이진 파일로 표기)을 사용한다. 이 이진 파일을 읽고,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에 저장하고, 다시 파일에 쓰는 과정은 메모리 할당, 제거 및 파일 처리 등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양이 방대해 질수록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진 입출력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진 파일은 4바이트 또는 8바이트의 변수들로 구성된 레코드의 집합이다. DIF3D 코드는 먼

저 프로그램에 필요한 텍스트 입력을 읽어들인 다음 각 프로시저에 필요한 변수들을 이진 파일들

에 저장한다. 그 다음 각 프로시저 마다 계산과정을 진행할 때 이진 파일을 입력 또는 출력으로

사용한다.

그림 2.2-2의 왼쪽은 기존 DIF3D 코드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프로시저 마다 해당 서

브루틴에서 파일을 읽어 메모리변수에 로딩하고 각 프로시저가 완료되면 파일을 출력하고 메모

리변수를 제거한다. DIF3D 코드의 메모리 할당 방법은 데이터형에 관계없이 8바이트 실수 배열

로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존 방법은 어떤 서브루틴에서 어느 이진 파일을 사용하

는지 추적하기가 어렵고, 이진 파일 중에서도 어떤 변수를 계산에 사용하는지 파악하기가 용이하

지 않다.

개발한 이진 입출력 모듈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관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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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프로그래밍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그림 2.2-2의 오른쪽은 개발한 이진 입출력 모듈을

간단히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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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DIF3D 코드 계산 흐름도 및 단순화된 이진 입출력 모듈

기존 DIF3D 코드에서는 이진 입출력 파일에 필요한 변수를 컨테이너 메모리에 저장한다.

반면 개발한 이진 입출력 모듈은 이진 파일별로 모듈화하였고, 각 이진 파일의 변수들은 사용

자 지정 변수형태인 타입(type)으로 지정하였다. 모듈화 및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의 구성은 각

변수가 어느 이진 파일에 해당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서브루틴에서 적용할 때 어

떤 이진 파일의 변수를 사용하는지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진 입출력 모듈에서 사용되는 서브루틴은 각 모듈별

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fortran95 언어의 오버로딩 기능을 적용하여 그

림 2.2-2에 표시한 것과 같이 어느 이진 파일이나 읽을 때는 Readb, 쓸 때는 Writeb를 사용하

면 된다. 표 2.2-3은 이진 입출력 모듈로 처리할 수 있는 이진파일 목록을 나타낸다. 이진 입출

력 모듈은 메모리 할당 모듈을 사용하여 32비트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64비트 운영체제에서서

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진파일 이름 설명
ISOTXS 그룹별 중성자 미시단면적

GEODST 기하구조
NDXSRF 핵종 수밀도 및 핵종에 대한 정보 참조
ZNATDN 존(zone)별 핵종 수밀도
RTFLUX 전체 중성자속
SEARCH 임계탐색
ATFLUX 전체 수반 중성자속

RZFLUX 존 평균 중성자속
PWDINT 출력밀도
COMPXS 조성별 거시단면적
LABELS 영역별, 조성별 레이블, 핵종 레이블
NHFLUX 노달 중성자속 모멘트, 인접 부분 중성자류
NAFLUX 노달 수반 중성자속 모멘트, 인접 부분 중성자류

표 2.2-3 이진 입출력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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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출력 구조 개선

기존 DIF3D 코드의 입출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메모리와 파일 간의 직접 읽고 쓰는 입출

력 구조를 개선하였다.

DIF3D 코드는 중성자속을 계산하는 절차에서 파일과 메모리간 직접 읽거나 쓰는(direct

access)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물리적 메모리 용량이 작은 경우에 메모리 변수를 하드 드라이브

에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량이 작은 컴퓨터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나 계산 속도를 상당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물리적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 이러한

입출력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코드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모리

와 파일 사이의 입출력 구조를 개선하였다.

중성자속, 출력밀도 등과 같이 중성자속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그림 2.2-3과 같이 메모리

와 파일로 나뉘어진 변수 구조로 되어 있다. 1차 메모리는 한 그룹의 중성자속을 계산하는데 필

요한 최소 한도의 메모리이다. 물리적 메모리가 작으면 1차 메모리는 파일에서 직접 읽거나 쓰는

과정을 거친다. 물리적 메모리가 충분하면 모든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를 파일에서 읽어 2차 메모

리에 미리 저장한 다음, 필요에 따라 1차 메모리로 복사하여 사용한다. 개선된 입출력 구조는

direct access 파일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2차 메모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여 코드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그림 2.2-3 중성자속 계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및 Direct Access 파일 구조

다. 중성자속 계산 모듈 연동

중성자속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를 분류하여 1차년도에 개발한 모듈을 적용하여 동적메모리로

변환하고 모듈화 하였다. 서브루틴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성자속 계산모듈을 구성한 후, 1, 2차

년도에 개발한 메모리 할당 모듈과 이진 입출력 모듈에 노달 확산 중성자속 계산 및 노달 수반

중성자속 계산 모듈을 연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중성자속 계산코드는 기존 DIF3D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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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메모리 한계 제약이 없어 대용량 노심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CAN

STUFF

GNIP4C

HMG4C

BCDINP

SRCH4C

DIF3D

SUMMAR

NHSST

DNHCCC
NHOED0
DNHSTT
DNHOUT

DNHFIN

NHSST

DNHCCC
NHOED0
DNHSTT
DNHOUT

DNHFIN

DSSTOU

DSSTO1
DSSTO2

DSSTOU

DSSTO1
DSSTO2

NHADJT

NACALC
WDIF3D

NHADJT

NACALC
WDIF3D

START

BININP

중성자속 계산
변수 분류 및

모듈화

그림 2.2-4 중성자속 계산루틴 모듈화 및 연동

라. 노심 중성자속 계산코드 고유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심 중성자속 계산코드는 DIF3D 코드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여

대용량 노심설계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코드이다. DIF3D 코드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메모리할당 방법이 기존과 달리 변수별 동적 메모리할당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DIF3D

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변수 및 동적 메모리가 사용되는 모든 서브루틴을 변경하였다. 또한, 이진

인터페이스 파일로 구성된 입출력 파일 별로 처리되는 입출력 구조도 변경하여 모듈화된 구조로

구성하였다. 당초 RFP는 이러한 코드 구조 변경이 주요 연구 내용이었으나, 이와 병행하여 RFP

와는 별도로 전산코드 고유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도 수행하였다.

노심 중성자속 계산 방법론 개발에 있어서는 수송이론에 근거한 SP2(Simplified P2) 방법론을

1단계 이전에 개발하였고, 현 단계에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등각사상을 이용한 SP3 방법론

[Kim et al., 2009a, Kim et al., 2009b]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중성자속 계산코드는 노달 확산 방

법론이 기본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코드로 개발된 수송이론에 근거한 SP2와 SP3 방법

론 코드의 통합도 향후 고려하고 있다.

등각사상을 이용한 SP3 방법론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등각 사상을 이용하여 육각형

노드를 사각형 노드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사각형 노드에 대하여 이차원 SP3 방정식을 횡방향으

로 적분하여 일차원 노달 SP3 방정식을 구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육각형 노드를 직접 횡방향

으로 적분할 때 발생하는 특이항(singularity)을 회피할 수 있다.

등각사상을 이용한 SP3 방법론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차원 노달 SP3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노달확장법(nodal expansion method)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분중성자류와 노드 표

면평균 중성자속과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P0, P2 부분중성자류 반응 행렬을 구성한다. 이 반응행

렬을 비선형적으로 풀어 해를 구하게 되는데 먼저, P2 항을 알고 있는 선원으로 가정하여 P0 방정

식에 대해 몇 차례 외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얻은 P0 항을 알고 있는 선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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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2 방정식을 풀고 다시 P0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반복하여 해를 구한다. 이 과정에 수렴속도

를 가속하기 위하여 0 차원, 1 그룹 거시격자 재균형법(coarse mesh rebalancing)을 사용한다.

등각 사상을 이용한 노달 확산법과 SP3법을 사용하여 고속중성자 노심 문제에 대하여 수치계

산을 수행하여 SN 수송이론 코드 TWOHEX로 계산한 중성자 유효증배계수, 출력 및 계산 소요

시간을 비교하였다. 표 2.2-4에 나타낸 것과 같이 SP3법은 확산법에 비하여 유효증배계수 오차가

60% 줄었고, 출력에 대한 RMS 오차와 최대 오차는 확산법에 비하여 각각 70%, 45% 개선되었

다. 계산 소요시간은 확산법에 비하여 1.3~3.5배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2.3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등각사상을 이용한 SP3법은 고속로 해석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ff Error

(pcm)

Power Errora (%)

RMS (Maximum)
CPU Timeb (sec)

DT SP3 DT SP3 DT SP3

SNR-300
Rods out -993 -786 1.21(2.23) 0.93(1.88) 0.094 0.125

Rods in -936 -424 1.52(3.11) 0.99(2.23) 0.078 0.125

KNK
Rods out -1,066 -255 1.81(3.06) 0.71(1.34) 0.031 0.109

Rods in -2,130 296 2.30(4.13) 0.73(1.21) 0.031 0.094

KALIMER-

150

Rods out -1,083 -223 3.18(4.72) 0.70(1.55) 0.359 0.703

Rods in -1,345 -24 3.52(4.96) 0.96(2.04) 0.328 0.688

a 최외각 집합체 영역 제외. KALIMER-150의 경우, IVS 영역도 제외.

b CPU time on Mobile Intel Pentium M 740J, 1.733 GHz

표 2.2-4 유효증배계수, 출력, 계산시간 비교

3. REBUS3 코드 개선

현행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설계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핵종에 따라 두

가지 그룹에 대한 단면적을 생산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핵분열성 물질이 핵분열하여 생성되는

물질 중에서 일반적인 핵분열 생성물 그룹과 희토류(Rare Earth)에 속한 핵분열 생성물 그룹을

사용 중이다. 이는 금속핵연료 파이로 공정에서 일반적인 핵분열 생성물과 희토류의 손실율이 달

라 이를 노심 평형주기 계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단면적은 각 그룹에 대하여 합산되어

노심 설계 계산 과정에 적용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LFP(Lumped Fission Product) 또는

PFP(Pseudo Fission Product)근사 방법으로 부르며 일반적인 고속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김

정도, 1999, NEA, 1998]

이러한 근사 방법은 고속로 노심 설계에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 고속로의 경우 경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중성자 또는 공명 에너지 영역에서의 중성자 흡수단면적

이 큰 핵분열 생성물의 특성에 따라 이와 같은 근사 방법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입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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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핵분열열생성물 단면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인 연

소사슬에 의한 연소계산을 통하여 LFP근사 방법에 의한 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LFP 근사 방법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방사성 핵종 붕괴모델 개선

(1) 연소 사슬 및 핵분열생성물 수율

연소사슬을 크게 중핵종으로 구성된 액티나이드의 연소사슬과 액티나이드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의 연소사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3-1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티나이

드 연소사슬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속로 연소계산에서는 액티나이드에 대한 연소사슬

은 근사없이 핵연료에 포함된 모든 액티나이드를 포함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단, 대부분의 액티

나이드의 경우 α-붕괴를 하는데 이 중 반감기가 긴 핵종에 대해서는 계산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

해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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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액티나이드 연소 사슬

본 연구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의 기준 연소사슬을 총 172개의 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연

소사슬은 REBUS3 코드의 A.BURN 모듈의 09번 카드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분열 생성물의 수율(Yield)는 핵분열성 모핵종의 종류와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의존하는 값

이다. 대부분의 평가핵자료에는 중성자 반응 단면적에 대한 핵자료 뿐만아니라 핵분열에 의해 발

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의 수율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과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율 라이브러리는 ENDF/B-VI와 같이 배포된 수율 라이브러리 KAFAX-E6FP이다. 수율 라이

브러리에는 통상 핵종별로 0.0253 eV, 500 keV, 14 MeV의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대하여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열중성자로, 고속중성자로, 핵융합로에 대응되는 값이다.

핵분열성 핵종의 종류와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수율을 생산하기 위하여 FFPY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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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FFPY코드는 모핵종의 ENDF MAT Number와 입사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 수율을 출력하고 이에 따라 TRANSX 입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2) 기존 붕괴모델 평가

본 연구의 대상 노심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실증로 모델로 고려 중인 연소로이다. 기 설계된 연

소로는 평형 주기 노심으로 설계되어 각 핵연료집합체 영역의 수밀도가 서로 달라 이를 2가지 노

심 영역에 대하여 평균한 조성을 갖는 단순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TRU 연소로 대상 노심에 대하여 LFP 연소사슬을 사용한 모델과 172개의 핵분열생성물을 모

두 연소사슬에 적용한 모델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를 그림 2.3-2에 나타내었다. 그림은 단순화

된 연소로 설계에 대하여 비평형주기 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주기 초

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연소가 진행되고 핵분열

생성물이 축적됨으로 인해 5주기 동안 연소 후에 대략 734 pcm의 반응도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물론 평형주기말에는 연소도가 다른 핵연료들이 1/주기수 만큼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 원자로

에서의 총 핵분열 생성물 잔존량이 본 계산 결과보다는 작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 단면적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본 계산 결과보다는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5주기 운전을 고려하였을

때 평형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본 계산 결과의 60%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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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핵분열생성물 모델에 따른 주기 중 유효증배계수 변화

이러한 반응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핵분열 생성물 연소 사슬을 모델링 하되 핵분

열 생성물 내부에서의 연소 사슬을 제외한 모델, 즉 핵분열 생성물의 생성만을 고려한 모델을 사

용했을 경우 그 계산 결과를 그림 2.3-2의 녹색선으로 표기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핵분열 생성

물의 생성과 소멸만을 고려했을 경우와 LFP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어 위에서 나타난 유효증배계수에서의 변화는 핵분열 생성물의 상대적 잔존비율이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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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면서 처음의 핵분열생성물 수율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림 2.3-3에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상대적 농도 변화와 전체 노심의 중성자 포획

반응에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연소가 진행될수록 핵분열 생성물의 중성자 흡수 및 붕괴반응 중

에서 반감기가 긴 핵종과 그 인접 핵종에서 상대적 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와 함께 중성자 흡수

반응에의 기여도에 의해 그 차이는 상쇄되거나 증폭된다. 따라서 그림 2.3-2에서 나타난 반응도

차이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 중 장수명 핵종과 단수명 핵종의 잔존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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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연소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 원자수비 변화 및 기여도

연소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원자수비 변화를 LFP 연소모델을 이용한 노심 계산에서 반영하

기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LFP 단면적을 연소도에 따른 함수로 생산하

는 방법이며[Tabuchi, et al., 2001] 또 다른 하나는 핵분열 생성물의 단면적을 유효수율

(Effective Yield)에 의해 생산하는 방법이다.[Tommasi, 2001]

첫 번째, 연소도에 의한 함수로 LFP 단면적을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의 REBUS3 연소계산에

서 연소도를 고려한 단면적 활용 방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그림 2.3-4에 보인 바와

같이 특정 원소(Pu-239)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핵분열 생성물의 원자수비가 연소도에 따라 크

게 변화하지 않고 대략 1주기 이내에서 대부분의 핵종의 상대적 농도가 포화되며 1주기 이내에서

는 핵분열 생성물이 중성자 흡수에 기여하는 총량이 작기 때문에 LFP 단면적에서 오는 반응도

차이도 작다. 따라서 포화상태의 각 핵분열 생성물의 상대적 농도를 유효수율로 LFP 단면적을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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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연소에 따른 Pu-239 핵분열생성물 원자수비 변화

(3) 붕괴모델 개선 및 평가

각 핵분열성 핵종에 대한 유효 핵분열 생성물 수율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술한 대상 노심(300

MWe 연소로)에 대하여 무한 매질에 대한 연소모델을 작성하였다. REBUS3 코드에서 가용한 기

하학적 모델 중에서 Cylindrical-R 모델에 대하여 외곽 경계조건으로 반사조건을 적용하여 무한

매질에 대한 연소모델을 작성하였다.

REBUS3에서는 핵분열 모핵종에 따라 각각의 핵분열 생성물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즉, 대상 모핵종 이외의 핵분열 생성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핵종으로 병합하고 특정 모핵종에서

발생한 핵분열 생성물을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여 모든 대상 모핵종에 대한 포화 핵분열 생성물

원자수비를 계산하여 이를 유효 핵분열 생성물 수율로 사용하였다.

유효 핵분열 생성물 수율에 대응하는 LFP 단면적을 생산하여 이에 기반한 REBUS3 연소계산

결과를 그림 2.3-5에 기존 172개 핵분열 생성물 연소모델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핵연료 수명이 완료되는 총 5주기의 연소 후 발생되는 반응도 차이는 370 pcm으로 기

존의 핵분열 생성물의 수율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발생한 반응도차 734 pcm에 비하여 대략 그

차이가 1/2정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림에서 보는 반응도 차이는 370 pcm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주기말에 원자로에

존재하는 핵분열 생성물 누적량은 비평형 주기 계산의 대략 60 %정도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반

응도 차이도 동등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실질적인 비교를 위하여 그림 2.3-5의 계산에 사용된 단순화된 300 MWe 연소로 모델이

아닌 실제 모델에 대하여 REBUS3 비평형주기 계산 결과를 그림 2.3-6에 나타내었다. 그림은 주

기 초에 노심 내부에 존재하는 LFP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LFP 단면적을 이용한

경우와 유효 핵분열 생성물 수율로 생산한 LFP 단면적을 이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이다.



- 2-109 -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0.90

0.92

0.94

0.96

0.98

1.00

1.02

1.04

1.06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Reference Core : 300MWe TRU Burner Candidate
Comparison of LFP depletion 
with individual 172 isotope depletion

 Individual FP depletion (172 nuclide)
 LFP depletion

 

k-
ef

fe
ct

ive

Irradiation period [EFPD]

Maximum difference 
at the end of life 
~ 370 pcm

Di
ffe

re
nc

e 
[p

cm
]

 Difference in pcm

그림 2.3-5 핵분열생성물 취급 방법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단순화 모델)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990

0.99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800

-600

-400

-200

0

200

 

k-
ef

fe
ct

ive

Irradiation period [EFPD]

 Old LFP XS (non-eq)
 New LFP XS (non-eq)
 New LFP XS (eq)

Re
ac

tiv
ity

 d
iff

er
en

ce
 [p

cm
]

 Difference in pcm (non-eq)
 Difference in pcm (eq)

그림 2.3-6 핵분열생성물 취급 방법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실제모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형주기 초에서 대략 490 pcm의 차이를, 주기말에서 대략 760 pcm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효 수율을 이용한 LFP 단면적과 개별 핵종의 연소사슬을 사용했

을 때의 반응도 차이를 포함하는 결과로 개별 핵종의 연소사슬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는

이보다 작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평형주기에서 장전 TRU 농축도를 탐색한 결과로 이경우 전체 반응도

에서는 대략 200 pcm의 차이를 보였다. 평형주기 계산에서는 장전 TRU 농축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이에 따른 노심 성능 변화를 표 2.3-1에 나타내었다.

유효 수율에 의해 생성된 LFP 단면적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법에 의해 생성된 단면적보다

중성자 흡수반응이 커 장전 TRU 농축도는 최대 30.08 wt.%에서 30.79 wt.%로 증가하였으며 이



- 2-110 -

로 인해 전환비도 약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전환비의 감소는 연소결손반응도

를 증가시켰다. 또한 장전되는 TRU 총량이 늘어나 주기중에 소모되는 TRU 연소량도 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3-1 핵분열생성물 취급에 따른 노심 성능 변화

　　 　 　 　 Reference New LFP XS
Burnup reactivity swing 
[pcm]

2538.5 2841.6

Conversion ratio 0.76 /0.60 0.74 /0.58
Charged TRU enrichment (Inner/Outer) 
[wt.%]

24.07 /30.08 24.63 /30.79

Peak power density [W/cm3] 350.2 391.8 
Mass inventory (BOEC/EOEC) [kg]

HM 10773.3 /10516.3 10769.7 /10512.5
TRU 2898.9 /2806.8 2958.9 /2862.0
MA 314.4 /302.5 328.8 /316.3

Mass flow 
(charged/discharged)

HM 2261.1 /2004.1 2260.6 /2003.4
TRU 618.8 /526.6 632.9 /536.0
MA 67.6 /55.7 70.7 /58.2

TRU consumption [kg/cycle] 92.2 96.9
Average discharge burnup [GWd/tHM] 107.06 107.18
Peak discharge burnup [GWd/tHM] 156.83 171.09
Peak fast neutron fluence [1023 n/cm2] 4.28 4.22 

4. 노심설계 전산코드 예비 검증

가.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및 모델 분석

고속 증식 원형로(MONJU) 성능 시험은 연료 장전 후, 정격 출력까지 각 출력 단계에서 플랜

트 계통 설비의 성능 확인, 설계 타당성 평가, 차기 원자로 개발 및 건설을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을 위해 실시하였다. 시험 항목으로는 경수로의 기동 시험으로 실시하는 시험 항목과 동등한 시

험을 실시하였다. 고속 증식 원형로 역할 수행을 위한 연구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약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돈하본부 고속증식로 몬주 건설소, 2005].

본 성능 시험은 크게 아래와 같은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95년 12월 8일 2차

주냉각계 나트륨 누설 사고가 발생하여 시험을 중단하였다.

ⅰ) 플랜트 특성 예비 시험 ⅱ) 임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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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임계도 예측 해석의 흐름

ⅲ) 노물리 시험 ⅳ) 기동 시험

위와 같은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원자력 규제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능 및 성능 확인

ⅱ) 플랜트 계통·설비 성능 확인, 플랜트 운전에 필요한 각종 조정

ⅲ) 설계 평가 및 타당성 확인(설계 기술의 평가 확인용 DB 구축)

ⅳ) 연구 개발(기기, 코드 개발 등) 관련 DB 구축

ⅴ) 차기 원자로 설계에 활용 가능한 DB 구축

(1) 플랜트 특성 예비 시험

본격적인 성능 시험에 앞서 기동 시험단계에서 온도 상승 확인 시험과 플랜트 조작 순서 확인

시험을 실시하였다. 온도 상승 확인 시험은 원자로 가동시 플랜트의 온도 상승을 핵반응에 의한

발열이 아닌 1·2차 주순환 펌프를 사용하여 가열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모의해 플랜트 운전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플랜트 조작 순서 확인 시험은 운전원의 플랜트 조작 순서 숙달을 위

하여 원자로 정지 등의 현상을 모의하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성능 시험 중 하나인 유량 분포

평가 및 출력 분포 평가 등의 시험을 위해 필요한 조작 및 취급 리허설과 같은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계 시험

(가) 임계 특성 평가

노심 연료 집합체의 장전은 모의 연료 집합체와 노심

연료 집합체를 노심 중심부에서부터 차례로 교체하여 첫

임계 노심을 구성하였다. 최초 임계 노심 연료 집합체 168

체에 대하여 노심 중앙에 위치한 결점 조정봉(C1)을 제외

한 모든 제어봉을 전 인출 상태로 유지하였다. 노심 중앙

에 위치한 C1 제어봉을 단계적으로 인출하여 중성자 계수

율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역증배 곡선(연료장

전계(CLM), 선원 영역계(SRM))을 작성해 노심의 임계 달

성도를 확인하였다. 예측 해석 방법은 원자수밀도,

JENDL-2를 기본으로한 군정수세트(JFS-3-J2(1989)) 등

을 사용하여 기준 계산으로서 3차원 확산 계산

(CITATION, Hex-Z체계, 18군)을 실시하였다(참고 그림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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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소 임계 특성 평가

최소 임계 노심 연료 장전수(168체)와 초기 노심 장전수(198체)의 과잉 반응도를 예측하여 고

정 흡수체의 노심 장전의 필요 유무에 대하여 최종을 실시하였다. 해당 노심에 대한 제어봉 반응

도를 측정하여 노심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최소 임계 노심 구성에 대해 외부 중성자원(252Cf)의 영향이 없는 중성자 계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여 중성자 계수율을 변화시키고 임계점의 중성자 계수율을 평가해 중성자

원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변 연료 반응도 평가는 최소 임계량에 대한 과잉 반응도를 측정(연료 1

체 추가)하여 그 반응도를 차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추가 노심에 대한 제어봉 반응도 및 노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 제어봉 (C1, C4, C10, F1)을 선정하여 노주기법을 이용해 반응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심 해석 계산법과 비교, 검토하였다 (참고 그림 2.4-2(a)).

(a) 주변 연료 반응도가 측정시 노심 구성 (b) 초기 노심(198체) 구성

제어봉 위치

그림 2.4-2 주변 연료 반응도가 측정시의 노심 구성과 초기 노심(198체) 구성

3차원 확산(CITATION, Hex-Z 체계, 중성자 에너지 18군)을 기본 계산으로 이를 이용한 결과

에 메쉬, 수송, 비균질 등의 보정 인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예측 해석법의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참고 그림 2.4-1).

노심 연료 168 집합체를 이용하여 첫 임계 달성 후 제어봉 반응도, 중성자원 집합체의 이동,

냉각재 반응도 평가, 외부 노심 연료 영역 최외층의 연료 등가 반응도 평가를 실시하여 초기 노

심 임시 구조물성을 구축하였다. 그 후, 과잉 반응도 측정, 제어봉 반응도가 확인, 출력 분포 평가,

연료 등가 반응도 평가(내부노심 3곳, 외부노심 1곳), 고정 흡수체 반응도가 평가(1체, 3체)를 실

시하여 초기 노심(198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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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물리 시험

(가) 반응도 특성 평가

① 제어봉 간섭 효과 평가

초기 노심에 대해 여러 제어봉 패턴의 제어봉 반응도를 측정하여 제어봉 간섭 효과 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석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속 주기법을

적용하여 원자로 중심 제어봉(C1)의 반응도 곡선을 측정하여 측정 대상 제어봉 반응도의 뱅크 조

정봉 인출 위치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체, 3체 또는 6체의 제어봉 간섭 효과 평가를

치환법(반응도 기준제어봉:C1)과 수정 중성자원 증배법(MSM법)(7케이스 제어봉 편성:C1-C4,

C1-C10, C1-F1, C2-C3-C4, F1-F2-F3, C6-C8-C10, C5-C6-C7-C8-C9-C10)을 이용하여 측정,

평가하였다(참고 그림 2.4-2 (b)). 또한 반응도 정지 여유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어봉 반응도 측

정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제어봉 반응도를 측정하였다. 반응도 정지 여유도 측정법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제어봉 반응도 해

석 기술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정봉의 제어봉 반응도 측정(치환법), 후비노정지봉의 제어봉 반응

도 측정(MSM법)을 실시하였다. 노심 온도는 등온 상태로 200℃에서 290℃로 온도를 상승시켜

온도 변화 전후의 임계 제어봉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응도를 측정하는 등온 반응도 계수

를 측정하며 과잉 반응도 측정 검사, 반응도 정지 여유 측정 검사를 사용하여 등온 반응도 계수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 것이다.

② 고정 흡수체 반응도 평가

핵계산 코드의 성능 향상 또는 실증로에 반영하기 위해 초기 노심에 장전 한 블랭킷 연료 집

합체를 고정 흡수체로 교체 장전하여 고정 흡수체 반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고정 흡수체 1체, 3체의 2케이스의 반응도를 측정하여 기준 시각(초기 노심의 임계 시각)부터의
241Pu의 붕괴 등을 고려해 고정 흡수체의 반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정 흡수체를 배치하였다.

임계법에 의한 고정 흡수체 반응도 측정치는 주기(Period)법 계산에 의한 제어봉 반응도 측정

데이터에 도플러 효과의 보정, 제어봉 반응도 산출 처리법계산에 의한 보정, 241Pu의 붕괴 효과를

고려해 도출한 것이다. 또, 측정치의 불확실도는 제어봉 반응도 측정의 불확실도 및 측정시 제어

봉 위치의 불확실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기존 음의 반응도는 상기 임계법의 제어봉 반응

도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임계점으로부터 기준 미임계점까지 삽입하여 제어봉 반응도를

계산했다. 고정 흡수체의 실측 데이터를 취득하고 예측 해석 3 차원 확산 코드 CITATION과 핵

정수 라이브러리는 JENDL-2로부터 작성한 JFS-3-J2의 6군을 사용해 실시했다. 계산 모델은

TRI-Z을 사용하였다.

③ 냉각재 반응도 평가

연료를 포함하지 않은 시험관(스테인리스제) 내부를 소듐 충전 시험관(모의 연료 집합체(Ⅲ형

태))와 소듐 비충전 시험관(모의 연료 집합체(Ⅳ형태)) 2종류를 이용하여 임계 제어봉의 위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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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냉각재 반응도를 평가하였다(참고 표 2.4-1). 시험은 표 2.4-1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

으며 (a)와 (c), (b)와 (d)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임계법에 따르는 냉각재 반응도를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다른 노심 상태의 반응도차를 임계 제어봉 위치의 차이로부터 반응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연료를 포함하지 않은 시험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Na 보이드 반응도를 직접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한다. 예측 해석치는 JFS-3-J2 군정수 세트를 사용

해, 70군 확산 정밀 섭동 계산에 의해 기준 계산을 실시했다. 한편, 유사한 현상인 소듐 보이드 반

응도의 임계 실험(MOZART 임계 실험: MONJU 실물 모형 실험)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해석

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하도록 섭동 계산의 비누설항과 누설항을 조정하는 보정 계수를 계산하였

다. 이것을 기준 계산에 적용한 것을 예측 해석치로 하였다.

표 2.4-1 냉각재 반응도 시험 조건 및 시험관

<시험 조건> <시험관 구조 및 노내 배치도>

(1) 소듐 충전형의 시험관(Ⅲ형) 장전

<냉각재 반응도 시험관>

(a) C1 조정봉전인출 조건으로 임계상태

제어봉 위치 측정
(b) C1 조정봉전삽입 조건으로 임계상태

제어봉 위치 측정

(2) 소듐 비충전형의 시험관(Ⅳ형) 장전

(c) C1 조정봉전인출 조건으로 임계상태

제어봉 위치 측정

(d) C1 조정봉전삽입 조건으로 임계상태

제어봉 위치 측정

④ 연료 등가 반응도 평가

초기 노심에 대해 연료 집합체 1체를 모의 연료 집합체 1체와 교체 장전했을 경우에 대한 반

응도를 평가하였다. 핵 계산 코드의 성능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며 연료 재장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험이다. 예측 해석 방법은 고정 흡수체 반응도 평가 예측 해석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군 축약 계산에 있어 18군 단면적으로 나누어 노심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확산 (CITATION) 18군

HEX-Z 계산 모델을 사용하여 반응도를 계산하였다.

(나) 반응도 계수 특성 평가

① 온도계수와 유량계수 평가

노심의 반응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냉각재 온도계수와 유량계수 반응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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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의존성은 도플러 효과, 노심 구성 재료의 열팽창 등에 기인하여 반응도 피드백 특성에 관련

하는 중요한 특성량 중 하나이다. 노내 온도가 균등하게 변화할 경우 (냉각재온도 약 190℃ ∼ 약

300℃의 범위에서 변화), 온도 반응도 계수를 제어봉 위치 변화와 제어봉 교정 결과로부터 반응

도 변화로 환산하여 등온 온도 계수를 평가 하였다. 유량계수 측정은 노심을 흐르는 냉각재 유량

을 약 49% ∼ 약 100% 범위 내에서 변화시켰다 (참고 그림 2.4-3).

임계 제어봉 위치 측정은 온도변화 전·후 온도가 안정된 상태로 측정(정적측정)하는 것과 동

시에 온도 변화 중 제어봉 미세 조정에 의한 임계상태시 제어봉의 위치를 측정(준정적측정)하였

다. 냉각재 온도는 핵가열이 아닌 1차 계통 주 냉각 순환 펌프의 가열과 공기 냉각기로 조절하였

다. 100% 유량으로 운전해 공기 냉각기 출구 냉각재 목포 온도 설정치로 유지하였다. 온도 하강

시 순환 펌프를 49% 유량으로 운전해 온도 설정 값을 내리는 것으로 목표 온도를 유지하였다. 제

어봉 위치 변화에 상응하는 반응도에 대하여 241Pu 붕괴에 의한 반응도 효과를 보정하였다.

그림 2.4-3 온도계수, 유량계수 평가 시험 개념도 (임계법)

표 2.4-2 1차 계통 온도계수, 유량계수 평가 측정 방법

1차 계통 온도 계수 1차 계통 유량 계수

측정 냉각재 온도 변화
냉각재

유량
측정 냉각재 유량

냉각재

온도
(1) 약 300℃ ⇒ 약 190℃ 49%

(1)
약 49% ⇒ 약 100% ⇒ 약 49%

(6스텝으로 나누어 변경)

약

200℃(2)
약 190℃ ⇒ 약 250℃(보관 유지)

⇒ 약 300℃ 상승
100%

(2)
약 100% ⇒ 약 49% ⇒ 약 100%

(3스텝으로 나누어 변경)

약

300℃(3) 약 190℃ ⇒ 약 300℃ 49%

(4)
약 190℃ ⇒ 약 250℃

(재현성확인)
100%

(3)
약 49% ⇒ 약 100% ⇒ 약 49%

(3스텝으로 나누어 변경)

약

200℃(5)
약 250℃ ⇒ 약 200℃

(재현성확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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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력 분포 특성 평가

① 출력 분포 평가

노심 성능 확인과 노심 설계법 개발을 위하여 박(Foil)방사화법을 이용하여 반응율 분포, 출력

분포, 증식비, 중성자 스펙트럼, γ발열 (Gamma Heating) 등을 측정, 평가하는 출력 분포 평가를

실시하였다. 핵분열박(239Pu, 235U, 238U, 237Np), 방사화박(고속 중성자 검출용: Ni, Ti, 저속 중성자

검출용: Fe, Na, Au, Sc, Co)를 봉입한 중성자 검출관을 시험용 집합체 및 시험용 차폐체에 삽입

하여 노내에 장전하였다. 해당 장전 위치 또는 제어봉 위치를 변경해 모두 6회 영출력 상태로 조

사시켰다. 조사된 중성자 검출박을 중성자 검출관으로부터 꺼낸 후 방출 γ선을 Ge 반도체 검출

기로 측정하였다. 선스펙트럼 해석용 코드 및 반응율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종 반응율을 구하

였다. 핵분열박을 이용하여 핵분열율 및
238
U박의 포획 반응율 측정은 각각

140
Ba,

140
La 및

239
Np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참고 그림 2.4-4).

그림 2.4-4 박방사화 시험용 집합체의 구조와 취급 순서

㉮ 박방사화법을 이용한 반응율 측정

전 6회의 측정 케이스 중 유사한 제어봉 패턴(균등 삽입 상태)을 보이는 3회의 측정 케이스에

대해, 239Pu(n, f), 235U(n, f), 238U(n, f) 및 238U(n, γ) 각 반응율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출력 분포,

증식비를 평가하였다. 더불어 238Pu(n, γ), 240Pu(n, γ), 241Pu(n, f)의 각 반응율 및 239Pu, 241Pu, 235U

의 값(포획 반응율과 핵분열율의 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평가에 앞서

시험용 집합체를 이용한 시험 체계로 반응율의 상세 해석을 실시해 각 반응율의 C/E치(해석치/

평가치)를 구하였다. 또한 반응율 해석에 대하여 노심 계산을 고려해 중성자다발 분포의 보정(메

쉬 보정, 수송 보정), 시험용 집합체의 비균질성에 대하여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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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박방사화법을 이용한 반응율 해석 흐름도

시험용 집합체 미장전 노심 좌표에 대해 반응율 C/E치의 내·외삽법을 이용하여 그 값을 계산

하였다. 더불어 연료 집합체 배치의 회전 대칭성을 고려하여 반응율의 C/E치를 전 노심에 대하여

확장했다. 그리고 이 반응율 C/E치를 노심에 대한 반응율 해석치를 보정하는데 활용하였다. 보정

후의 각 반응율을 이용하여 출력 분포, 증식비를 계산하였다.

㉯ 출력 분포

출력 밀도 분포 P(r)는 핵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분포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2.4-1)

여기서, Ne(r) : 핵종 e의 원자수밀도

Kxe : 핵종 e에 대한 핵반응 x의 핵반응당 방출에너지

Rxe(r) : 핵종 e에 대한 핵반응 x의 반응율

x : 핵분열반응, 포획반응

e : 239Pu, 240Pu, 241Pu, 235U, 238U, 그 외의 핵종

반응율 측정치 및 해석치를 근거로 출력 밀도 분포를 산출한 후 각 집합체당 출력 밀도 분포

에 대해 축방향으로 적분을 취하였다. 집합체의 수평 단면적을 계산하여 집합체 적분 출력 상대

치(노심 최내층 집합체에 의해 규격화)와 관계되는 측정 평가치를 구하였다. 또한 노심 반경 방향

집합체 적분 출력 분포에 대한 측정 평가치와 해석치를 비교하였다.

출력 분배비는 노심 및 블랭킷의 출력으로 제어봉, 중성자 차폐체 등의 출력을 포함하지 않고,

γ 선 수송 효과에 대해 보정하였다. 출력 밀도 분포를 근거로 각 집합체마다 축방향 최대 출력 밀

도에 대한 축 방향 피킹 계수를 계산하였다. 또, 반경 방향 피킹 계수에 대해서는 내부 노심 영역

및 외부 노심 영역을 평가 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각 연료 집합체에 대해 노심 높이와 상응하는

집합체 적분 출력을 계산해 노심 영역 평균값의 비를 반경 방향 첨두 계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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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선 출력 밀도

아래의 식에 근거하여 최고 선 출력 밀도(qmax)를 평가하였다.

m ax  · 


·  ·   , (2.4-2)

여기서, Pcore : 각 집합체당 노심 높이 출력 [W]

Hcore : 각 집합체의 노심 높이 [cm]

Npin : 1 집합체 당의 핀 갯수

Fxy : 집합체내에 있어서의 반경 방향 첨두 계수

Fz : Hcore의 범위로의 축방향 첨두 계수

γ 선 수송 보정 및 연신율·나팔관발열의 보정을 고려했을 경우 제어봉 균등 삽입 상태에 대한

최고 선 출력 밀도를 구하였다. 이 결과치를 설치 허가 기준치에 만족하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출

력 밀도 분포의 평가 결과를 노심 체적 적분한 것에 대해 노심 열출력 평가치를 계산하였다. 광

역계 검출기(WRM) 계수율 실측치와 비교하여 핵출력 교정을 실시하였다.

㉱ 증식비

증식비는 아래의 식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증식비 핵분열성물질의 소멸 선 비율    포획반응비율 

핵분열성 물질의 생성율    포획반응비율 

 〈
〉 〈

〉 〈
〉

 〈
〉 〈

〉 〈
〉

(2.4-3)

여기서, σx
e : 핵종 e에 대한 핵반응 x의 미시적 단면적

φ : 중성자속

Ne : 핵종 e의 원자수밀도

x : a(흡수반응=c+f), c(포획반응), f(핵분열반응)

e : 25(235U), 28(238U), 48(238Pu), 49(239Pu), 40(240Pu), 41(241Pu)

(4) 전산코드 예비 검증

MONJU 성능 시험 보고서를 참고하고 노물리 시험 자료를 확보하여 전산 코드를 예비검증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ONJU 임계·노물리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계산 체제

와 기법의 비교만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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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MONJU 계산 체제 비교

시험 목록 임계특성 평가 연료등가 반응도평가 고정흡수체 반응도평가

핵정수
라이브러리

MONJU JENDL-2

KAERI ENDF/B-Ⅵ

군정수 세트
MONJU JFC-3-J2 (70군)

KAERI KAFAX (150군)

유효단면적
작성 코드

MONJU SLAROM

KAERI TRANSX

계산코드 및
계산체제

MONJU CITATION, HEX-Z CITATION, TRI-Z

KAERI DIF3D, HEX-Z DIF3D, TRI-Z

중성자
에너지군

MONJU 18군 6군

KAERI 25군

MONJU에서는 위와 같은 전산 체제를 활용하여 측정치와 해석치를 비교하였다. 활용한 전산

체제를 분석한 결과, 현재 KAERI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산 체제와 비교하여 커다란 성능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MONJU 노물리 시험 데이터를 확보해 현 전산 체제에 적용한다면 커다란 차이

없이 거의 동등한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산 체제를 이용하여 향후 건설될 실

증로 가동시 영출력 시운전 노물리 시험에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 각각의 시험 항목에 필요한 전

산 체제 구비요건들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

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어봉 등의 미임계 상태로 반응도 측정을 하기 위

한 MSM 분석법을 위한 코드 정비가 필요하다.

5. 노심열유체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개발

가. 불확실도에 따른 온도 영향 분석

원자로의 안전 운전 보장을 위해, 이론적 모델이나 실험, 제작공차, 사용되는 재료, 핵연료 및

냉각재등의 열적․기계적 특성, 기기 및 계측의 정확성, 상관식등의 불확실도 및 그에 의한 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원자로의 안전 여유도 보장을 위해서 불확실도

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노심 열유체 계

산 및 실험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노심 열유체 설계는 단순화된 energy 방정식 혼합모델을 이용한 Super-Energy Ⅱ

(SE2-ANL)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SLTHEN[Yang & Yacout, 1995]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

되고 있다. SLTHEN은 다중집합체에서의 정상상태 부수로 유동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로써,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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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를 반영한 노심의 냉각재, 피복재 및 핵연료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금속연료를 사용한

IFR[Ku et al., 1994]의 자료를 일부분 반영하고 있을 뿐, 대부분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CRBR[Carelli & Friedland, 1980]의 고온열수로 계수 자료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심 설계시

열적설계여유도(margin-to-melt)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 및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의 노심 열유체 분야에서는 설계시 노심 열유체 온도 분포, 특히 피복재 및 핵연

료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인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속

연료 사용 노심에 대해 실증로급에서 열유체 불확실도 평가가 열유체 전산코드 인허가를 목표로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 평가를 위해서는 노심 열유체 불확실

도 영향 인자를 분석하고, 적합한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다만 이

를 위해 다양한 금속연료의 열적·기계적 특성 및 열유체 상관 특성등의 실험 자료가 필요하며, 부

족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불확실도 인자 분석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해,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에 따른 피복재

온도 영향 분석에 앞서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우선 분석하였으며, 소

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중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한 CRBR과 JOYO[Inoue et al., 1974],

그리고 금속연료를 사용한 IFR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불확실도 산정에 있어서 평가지준이 되는 공칭값(nominal value)는 다음의 정의를 통

해서 결정하였으며, 공칭값과의 편차를 불확실도로 결정하게 된다.

a. 제작 관련: 설계값

b. 운전 및 계측 관련: 계측 및 실험 장치의 명세서

c. 출력 분포 및 유동 특성 관련: 실험값 혹은 실험상관식

d. 물성치 관련: 보고된 자료들의 평균값

노심 열유체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도 인자들은 크게 직접 영향인자와 통계적 영향

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불확실도가 평균값인 공칭값(nominal value)에 대해서 정규분포로 표

현될 수 있는 인자들을 통계적 영향인자, 불확실도를 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없는 일련의 +/- 편

차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자들을 직접 영향인자로 분류하였다. 표 2.5-1은 각 원자로의 고온열수로

계수 도출시 적용한 직접 영향인자와 통계적 영향인자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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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자로 직접영향인자 통계적 영향인자

CRBR

Inlet Plenum 유량 분포

집합체내 유량 분포

피복재 원주방향 온도 변화

Power Level Measurement

Power control dead band

입구온도 변화,

원자로 입출구 온도차 변화,

출력 분포, 핵연료 농축도,

wire-wrap 회전방향,

냉각재 물성치,

부수로 면적,

Film 열전달 계수,

핵연료-피복재 편심,

피복재 두께 및 열전도도,

핵연료-피복재 갭 전도도,

핵연료 열전도도

JOYO

냉각재 혼합 효과

Power 분포

Core flow

Total flow

열출력 교정 오차

냉각재 입구 온도

Nuetron Flux 측정 오차

핵연료심 직경/밀도/stack 길이,

핵분열물질 밀도, 연소도,

피복재 두께/내경/외경,

출력 변화, 집합체내 유량 분포,

냉각재 물성치, Film 열전달계수

핵연료/Gap/피복재 열전도도

IFR
Power Level Measurement

Power control dead band

연소도,

핵연료심 직경,

핵연료 농축도 및 열전도도,

집합체 및 집합체 내부 유량,

피복재 두께 및 열전도도,

Film 열전달 계수

표 2.5-1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 인자의 분류

(2) 고온열수로계수(Hot Channel Factor, HCF) 분석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 영향인자는 불확실도의 크기에 따라 핵연료 혹은

피복재 온도의 직접적인 온도 변화로 반영되지만, 통계적 영향인자는 각각의 불확실도 크기에 따

른 핵연료/피복재 온도 변화의 제곱근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노심 불확실도 인자들의 영향

은 종합적으로 핵연료/피복재의 온도에 대한 고온열수로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고온열수로계수는 불확실도를 포함하지 않은 정상상태시 계산된 온도를 1.0로 산정하며, 불확

실도가 반영된 온도변화를 그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게 된다.

설정된 고유개념에 대한 불확실도 평가에 앞서, 피복재 온도에 대한 CRBR, JOYO, IFR등의

고온열수로계수 자료를 분석하고 각 원자로에서 불확실도를 반영한 피복재 온도의 총 고온열수

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CRBR, JOYO의 피복재 온도 총 고

온열수로계수는 각각 1.310, 1.329이며,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IFR의 경우 피복재 온도 총 고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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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계수는 1.134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CRBR, JOYO, IFR의 피복재 고온열수로계수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불확실도 인자는 각각 핵연료-피복재의 편심(HCF=1.174), 피복재 두께(HCF=1.086),

그리고 Neutron and Gamma Flux(HCF=1.10)로 확인되었다.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CRBR이나 JOYO에 비해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IFR의 고온열수

로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 것은 각 원자로의 시스템 특성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또한 고온열수로계수 도출시 고려한 불확실도 인자들이 숫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타 원자

로에서 적용한 불확실도 인자를 모두 고려해서 IFR의 고온열수로계수를 계산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자료 검토와 계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00 MWe 자체순환로의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속연료를 사용

한 IFR의 불확실도를 차용하여 1,200 MWe 자체순환로를 대상으로 피복재 온도 고온열수로 계수

를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를 표 2.5-2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 피복재 온도 변화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불확실도 인자는 노심 입구 영역에서의 집합체 유량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정상상태보다

약 14℃의 온도 상승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온열수로계수를 검토한 결과 피복재의 열전도도가 가

장 큰 고온열수로계수 1.074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확실도 인자
IFR

불확실도

냉각재 피복재 핵연료

574.4 601.8 773.5

Power level measurement 2%
온도 578.4 606.0 780.1

UF 1.021 1.018

Flow rate through

subassembly
7%

온도 588.6 615.8 785.0

UF 1.000 0.985

Flow Profile in

subassembly
5%

온도 584.4 611.6 781.5

UF 1.000 0.990

Cladding

Thickness
3%

온도 575.0 602.6 774.2

UF 1.032 1.000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7%

온도 574.7 603.2 774.7

UF 1.074 1.000

Film Heat Transfer

Coefficient
16%

온도 574.7 603.3 774.8

UF 1.000 1.000

Coolant

Properties
1.6%

온도 577.5 604.6 775.8

UF 1.000 1.000

표 2.5-2 불확실도 인자에 따른 피복재 핵연료 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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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다양한 출력 용량과 노심 설계 제원에 대한 분석과 고유 설계 개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설계 DB를 구축하여 실증로 개념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체순환로 2영역 후보 노심모형은 당초 설계목표대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설계 목표 대비 충분히 향상시켰음.

- 경제성 향상

∙Pufiss 장전량 : 5.07ton/GWe (설계목표 ≤ 6.0ton/GWe)

∙KALIMER-600 대비 사용후연료 재처리비 1,900억원/기 절감 추정 ('06.12.20 기준,

기존 습식처리 방법 적용시)

- 안전성 향상

∙소듐기화반응도가 : 7.26$ (설계목표 ≤ 7.5$)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TRU 연소를 극대화한 고유 TRU 연소로 후보 노심모형 개발 완료.

- 출력별 핵특성 분석을 통하여 대형 연소로의 안전설계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핵연료 경제성 측면에서 600MWe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함.

- 연소로에 적용된 단일농축도 노심개념은 노심에 장전되는 TRU 함유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 원자로 출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TRU 연소량을 극대화하는 고유개념임.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에서는 설계코드를 이용할 경우 유효증배계수에서 최대

0.5%Δk/k,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할 경우는 0.2%Δk/k이내의 정밀한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노심 전산코드 검증을 위한 DB를 구축하였음. 판형 또는 디스크형의 연료를 사용하는

임계 실험의 유효 단면적 생산을 위해서는 단위 쎌내의 비균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산체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어 차기단계 계획에 반영함. ECCO/ERANOS2.1

시스템과 K-CORE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 검증을 통하여 검증 DB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음.

◦평가 핵자료간 임계 실험 분석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주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한

기반 단면적을 선정하고 각 평가 핵자료의 핵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독자적인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중성자속 계산 코드는 각각의 입출력 모듈, 메모리 관리 모듈 등으로 모듈화하여

연동되도록 구성하여 향후 타 전산코드와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개발하였음.

아울러, 사용중인 중성자속 계산 코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새로운 기능

필요시 또는 기존 코드의 기능 수정이 필요할 시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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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고유개념 설정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노심개념 설정
28 100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후보

노심모형

생산

- 노심 운전

조건 및

설계 목표

설정

- 운전 조건: 출력 용량: 1,200 MWe, 평균 방출
연소도 > 80 GWd/tHM, 주기길이 > 18개월,
전환비 ~ 1.0

- 설계 목표: 핵분열성 Pu 장전량 < 6.0 ton/GWe,
소듐기화반응도가 < 7.5 $, 피복재 고속중성자
조사량 < 5.0×1023 n/cm2

- 후보 노심

개념 도출

및 핵특성

평가

- 블랭킷 제거 Steel Reflected Core 개념 및 5개
후보 개념 도출 (① 농축도분할 노심, ②
단일농축도 피복재두께변경 노심, ③ 단일농축도
vacancy봉 사용 노심, ④ 단일농축도 Mod.HT9봉
사용 노심, ⑤ 단일농축도 흑연봉 사용 노심)

- 후보 노심 핵특성 평가 및 노심 제원 및 후행
핵주기 변수 민감도 분석

․후보

노심모형

성능 분석

- 핵특성 및

열적 성능

평가를 통한

자체순환로

노심 개념

설정

- 노심열유체 특성 및 핵특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2가지 노심모형 초안 중 핵연료 경제성이 우수한
농축도 분리 노심을 후보 노심모형으로 선정

- 자체순환로

출력 용량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최종 출력

용량 결정

- 농축도 분리 노심을 대상으로 600~1,800MWe
출력범위에 대한 노심특성 변화 및 안전성인자를
분석하여 최적 용량을 1,200MWe으로 선정

- 1,200MWe 노심의 핵연료 하단부에 있는 흡수재
층을 제거하고 3영역에서 2영역으로 노심을
단순화하여 핵연료 제조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향상

- 경제성 향상: Pufiss 장전량 : 5.07ton/GWe
(설계목표 ≤ 6.0ton/GWe), KALIMER-600 대비
사용후연료 재처리비 1,900억원/기 절감 추정
('06.12.20 기준, 기존 습식처리 방법 적용시)

- 안전성 향상: 소듐기화반응도가 7.26$ (설계목표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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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후보

노심모형의

핵확산

저항성 지수

평가 및

노심모형

최적화

- 타 연계

분야 결과를

바탕으로

성립성 평가

- 핵연료집합체 교체 장비 간섭 방지를 위한 노심
중앙부 장전 집합체 변경 연구

- 노심 설계

제원 최적화

- 설계 목표 및 기준에 대한 연료봉 외경, 연료봉
피치, 노심 높이 등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1,200
MWe 자체순환로 설계 최적화

- 연료봉 외경 < 0.87cm, 연료봉 피치 < 1.03 cm,
노심 높이 80 cm 내외

- 핵변환로 노심 예비개념

설정
28 100

․핵변환로

전환비 변경

분석

- 전환비 변경

연구

- 노심높이별 허용가능 pancake형 연소로 도출

- 파라메타 변경을 통한 여러 전환비에 따른 연소로
설계

- 전환비 분석 범위: 0.5~0.65

- 노심 핵특성

분석

- 핵연료 온도계수 분석

- 기하학적 팽창계수 분석

- 설계인자에 대한 전환비 민감도 분석

․핵변환로

출력 변경

분석

- 출력 변경

연구

- 현재 핵연료 및 안전성 관련 기술수준 고려하여
장전 농축도 30% 고정

- 300MWe~1,200MWe 출력변경 범위 선정

- 출력별 최대 연소효율을 갖는 연소로 설계

- 노심 핵특성

분석

- 출력별 소듐기화반응도 7.5$ 만족

- 번들 최대 압력강하 0.15MPa 만족

- 평균선출력 밀도 180W/cm 만족

․노심

예비개념

타당성 평가

- 노형별

핵설계인자

상호비교

평가

- 출력별 소듐기화HM과 TRU 장전량 비교

- 축방향 반경방향 팽창계수 비교

- 노심높이 및 동등 노심직경 비교

- 안전해석

연계 최적

후보노심

선정

- 안전해석용 반응도 계수(온도반응도계수,
열팽창계수, 제어봉가 및 정지여유도, 노심동특성
인자) 생산

․최적

핵주기 계획

선정

- 붕괴열,

방사성 독성

평가

- 선정된 최적노심에 대한 붕괴열, 방사성 독성 평가
수행

- 후행 핵주기

영향 평가

- 선정된 최적노심에 대한 후행 핵주기 영향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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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국내 기반기술 개발

- 유효단면적 생산체제 검증 24 100
․DIF3D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 설계 코드

검증을 위한

BFS-73-1

검증 모델

구축

- BFS-73-1, BFS-75-1, BFS-55-1에 대한
TRANSX/TWODANT/DIF3D 코드의 R-Z,
Hex-Z 균질 노심 모델 구축

- 프랑스 CEA ERANOS 코드를 이용한 비교
검증으로 모델의 신뢰도 향상

- 계산 조건 (중성자 에너지군, 격자 크기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한 검증 모델의 정확도
유지

- 금속연료

장전 노심에

대한 현

노심 핵설계

전산체제

정확도 평가

- 유효증배계수에서 최대 0.26%△k/k 정도의 오차로
정확성 입증

- U, Pu 동위원소 및 Am-241에 대한 반응률비
최대 5%이내 일치, Am-243, Cm 동위원소에 대한
개선 필요 확인

- 제어봉가 예측 최대 6.1% 이내 정확도, 소듐기화
반응도 예측 보수성 확인

- 온도 의존

연속 에너지

몬테칼로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 (위탁)

- McCARD용 몬테칼로 연속에너지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 및 공개 임계 실험에 대한 검증

- McCARD이용 불확실도 평가를 위한 각 평가
핵자료별 공분산 자료 현황 검토

․몬테칼로

코드 이용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분석

- BFS

임계집합체

에 대한

몬테칼로

상세 검증

모델 구축

- BFS-73-1, BFS-75-1, BFS-55-1에 대한 디스크,
튜브, 계측기 등 실험과 가장 근접한 비균질 모델
구축

- 몬테칼로 연속 에너지 단면적 생산체제 구축

- 노물리 측정

변수에 대한

비균질 보정

인자 생산

- 세 개의 BFS 임계 집합체에 대한 유효증배계수,
스펙트럼 지수, 핵분열 분포 등에 대한 계측기
민감도 분석 및 균질/비균질 보정 인자 생산

- 평가 핵자료에 의한 영향 분석 및 평가 완료
(U-235, U-238, Zr, Na-23의 지배적 영향 발견)

- McCARD에

의한 고속로

임계실험 및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설계

해석 (위탁)

- McCARD를 BFS 임계실험에 대하여 검증하여
차후 간접 검증 도구를 추가로 확보

- 설계 중인 소듐냉각 고속로 비교 분석을 통한 현
설계 코드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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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BFS-73-1

MA 표본

임계실험

수치적

벤치마크

계산

- 평가

핵자료에

의한 영향

평가를 통한

기반 단면적

선정

- BFS 임계 집합체 분석에서 평가 핵자료의 핵종
별 영향 분석

- 단면적 조합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종합 평가

- ENDF/B-VII.0을 기반으로 U-238
(ENDF/B-VI.6), Na-23 (JEFF-3.1)의 조합으로
잠정 결정

- 불확실도

분석을 위한

민감도 계수

계산 코드

개발

- 섭동이론에 기반한 노심 반응도 민감도 계수 계산
전산코드(APSTRACT) 개발 완료

- 직접 계산법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계산 능력
확인

- 공분산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불확실도 분석

- McCARD에

의한 고속로

노심

연소해석 및

설계코드

검증 (위탁)

- McCARD의 몬테칼로 연소계산 능력을 이용한
소듐냉각 고속 실증로 후보 노심 검증

- 현 노심 연소계산 체제의 정확도 평가

- 대용량 노심설계를 위한

코드 구조 개선
14 100

․메모리

할당 구조

개선

- 메모리 할당

모듈 개발

- 기존 DIF3D 코드의 메모리 한계(2GB)를 극복한
메모리 할당모듈 개발 완료

- 대용량

노심설계용

64비트 코드

변환

- 노심설계 전산체제(K-CORE 시스템)를 구성하는
주요 코드 및 연계 코드 리눅스 64비트
운영체제로 변환 완료

․입출력

구조 개선

- 이진 입출력

모듈 개발

- 이진 입출력 파일 처리 모듈 개발 완료.
직관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모듈 구현으로 변수
추적 및 관리가 용이하게 함

- 단면적 파일 처리 모듈 개발 완료

- 입출력 구조

개선

- Direct Access 파일 변수 모듈화로 메모리 변수
및 파일간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함

․중성자속

계산모듈

연동

- 계산모듈

연동 방안

설정

- 중성자속 계산변수를 분류하여 동적 메모리로
변환

- 노달 확산

방정식 계산

모듈 연동

- 입출력 모듈을 포함한 코드 프레임에 노달
확산방정식 계산모듈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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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 REBUS3 코드 개선 2 100

․방사성

핵종

붕괴모델

개선

- 172개 핵종

기준 참조

연소 모델

완성

- 액티나이드, 핵분열 생성물 (172개 핵종) REBUS3
연소 사슬 모델 개발 완료 (참조 모델)

- 핵분열 생성물 단면적 취급 방법에 따른 노심
핵특성 영향 분석 완료

- 핵분열 생성물 각 핵종 별 중성자 포획반응
기여도 분석

- 핵분열

생성물

유효단면적

생산 기법

개선

- 각 모핵종 별 핵분열 생성물 포화 농도 계산 체제
개발

- 포화 핵분열 생성물 농도 계산을 통한 핵분열
생성물 단면적 취급 방법 개선

- 노심설계 전산코드 예비

검증
2 100

․시운전

노물리 시험

방법론 및

모델 수립

- 노물리 시험

방법론 검토

- MONJU 노물리 시운전 시험 절차 요약서 검토

- 시운전 시험 항목 도출

- 시운전 시험 모델 수립을 위한 코드 기능 개발
항목 도출

- 노심열유체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개발
2 100

․불확실도에

따른 온도

영향 분석

-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

인자 분류

및 자료

분석

-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
분석

- 고온열수로계수 영향 인자 분석

총계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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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에 대한 개념 설계 수준의 설계 능력을 확보하여 향후 독자적인

실증로 설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개념 개발이 완료된 자체순환로 및 TRU 연소로 고유개

념은 다방면에 걸친 개념 분석과 이에 대한 종합적 성능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가 가능한 제4

세대 소듐냉각 고속로로 진화할 것이다.

300～1,800 MWe 노심 출력 용량과 각각의 노심 출력 제원에 대한 설계 DB, 다양한 노심 설

계 개념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향후 노심 설계 요구를 저감하고, 소듐냉각 고속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용량 선정 및 핵심 연구항목 도출을 위한 기술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자체

순환로 및 연소로 설계DB는 향후 국내 고속로 도입 시나리오 연구를 위한 물질 흐름 자료의 근

간이 된다.

BFS-73-1, BFS-75-1, BFS-55-1의 금속연료 장전 임계 집합체 분석을 통해 생산한 검증 모

델은 향후 전반적인 노심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모델로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지속적으로 노심 핵

설계 코드의 정확도 향상 및 검증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단면적 라이브러리에 대한 분석

결과 파악된 각 평가핵자료의 핵종 별 단면적 특성은 기반 단면적 선정에 활용되며 차기 단계에

예정된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 기술 개발을 통해 주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단계에서 개발한 민감도 분석 코드는 차기 단계에 개발 예정인 단면적 보정 전산코드와 연

계하여 최종 보정 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면적 보정 기술 개발은 차

기 단계에서 완성되어 실증로 노심 표준 설계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확도의 향상은

설계에서의 보수성을 감소시켜 노심 설계에서 최대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용량 노심 분석을 위한 코드 구조 개선 및 방법론 개발로 습득한 코드개발 기술은 노심설계

전산체제 고유화를 위하여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코드 검증을 위한 임계실험 자료 확보를 통하

여 향후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 작성을 위한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속연료 임계집합체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설계에 대하여 검증된 McCARD코드는 연소계

산 능력과 불확실도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코드로서 상대적으로 입수가 곤란한 노내 운전자료

를 일정 부분 대신하여 노심 연소 계산 및 정적 분석 코드의 간접적 검증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

다.

REBUS3 개선 연구를 통해 확보된 172개 핵분열생성물 핵종을 사용하는 기준 연소 모델은 차

기 단계의 실증로 개념설계에서 최종 설계 노심 분석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선된 핵분열 생

성물의 붕괴 모델 및 단면적은 개념설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념 및 노심 특성 변경 해석을 위하

여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설계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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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러시아 IPPE 연구소의 보정인자/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자료

◦ECCO/ERANOS 2.1 전산코드 및 관련 보고서

◦민감도 불확실도 평가용 TSUNAMI 코드 패키지 및 관련 자료

◦고속증식원형로 MONJU 성능시험보고서 <임계시험 ~ 기동시험(4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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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

○ 목표

- 금속 핵연료심 제조기술 확보

- 신피복재 합금 원천기술 확보

- MA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평가

○ 필요성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Gen-IV SFR)용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속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라늄 국제 시장가격에 의존하

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고연소도 핵연료 달성과 원자로 가동온도 증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고성

능 피복관이 필요함.

- 금속연료를 기반으로 한 핵연료 재순환 주기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

성을 향상시키고 핵확산 저항성을 제고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본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 과제는 3개의 연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

면 수행된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속 핵연료심 제조 기본기술 확보

- 금속 핵연료심 용해주조로 설계 및 제작

- 금속 핵연료심 제조공정 변수 연구 및 확립

- 금속 핵연료심 제조 및 물성 시험

- 금속 핵연료 원격제조 모의시험 장치 제작 및 시험



- ii -

- MA 함유 금속핵연료 원격제조시스템 개념 설계

○ 신피복재 합금 원천기술 확보

- 신피복재 합금 후보군 개발 및 시험합금 제조

- 피복재 기계적 특성(크리프, 인장 및 충격 등) 평가

- 신피복재 합금 재료 규격 확정

○ 핵연료 성능 시험 및 평가

- 금속 핵연료 조사시험 및 평가

- 금속 핵연료심-신피복재 상호반응 시험 및 Barrier 개발

- MA 함유 금속핵연료 성능분석 모델 개발

- MA 함유 금속핵연료 개념 설계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Ⅳ. 연구개발 결과

○ 금속 핵연료심 제조 기본기술 확보

금속연료심 용해주조시 Am의 휘발을 방지하고 가늘고 긴 금속연료심을 건

전하게 주조하기 위한 진공감압 용해주조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

국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의 EBR-II 고속실험로용 금속연료의 제조 기

술 및 경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체 제작한 진공감압 용해주조를 이용해서 U-Zr 연료심을 제조하여 미세조

직, 열물성 및 기계적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U-10Zr 합금의 미세조직관

찰시 주조결함이 거의 없었으며 저배율에서는 Zr-rich 상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고배율에서는 U-Zr 합금의 전형적인 α 우라늄과 δ 상(UZr2)로 구성된 미세 라멜

라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U-Zr-Ce 연료심의 미세조직은 α 우라늄과 δ 상

(UZr2) 기지에 Ce-rich 석출물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상온에서 비열은 약 0.1

J/g-K이었으며 온도가 570℃까지 증가함에 따라 비열은 약 0.3 J/g-K까지 서서

히 증가하였고, 570-700℃ 온도 영역에서는 상변태가 관찰되었다. U-Zr 합금은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율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U-10Zr 합금이 U-15Zr

합금보다 열팽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Zr-Ce 3원계 합금은 Ce 함량증가

에 따라 열팽창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휘발성 물질인 Am을 함유한 연료물질의 용해주조시 휘발성 물질의 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방사성인 Am과 같은 휘발 특성을 지닌 비방사성의

Mn을 대체물질로 선정하였으며, U-Zr에 Mn을 첨가하여 대기압의 불활성 Ar 분

위기에서 용해주조실험을 수행하여 용해 주조시의 휘발 특성을 시험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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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발된 진공감압 용해주조 장치를 이용한 TRU 금속연료의 원격 제조성 평가

를 위해, Pro-E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핵심 구성 장치들을 모듈화하고, 원격

조립 및 해체 과정을 시뮬레이션 시험하였다. 개발된 주조장치를 이용하여 금속

연료의 조사 성능을 하나로 연구로에서 시험하기 위해 LEU(Low-Enrichment

Uranium)을 사용하여 금속연료심을 제조하였다.

○ 신피복재 합금 원천기술 확보

고성능의 피복관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기존 외국의 피복관 재료들

의 열적특성, 기계적 특성 및 특허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문헌/특허 자

료뿐만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3회의 배치(Batch) 시험을 통해 총 36종

의 피복관용 후보합금을 설계, 제조하고 특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Batch-0 시

험 결과, 5종의 합금이 기준합금(Gr.92강)에 비해 높은 항복강도를 보였다. 특히

보론을 첨가한 합금과 탄소함량을 낮춘 합금이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보였

다. 또한 탄소량과 붕소량이 적절히 첨가된 합금이 650℃에서 정상상태 크리프 변

형 속도가 가장 낮아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보였다.

Batch-1 시험 결과, Zr, Pt, Ti 및 Pd을 각각 첨가한 4종의 합금이 기준 합

금인 Gr.92강 보다 우수한 크리프 파단 강도를 보였다. Batch-0 및 Batch-1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합금(16종)을 설계하여 Batch-2 후보

합금군으로 제조하였다. 16종의 Batch-2 후보합금 중에서 14종의 후보 합금이 기

준합금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고온 강도를 보였다. 650℃, 140MPa 응력 조건의

크리프 시험에서 붕소를 첨가한 합금, 텅스텐 함량을 증가시킨 합금, 지르코늄을

첨가한 합금 등 9종의 합금이 기준합금 보다 우수한 크리프 파단시간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5종은 크리프 파단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Batch-2 후

보합금 중에 650℃에서 인장 및 크리프 성능이 우수한 7종의 합금조성에 기반하

여 선정한 4가지 조성물에 대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소듐환경에서 피복관의 양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연순환 방식의 소듐

-피복관 양립성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개발 중인 피복재 합금에 대하여

양립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신피복재 합금을 사용한 피복관을 제조

를 위하여 냉간/열간 가공변수 및 열처리 등의 피복관 제조공정 변수에 대한 평

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 핵연료 성능 시험 및 평가

금속연료 성능 및 고온, 고연소도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반응평가, 연료심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및 제조, 금속

연료 노내거동 평가를 위한 전산모델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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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심과 피복관의 상호반응에 대한 이론적 평가 후 최적 실험요건을

설정하여, 다양한 연료심/피복재 조성, 온도, 시간 조건에서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

하여, 상호반응을 방지하는 최적 Barrier 후보물질로 Cr과 V을 선정하였다. 전해

도금으로 Cr Barrier 층을 실용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상호 반응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속연료 연소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연료봉다발

과 집합체 덕트의 상호 반응 및 굽힘 변형 거동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핵연료

설계변수인 와이어랩의 직경 및 피치 등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MA 금속연료의

열전도도, 핵분열기체 방출 및 연소중의 반경방향 원소 재분배 예측 모델들을 개

발하여 금속연료봉 성능분석코드인 MACSIS에 이식하였다.

하나로 연구로에서 고속로 핵연료의 실제 온도와 출력밀도 조건에서 조사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시험연료봉과 캡슐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핵연료 피

복관의 내면온도를 600℃ 이하, 연료봉의 선출력은 306 W/cm로 설정하였으며, 1

차 조사시험시의 목표 연소도 3 at.%까지 소요되는 조사시험 기간은 약 150

EFPD였다. 하나로에서 금속연료 조사시험 캡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소듐/물

반응 평가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캡슐에 장착될 연료봉에 들어 있는 소듐이 물

과 반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반응열과 수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금속연료핵심기술개발의 첫 성과로써, 앞으로 금속연료 제조

및 설계기술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료심 제조 기초기술은 차기단계의 연료

봉 예비 제조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증로용 금속연료 제조에 사용될 것이다.

연료심 원격제조에 대한 예비 평가는 금속연료 제조 연구시설의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피복재 합금 원천기술은 고연소도용 고성능 피복관 개발에 활용하고,

금속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실증로용 핵연료 설계에 사용할 예정이다.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면, 금속연료 제조 및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피복관 및 덕트와 같은 연료부품들이 국내에서 제조되면 금

속연료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된다. 고속로에서의 금속연료 사용은 안전성과 핵확

산저항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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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Fuel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 Objectives

-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Advanced fuel cladding alloy development

- MA-bearing metallic fuel performance evaluation

○ Necessity

- Development of the key technologies of metal fuel for Gen-IV SFR

to achieve safety, to sustain safety, economy,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sustainability.

-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table energy supply by maximizing

usage of the limited uranium resource usage, independent of the

international uranium market price.

- The advanced cladding needs to be developed to achieve high fuel

burnup and high temperature reactor operation.

- Fuel recycling based upon metallic fuel in SFR will guarante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safety, and subsequently public acceptance.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research fields as follows.

○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Advanced fuel casting design and manufacture

-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uel slug fabrication processes

-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and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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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mock-up equipments for remote metallic fuel

fabrication

- Conceptional design of a remote fabrication system for MA-bearing

metallic fuel

○ Advanced fuel cladding alloy development

- Design and fabrication of candidate cladding alloys

-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creep, tensile, impact, etc.) of

candidate cladding alloys

- Finalization of a material specification of advanced cladding alloys

○ Performance tests and evaluation of MA-bearing metallic fuels

- Metallic fuel irradiation tests and evaluation

- Interaction tests between metallic fuel and cladding, and a barrier

development

- Modeling of MA-bearing metallic fuel

- Conceptional design of MA-bearing metallic fuel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Metallic fuel slug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vacuum and depressurizable casting apparatus which can fabricate

the slim and long fuel slug while controling loss of volatile Am during casting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experience and technology of metal fuel

fabrication for EBR-II at INL was analyzed and utilized.

By using the casting system, U-Zr fuel slugs was fabricated and their

microstructure,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There were

little casting defect in the fabricated U-Zr fuel slugs after microstructure

examination. At low magnification, Zr-rich phase was found homogeneously

distributed while lamella structure which contains α-uranium as well as δ

-phase (UZr2) was observed at high magnification. Microstructure of U-Zr-Ce

fuel slug revealed that Ce-rich precipitates were distributed in the matrix of α

-uranium as well as δ-phase (UZr2) phase. Heat capacity was about 0.1J/g-K

at room temperature and increases slowly with temperature up to the point of

0.3J/g-K at 570℃. Phase transformation was found in the temperatur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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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to 70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U-Zr alloy increased linearly

with the temperature,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U-10Zr alloy was

higher than that of U-15Zr. Thermal expansion of U-Zr-Ce ternary alloy

decreased rapidly as Ce content increases.

In order to minimize volatilization of Am during casting, surrogate

element, Mn which has volatile behavior similar to Am was selected and used

to test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during casting of U-10Zr with Mn under

the atmosphere pressure of Ar in the casting furnace. The capability of the

remote TRU fuel slug fabrication based on the vacuum and depressurizable

casting apparatus was evaluated through modularizing the key components of

the appartus and simulation of remote assembly and disassembly of the

appartus by using Pro-E design software. For irradiation test at HANARO to

validat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etal fuel using the developed casting

appartus, metal fuel slugs were manufactured using LEU(low-Enrichment

Uranium).

○ Advanced fuel cladding alloy development

As a first step to develop high performance cladding, thermal property,

mechanical property and patents of conventional claddings abroad were

analyzed. 36 candidate alloys for the high performance cladding tube were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through three batches. After Batch-0 tests,

5 candidate alloys showed mechanical strength better than the reference alloy,

Gr.92 steel. The alloy with higher content of boron and the alloy with lower

content of carbon showed remarkably higher yield and tensile strength. The

alloy with optimized contents of carbon and boron showed lowest steady state

creep deformation rate at 650℃.

Through Batch-1 test, 4 alloys with addition of Zr, Pt, Ti and Pd,

respectively showed better creep property than the reference alloy, Gr.92 steel.

Based upon the results of Batch-0 and Batch-1 tests, 16 candidate alloys

which can get the patent right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for Batch 2.

Among Batch-2 alloys, 14 alloys showed better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y than the reference alloy, Gr.92. 9 alloys such as the alloy with boron,

one with increased W content, and one with Zr showed better creep property

than Gr.92 at 650℃and 140 MPa stress. Especially, 5 alloys showed increase

of creep rupture time by two times. Based upon 7 alloys which showe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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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roperties, 4 alloy compositions were derived and applied for the

patent.

Natural convection sodium loop to test compatibility between clad

material and liquid sodium was designed, constructed and being used to test

the cladding alloy under development. And, to study the cladding tube

fabrication processes, the effects of hot and cold working parameters and heat

treatment were investigated.

○ Performance tests and evaluation of MA-bearing metallic fuel

To evaluate the in-pile performance, and the feasibility of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and high burnup of metallic fuel, interaction between

metal fuel and cladding, design and manufacturing of capsule for fuel

irradiation test at HANARO, and modeling of metallic fuel irradiation behavior

were performed.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metal fuel and

cladding, interaction test condition and apparatus were derived. The barrier

concept and materials such as Cr and V to prevent the interaction were

developed through the tests under the diverse materials and test conditions.

Electroplating technology of Cr on the inner surface of cladding were

developed and its capability to prevent interaction between metal fuel and

cladding was demonstrated.

Performance models were developed to evaluate the irradiation behavior

of metallic fuel. Model to predict the interaction and bending between fuel rod

bundle and duct was developed and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fuel design

parameters such as wire diameter and wire wrapping pitch. Models such as

thermal conductivity, fission gas release and radial re-distribution of elements

in MA-bearing fuel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in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MACSIS.

Irradiation capsule and test fuel rods were designed for fuel irradiation

test at HANARO under the conditions similar to SFR. Cladding inner surface

temperature was set below 600℃ and fuel rod linear power was evaluated as

306 W/cm. It takes about 150 EFPD to achieve the target fuel burnup of first

irradiation test, 3 at%. To confirm safety of the capsule in the HANARO,

sodium-water reaction was tested and evaluated to show that reaction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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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ydrogen generated by reaction of sodium in the test fuel rods and water

are very small.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of the project are the first achievement for basic key technologies

of metallic fuel and will be the basis for metallic fuel rod manufacturing and

design technology. Basic technology of the metal fuel slug casting will be

used to fabricate the fuel rod in the next phase and eventually will be used to

manufacture metal fuel for the demonstration SFR.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remote fabrication of fuel slug will be used for the pre-conceptional design

on the metal fuel fabrication facility. The technology of the advanced cladding

alloy with patent will be used to develop high performance fuel cladding for

high burnup and high temperature operation.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will be used to design fuel for the demonstration SFR.

With success of this project, manufacturing and design technology of

metallic fuel is obtained. And, fuel components such as cladding and duct can

be manufactured domestically and therefore, export competitiveness of fuel will

be enhanced. Usage of metallic fuel in SFR will guarantee the safety and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subsequently will enhance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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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Gen-IV SFR) 기술의 핵심 장점인 핵연료 물질 증식과 폐

기물 소멸은 핵연료에서 진행되며, 핵연료의 건전성은 원자로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Gen-IV SFR에서 금속 핵연료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목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즉,

현 국제수준 연구 목표

최대 연소도 (at.%) 20 ≧20

피복재 최대 조사량 (dpa) 200 250

피복관 최대 허용온도 (℃) 650 ≧650

공융 방지를 위한 피복관
내면온도 제한치 (℃)

650∼700
제한치 없음

(Barrier 피복재 적용)

본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과제는 금속 연료심 제조 기초기술 개발, 신피복재 합

금 원천기술 확보,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를 단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 신피복재 성능평가

-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 모델 개발 및 시험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소듐냉각고속로는 핵분열과 Pu 생성 및 폐기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

지며 핵연료는 원자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우수

한 성능의 연료가 필요하다. 또한 금속연료는 소듐과 양립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MA

핵변환 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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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연료 주기기술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금속연료 기술은 설계기술, 제조기술 및

연료 부품기술로 구성되며, 경제성, 안전성, 핵비확산성 및 지속성이 높은 핵연료를 개발

하려면 이들 세부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 현재까지 국내에서 금속연료심을 진공 주조한 경험이 거의 없다. 더욱이 EBR-II

핵연료를 제조한 미국 INL에서도 TRU 함유 금속연료의 원격제조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MA 원소들을 함유한 SFR 금속연료 제조 장치를

새롭게 개발하여야만 한다.

․ TRU가 함유된 SFR 금속연료 제조를 위하여 기존 제조 기술과 장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고방사성 핵물질을 취급하는 핫셀에서 원격으로 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신피복재 성능평가

․ 핵분열 생성기체에 의한 크리프와 고속 중성자에 의한 조사팽윤으로 인하여 핵연

료 피복관의 성능이 저하되면 핵연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SFR 핵연료

피복관은 크리프 저항성과 조사팽윤 저항성 등이 매우 우수하여야 한다.

․ 소듐냉각고속로의 고연소도 및 고온연소 조건에서 수명말기까지 핵연료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에서의 열적 및 조사 안정성이 향상된 고성능 피복관용 신

피복재 개발이 필요하다.

-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 실증로용 금속연료의 성능 확보 및 인허가를 위하여 금속연료 성능영향 평가 및

설계기술 정립이 필요하다.

․ 금속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확산반응 및 공융현상 등에 의해 피복재의 건전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확산반응을 예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리어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 금속연료 성능을 예비 평가할 수 있는 설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연료에

대한 모델을 우선 개발하여야 한고, 나아가 금속연료 설계 평가 및 고연소도 건전

성 평가 및 정확한 노내 거동예측을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료봉 설계인자 및 집합체 개념 평가를 수행하고, 하나로를 이용한 연소 시험이

필수적이다.

○ 경제 산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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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년도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1차년도

(2007)

- 용해주조로 설계

- 금속연료 제조기술 자료 수집 및 분석

- 용해주조로 제작

- MA함유 핵연료 원격제조기술 및 공정폐기물 

분석

- 원격 연료심 제조 Mock-up 장치 설계

- 설계도면 작성

- 자료수집

- 시험장치 제작

- 자료수집, 설계

- Mock-up 설계도

2차년도

(2008)

- 용해주조 기초기술 개발

- 금속연료심 제조기기 설계 및 제작

- 금속연료심 재료물성 예비실험

- 원격 금속연료심 제조 핵심 모듈장치 기본설계 및 

Mock-up 시설 구축

- 제조기술 개발

- 시험장치 제작

- 시험자료 생산

- 장치설계/시설 구축

3차년도

(2009)

- 용해주조 기초기술 확보

-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조

- 금속핵연료심 재료물성 시험 및 평가

-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시뮬레이션

- 제조기술 확보

- 시편 제조

- 시험자료 생산

- 전산설계/모사

신피복재 1차년도 - 피복관 열적/기계적 물성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 수집

소듐냉각고속로는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하여 연료로 사용하므로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대체할 수 있어 우라늄 국제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확

보할 수 있다. 고성능 고연소도 금속연료 기술을 확보하여 연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할 수 있다. 국내 독자기술로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면 기술 소유권 관점에서 핵연료 생산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핵연료의 고연소도 달성과

원자로 가동온도 증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할 고성능 피복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신피복재 개발은 필수적이며, 피복관 제조 공정변수 개발과 국내

인프라를 이용한 피복관 제조는 강관 제조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사회 문화적 측면

고속로 개발은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우라늄 자원의 한

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이 되는 핵연료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또한

경수로와 고속로가 연계된 연료 주기기술은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MA 함유 금속연료 기술 개발을 완성함

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고속로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

적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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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년도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성능평가

(2007)

- 피복재 합금 1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시편제조

- 고온 크리프 시험 장치 설계 및 제작

- 후보 피복재 인장 특성 평가

- 후보 피복재 크리프 특성 평가

-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 시편 제조

- 시험기 제조

- 시험자료 생산

- 시험자료 생산

- 설계자료 생산

2차년도

(2008)

- 후보 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평가

- 후보 피복재 인장/충격 특성 평가

- 피복재 2차 후보군 도출 및 시편 제조

-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제작

- 시험자료 생산

- 시험자료 생산

- 시편제조

- 장치제작

3차년도

(2009)

- 신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시험 및 평가

- 신피복재 합금 재료 규격 선정

- 신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

- 시험자료생산/분석

- 재료규격 정립

- 시험자료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1차년도

(2007)

- 금속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예비평가

- 집합체 휨 및 연료봉다발 굽힘 변형 예비평가

- MA 함유 금속연료 열전도도 모델개발

-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 요건 설정

- 시험자료생산

- 설계개념

- 모델 개발

- 자료 수집

2차년도

(2008)

- 연료봉다발 굽힘 및 접촉변형 모델개발

- MA 함유 원소재분배 모델개발

-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 금속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시험

- 모델개발

- 모델개발

- 설계개념

- 시험자료 생산

3차년도

(2009)

- 금속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장치 설계 

및 상호반응 시험

- MA 함유 금속연료 핵분열기체방출 모델 개발

- MA 함유 핵연료 예비성능 평가

-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제작

- 시험자료생산

- 모델 개발

- 설계개념

- 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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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기술현황

1. 국내

SFR 핵연료 기술은 민감 기술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

으나 ‘07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핵연료 제조기술’,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신피복재 개

발’ 및 ‘MA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시험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처리한 금속연료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U-Zr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Pu 취급은 불가능하고 MA도 국내에

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대체물질 (Mn, Sm, 및 Ce 등)을 사

용하여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금속연료심의 노내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조

사시험은 일차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에서 수행할 예정이나 연료부품을 포함

한 연료봉 조사시험은 외국의 고속로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EU가 참여하는 GIF SFR Advanced Fuel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I-NERI 과제에서 TRU함유 금속핵연료의 성능평가도 수행 중이다.

1단계(‘07-’09년)는 SFR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

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속연료심 제조기술개발 분야는 미국과 일본 등의 금속연료 용해주조기술을 분석하

여 휘발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용해주조장치를 자체 설계/제작하였으며 많은 시험 및

개선을 통해 건전한 연료심(U-Zr, U-Ce-Zr) 시제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연료심에 대한

열적/기계적 물성시험을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금속연료의 원격제조성 평가를 위

해 EBR-II 핵연료 제조경험을 분석하고 Mock-up 시험장치 구축과 전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고연소도 및 고온 연소 핵연료에 사용될 고성능 피복관 개발을 위해 지난 20여년 동

안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물성자료를 분석하여 3차에 걸쳐서 36종의 피복재 합금군을 설

계/제조하고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합금(HT9, Gr.92) 보다 성능이

매우 우수한 7종의 신피복재 후보합금을 도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핵연료성능 시험 및 평가를 위해 MA 함유 금속연료의 성능분석 모델(열전도도, 연료

봉 굽힘/접촉 변형, 원소재분배 및 핵분열 기체방출) 4종을 개발하였으며, 연료심과 피복

재의 상호반응에 따른 공융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barrier 후보물질(Cr, V)을 선정하였고,

피복관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하나로에서 소듐이 장입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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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고속로 조건(온도 및 연소도)에서 조사시험하기 위한 캡슐을 설계/제작하였다.

금속연료 시험장치 5건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국내 금속연료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

였다. 특히 연료심 용해주조장치는 미국과 일본의 선진기술을 반영하여 Am 휘발을 제어

할 수 있는 세계 일류의 장치로 자체 평가되며, 피복재와 소듐양립성 시험장치는 자연순

환 열대류 방식으로 용존산소 조절/검출이 가능하므로 종래기술에 비해 경제적이면서 효

과적이다.

2. 국외

가. 미국

실험로인 EBR-II를 통하여 금속연료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IFR 프로

그램을 통해 U-Pu-Zr 금속연료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용화 기술을 축적하였다. 최근에

는 MA 함유 연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금속연료와 함께 산화물 연료 연구도 수

행 중이다.

∙EBR-II와 FFTF를 이용하여 풍부한 금속 연료 조사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LIFE-METAL 등의 성능분석코드의 개발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다.

∙EBR-II에서 조사 시험한 핵연료봉은 진공사출주조로 U-(0∼28wt%)Pu-10%Zr

심재를 제조하였으며 316SS, D-9 및 HT-9 피복관으로 사용하였다. 참조 피복관인

HT-9 피복관은 FFTF에서 200 dpa까지 조사된 경험이 있다.

∙INL은 연료심 제조시 Am 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조 기술을 개발

하고 있음. MA와 RE가 들어있는 연료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TR 연구로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FUTRIX/FTA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랑스

Phenix 고속로에서 2 개의 금속연료봉을 조사 시험하였다.

나. 일본

FaCT(FBR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를 통하여 고속로 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

속연료는 주 연료개념인 MOX 연료의 부개념으로 전력중앙연구소(CRIEPI)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학규모 사출주조시설에서 길이 400mm, 직경 6 mm의 U-10Zr을 500 개 정도

제조하여, 제조 품질과 효율의 달성, RE가 혼입된 경우에도 균질한 연료심을 얻었다. Pu

가 포함된 연료는 JOYO 조사시험을 위하여 JAEA의 원료물질 기준 120 g 용해 규모 시

설에서 제조하였으며, ITU와 공동으로 TRU 함유 핵연료를 원격 제조하여 METAPHIX

프로그램을 통하여 Phenix 고속로에서 9 개 연료봉을 조사시험 하였음. 2010년에는 MA

를 함유한 금속연료의 제조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Toshiba는 미국 알래스카에 건설 계획 중인 소형 고속로인 4S에 U-Zr 금속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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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여 NRC와 Pre-application review 미팅을 진행 중이며 미국 ANL이 참여하여

정상상태 연료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NRC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연료 성능 코

드는 LIFE-METAL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코드의 검증은 미국의 연소 경험 자료에 기반

하고 있다.

∙피복관 재료로 PNC-FMS를 제조하여 JOYO에서 150 dpa까지 조사시켰고 ODS

를 사용한 핵연료봉도 러시아의 BOR-60에서 75 dpa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재가동에 들

어갈 MONJU의 구동 핵연료 피복관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다. 프랑스

Phenix에서 충분한 MOX 연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SFR을

GEN-IV 고속로 주개념으로 선정하고 MOX 기반 연료를 채택하고 있다. 원형로인

ASTRID와 상업로를 각각 2020년과 2040년에 계획하고 있다.

∙TRU 함유 핵연료 연구는 균질 재순환 기술과 비균질 재순환 기술을 병행하여

연구 중임. 균질 재순환 기술에서는 SUPERFACT 실험을 수행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과

공조하여 GACID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MONJU에서 조사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비균질 재순환 연구는 시작 단계로 우선 연구로(HFR, OSIRIS, JHR)에서 조사 시험 후

ASTRID가 가동된 이후 본격적인 조사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GEN-IV 고속로에서 노심내 소듐양을 줄이고 핵연료봉 피치를 줄이기 위하여

팽윤이 낮은 피복관을 채택할 예정이며 MATRIX 1과 2 시험을 통하여 ODS 피복관에

대한 조사 시험을 수행 중임.

라. 러시아

실험로인 BOR60과 상용로인 BN600을 보유하고 있다. BOR60에서는 산화물 파이

로 기술과 진동충진 MOX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BN600에서는 UO2 연료를 무기급 플

루토늄(WG-MOX)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OR60이 노후화됨에 따라

연료와 재료 조사 시험을 위하여 세계 최대 고중성자속(최대 6×1015 n/cm2-s) 실험로인

RHFFR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산업적 규모의 연료 주기 실증을 위하여 BN800을 건설하고

있다.

마. 중국

2010년에 65MWt 실험용 SFR인 CEFR이 임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실험로에서

원자로 시스템, 연료취급설비, 구조 설계 기술 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며, 특히 연료와

재료의 조사 시험을 수행하여 순환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증로를 건설하고 2030년에는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상용로를 계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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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 인도

1985년부터 40 MWt 실험용 SFR인 FBTR을 가동하였다. 2010년에는 500 MWe

PFBR을 완공할 예정이며, 핵연료로 MOX와 피복관은 D9을 사용한다. 장기적으로 핵연

료는 증식성이 우수한 금속연료로 전환하고, 고연소도를 위하여 피복관은 페라이트-마르

텐사이트강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속연료의 조사시험을 진행 중이며, 페라이

트-마르텐사이트강으로 피복관과 덕트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 2 절 기술격차

1. 국내 기술 수준

안전성, 소듐과 양립성, MA 소멸 효율성, 핵적 특성,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 등이

우수한 SFR 금속연료와 같은 고속로용 핵연료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되

지 않았다. ’07년부터 2원계 및 RE함유 연료심 제조기술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기술외적인

장애요인으로 MA 함유 금속연료에 대한 제조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피복관 분야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신피복재 합금개발을 ’07년에 착수하여 ‘10년에 FMS 피복관을 제조할 예

정이다. 금속연료의 성능 모델 개발과 설계는 꾸준히 진행된 바 있으나, 독자적인 금속연

료 성능시험 경험과 연소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SFR 금속연료 제조기술 개발은 후행핵연료 주기기술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 개발은 2012년경 시작될 공학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건

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EU가 참여하는 Gen

IV SFR Advanced Fuel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외 기술 수준

미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은 MA가 함유되지 않은 2 원계 및 3 원계 합금 핵연료에 대

해서는 기본 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나, Gen IV SFR Advanced Fuel 국제공동연구에서는

MA가 함유된 핵연료를 상용으로 제조하여 고연소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핵연료 제조 최적화, 고성능 피복관 개발 및 고연소도까지의 조사시험을 통

한 성능평가 등이 연구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기존 핵연료 피복관 재료에 대한 노내외 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물

성 자료를 구축한 상태이다. 향후 원자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핵연료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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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온-고조사량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성능 피복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용화에 필요한 금속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MA 함유 금

속연료는 현재 조사시험 중인 상태이다.

3. 기술격차 평가

국내 SFR 핵연료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관련 핵

연료 기술을 분석하여 각 기술에 대하여 핵심기반기술 여부, 국내 필수 개발기술 및 국내

주도기술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현재 TRU

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TRU

관련 부족기술은 GIF SFR Advanced Fuel 및 한/미 협력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보

완하고 있다. 또한 TRU 핵연료 주기 시험연구는 파이로 후행핵연료주기 개발계획과 연

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 전략을 통하여 2010년 1월 시점에서 국내 SFR 핵연료기술은 선진

국 대비 약 5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며, 2단계 종료시점인 2011년 말에는 약

6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동연구와 국내 산/학/연 협력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에는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2028년에는 선진국 대비

100%까지 기술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실증로에 장전할 핵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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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1. 개요

SFR 금속연료를 용해주조하여 제조하고, 제조된 금속연료의 미세조직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차년도(2007년)에 본 과

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진공감압 주조로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조로

내 원소재 용해용 도가니와 주형을 설계/제작하였으며, 도형재의 도포와 건조, 원소재 장

입, 도가니 유도가열, 용해 및 출탕 등과 같은 용해주조 기본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용

해주조하여 제조된 연료심을 주형으로부터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하여 제조된 연료심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고온에서 금속연료심의 용해주조시 다른 원소에 비해 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

메리슘의 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용해주조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휘발거동을 열역학적으로 계산하고 기존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아메리슘의 휘발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물질과 그 조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용해주

조 과정에서 진공도, 분위기 및 출탕온도 등의 공정조건과 합금원소의 첨가 등이 아메리

슘의 휘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진공감압 주조로에서 원소재를 용해주조한 후 주조된 연료봉을 주형으로부터 분리

하기 위한 디몰더(demolder)를 설계하고 제작한 후 시운전하였다. 디몰더는 glove box 내

부에 설치되었으며, 유압 장치와 유압구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감압 주조로

를 이용하여 제조한 2원계 U-10Zr, U-15Zr 합금과 3원계 U-10Zr-4Ce, U-10Zr-6Ce 합

금 등 총 4종의 금속연료에 대하여 비열과 열팽창율과 같은 열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한, 주조된 U-10Zr 연료봉의 위치에 따른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였다.

국내제조 U-Zr 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의 예비검증과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반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용 축소시편을 LEU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축소

시편의 크기는 직경이 3.7mm이고, 길이가 60mm이었다. 축소시편의 용해주조는 석영관

을 이용한 주형을 사용하여 한 batch에서 여러 개를 주조하여 제조하였다. 연료심 축소

시편은 외관검사, 화학분석, 치수검사 및 내부 결함 조사를 위한 radiography 검사를 실

시하여 축소시편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SEM/EDS를 이용하여 2원계 및 3원계 금속연료심 시편에서 합금성분의 분포를 관찰

하였다. 시편의 조성과 용해주조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을 분석하였고 밀도 및 XRD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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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 제조된 시편의 건전성을 평가 중이다. 2원계 연료심(U-10Zr)의 인장시험을

상온에서 수행하였고, 파단 시 네킹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료내부에 주조 시 발생한

기공이 관찰되었다. 파단면이 cleavage 취성파괴의 특성을 보임으로서 연성이 작고 취성

이 큰 재료임을 확인하였다. 2원계 연료심(U-10Zr, U-15Zr)의 600℃까지의 열확산도 측

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U-15Zr의 열확산도가 U-10Zr의 열확산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현상은 Zr의 함량이 증가에 따라 열확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2. 용해주조로 설계

직경이 작고 긴 봉 형태의 고속로 핵연료 및 blanket을 제조하는 데는 용해주조방법

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산화성이 강한 핵연료 재료인 금속우라늄의 용해주

조는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를 고려하여 진공감압주조로가 적합하다[3.1.2.1]. 핵연료 재

료의 용해주조시 원소의 휘발을 방지하고 가늘고 긴 핵연료를 건전하게 주조하기 위하여

진공/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로체, 빠르게 용탕을 만드는 유도가열장치, 건전한

연료심을 제조할 수 있는 주조방안을 설계하고 건전한 연료심 주조에 필요한 가압장치/

진공 suction 장치 등이 부착된 Fig. 3.1.2.1과 같은 진공감압 중력주조로를 설계하였다.

가. 용해주조로 로체설계

진공감압주조로는 도가니부와 주형(mold)부의 2개 챔버(chamber)로 구성된다. 도

가니에 금속 우라늄에 지르코늄 등 합금원소를 첨가한 다음 용해하여 합금용탕을 만들고,

주형 챔버와 진공 챔버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주형 속으로 용탕을 밀어 내려 연료봉(φ

4∼6×400L)으로 주조되도록 설계하였다. 합금용탕을 주조할 때 도가니가 장착된 상부 챔

버는 가압되고 주형이 장착된 하부 챔버는 감압하므로 로체가 압력 및 진공 조건에서 충

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하였다. (Table 3.1.2.1)

- 진공로체(Ø500×400L)의 재질은 304 스테인레스강이고 냉각수를 이용하여 로체

냉각을 위해 이중 벽(double jacket) 구조로 제작하였다.

- 진공로체는 T 형태로 상부의 도가니와 유도코일은 로체 문이 열리면 문과 함께

로체 밖으로 나와 도가니 장착, 원료장입 등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였고 하부의

주형 챔버는 하부로 해체하도록 하였다.

- 모든 용접은 TIG 용접을 하며 누출 최소화를 위해 챔버 내부도 용접하였다.

- 진공로체에 압력/진공 게이지를 설치하였고, 안전을 위한 고압감지 안전밸브와

로체 내부가스 및 가압가스의 배기부에 헤파필터를 설치하여 순수 가스만 배출

되도록 하였다.

- 진공로체 내부의 도가니를 볼 수 있는 창과 용탕 및 도가니 온도측정을 위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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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설치하여 용탕의 상태를 확인하고 CCD 카메라에 연결된 control panel 모

니터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챔버 후면 및 로체 문은 진공 및 가압 시 압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볼록한 형태로 하였다.

- 챔버에 다른 용도의 실험에 필요한 포트를 여러 개 설치하였다.

나. 핵연료 심재 주조방안 설계

도가니의 핵연료 용탕을 중력주조로 주형에 주입할 때 핵연료 심의 직경(φ4∼

6×400L)이 작기 때문에 용탕의 냉각을 지연시키면서 용탕을 빠르게 주형에 주입시키기

위하여 주형을 예열하고 도가니 챔버와 주형 챔버의 압력을 다르게 조절되도록 하였다.

주형 챔버 내부에 예열히타를 설치하여 주형을 예열하도록 하였으며, 두 챔버 사이의 압

력 조절을 위하여 도가니 챔버는 가압챔버에 연결하고 주형 챔버는 진공 챔버에 연결하

였다.

다. 흑연도가니 집합체 설계

고주파 발진으로 금속우라늄을 직접 가열하기 어려우므로 가열체로 흑연을 사용하

여 간접 가열할 때 흑연 도가니가 도가니 겸 가열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의

편리성과 안전을 위하여 작업 코일은 진공 로체 안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흑연도가

니 집합체는 도가니 장착과 원료장입과 도가니 청소를 용이하도록 로체 문이 열리면 밖

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Fig. 3.1.2.2는 흑연도가니 집합체를 나타낸 것으로 유

도코일 안에 흑연도가니를 설치하고 유도코일과 흑연도가니 사이에 단열재로 rigid 흑연

felt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도코일은 구리튜브를 사용하여 수냉하였고 용해작업 중

원소의 휘발방지를 위해 도가니에 뚜껑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도가니 출탕봉과 출탕봉 작

동 장치를 설치하였다.

라. 진공 가압장치 설계

도가니 출탕봉 동작과 동시에 도가니 챔버에 연결된 가압탱크의 불활성기체를 장

입하여 용탕의 출탕을 빠르게 한다. 동시에 하부의 주형 챔버에 연결된 진공흡입 탱크로

분위기 가스가 배출되어 압력차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가압 탱크는 10 kg/㎠의 최대 압

력에서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가압속도는 최대 1.0 kg/㎠ 까지 조절되어야 한다. 가압탱크

는 불활성 기체 용기와 직접 연결하여 진공로체가 신속하게 가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공 흡입탱크의 용량은 주형 챔버를 빠르게 감압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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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계사양

용해용량 최대 uranium 20 kg

주조품 연료봉(약 ∅4∼6×L400mm), ∼10 ea/batch

진공 감압주조로체(도가니부) ∅500×L400mm

진공 감압주조로체(주형부) ∅300×L500mm

최종 진공도 2x10-5 torr, no heating, no loading

Pumping speed 5x10-4 torr까지 main valve open후 50분

도가니 가열온도 최대 2000℃, 상용 1300∼1600℃, PID

가압속도 0.5 kg/cm2/sec, 최대 1.0kg/cm2/sec

최종압력 3 kg/cm2 Absolute

기타 Programmabl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함

Table 3.1.2.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vacuum/low pressure

gravity casting furnace



- 3-14 -

Fig. 3.1.2.1 Schematic drawing of the vacuum/low pressure gravity casting

furnace

Fig. 3.1.2.2 Schematic drawing of the crucible and induction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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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연료 제조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

IFR(Integral Fast Reacto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마이너 악티나이드(MA)를

함유한 금속핵연료의 조사성능 시험결과는 Am이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았으며 Am의 휘

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해 주조장치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력주

조법, 연속주조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속 연료심의 제조성을 검토하였으며 불

활성 분위기에서 제조하면 Am 등 장수명 핵종 휘발이 방지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중력주조법에 의한 핵연료심 제조공정도가 구성되었다.

가. 금속핵연료 재료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U-Zr 핵연료는 EBR-II 고속로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U-Pu-Zr 삼원계 핵연료는

1983년 미국 ANL에 의해 제안된 IFR 개발 당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금속연료를 산

화물 연료와 비교하면 700℃에서 25 W/m-K의 높은 열전도도와 사고 발생시 자연적으로

연쇄반응이 멈추는 안전특성, 소듐과 양립성, 전해정련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EBR-II의 Mk-IA 핵연료로서 85%의 유효밀도(smeared density)를 갖는 U-5Fs

합금을 사용하여 4 at.%까지 연소도를 달성하였다. Mk-II 핵연료는 75% 유효밀도의

U-5Fs 합금을 사용하였으며 plenum 부피비를 핵연료 대비 0.6으로 늘려 10 at.%까지 연

소도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연소도 한계가 8 at.%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304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던 duct의 팽윤에 의한 치수변화가 원인이었다. 당시 제 3원소로 연구된 것은

Fs, Ti, Mo, Zr 등이 있으며 이 중 U-Pu-Zr 3원계 합금이 피복재와 가장 화학적 반응이

적은 우수한 양립성을 나타냈다. 그 후 1969년부터 1984년까지는 U-Pu-Zr 3원계 합금에

대한 조사 시험은 진행되지 않다가 IFR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NRC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실증시험이 시작되었으며 U-10Zr, U-8Pu-10Zr, U-19Pu-10Zr 등의 2원계 및 3원계 금속

핵연료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A를 함유한 금속핵연료의 조사성능 시험이 1984년

부터 1994년 동안 수행되었다(X501). U-20Pu-10Zr-2.1Am-1.3Np의 목표조성으로 U, Pu,

Zr, Np 원료와 Pu-20Am 합금을 사출 주조로에서 1465℃ 고순도 Ar 670 Pa (5 torr) 분

위기에서 용해한 후 1 기압의 over-pressure로 석영관에 사출하였다. 최종 slug의 치수는

φ4.3mm x 340mm이었으며 약 40% Am의 손실이 확인되어 최종 조성은

U-20Pu-10Zr-1.2Am-1.2Np이 되었다. 1993년에서 1994년에 EBR-II에서 조사시험을 339

일 동안 수행하였을 때 연소도는 7.6 at.%였다. 이 조사후시험에서도 Am이 균질하게 분

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석출되었다. 따라서 Am 휘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해 주조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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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핵연료 제조공정 분석 및 검토

감압주조법에 의한 SFR 핵연료 제조기술의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연료

심의 제조방법을 Table 3.1.3.1과 같이 분석하였다. 중력주조법을 도입하여 연료심을 제조

하면 Am 등 장수명 핵종 휘발은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속주조법을 도입

하면 장수명 핵종 휘발뿐만 아니라 주형 폐기물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Metal barrier 주형을 사용하여 감압주조법으로 제조하면 주형 폐기물이 저감되고 FCCI

가 개선되었다. 입자형 금속핵연료 개념을 도입하면 주형 폐기물이 저감되고 장수명 핵종

휘발이 방지되고 FCCI 및 FCMI가 개선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금속핵연료 제조공정도 개발

금속핵연료 제조공정에 대한 외국의 제조기술을 Fig. 3.1.3.2와 같이 분석하여 제조

공정도를 도출하였다[3.1.3.1] 미국 EBR-II 또는 IFR 금속 연료심은 석영관 주형 내외 압

력 차이를 이용해서 주형에 위 방향으로 용탕을 주입하는 감압주조법에 의해 핵연료심을

제조하였다[3.1.3.2-3].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중력을 이용하여 아래 방향으로 주형에 용

탕을 주입하여 연료심을 제조하는 중력주조법으로 불활성 분위기에서 U-Zr-X 합금을 용

해/주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휘발성이 높은 Am의 손실이 큰 감압 주조방법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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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항목

기술명

주형
(quartz)
페기물

장수명 핵종
(Am 등)휘발

FCCI/FCMI 생산성 기타

1

감압주조법
(석영관주형 내외 압력차이
를 이용해 주형에 상방향으
로 용탕주입하여 주조)

다량 발생
(주형
재사용
불가)

다량 휘발
(진공주조)

FCCI/FCMI
발생

양호 EBR/IFR 핵연료심
제조방법

2

중력주조법
(중력을 이용하여 하방향으
로 주형에 용탕주입하고 주
조)

소량 발생
(주형
재사용
가능)

휘발방지
가능(분위기
주조)

FCCI/FCMI
발생

불량
(향후기술
개발 필요)

미국에서 ’08년도에
bench scale로 제
작, 연구개발 중.
KAERI 제작 및 연
구개발 중

3
연속주조법
(주형없이 start bar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주조)

개선
(주형
불사용)

휘발방지
가능(분위기
주조)

FCCI/FCMI
발생

불량
(향후 기술
개발 필요)

 

4

Metal(Ti, V 등) Barrier
주형(감압주조법과 동일하
나 metal sheath 주형 사용
하여 그대로 핵연료로 사용)

개선
(주형을
핵연료로
사용)

다량 휘발
(진공주조)

FCCI
개선가능
(Metal
Barrier
사용)

양호
1990년대에 ANL에
서 제조하여 노내
조사시험 수행

5
입자형 금속핵연료
(구형핵연료분말을 액체 Na
에 분산시켜 핵연료로 제조)

개선
(주형
불사용)

휘발방지 가능
(분위기 제조)

FCCI/FCMI
개선 가능
(Metal
Barrier
사용)

양호

낮은 온도분포
구성원소 이동 억
제 (radial zone 형
성 감소)

Table 3.1.3.1 Technical review of various casting method for SF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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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Flowchart of SFR metal fuel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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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해주조 기초기술 개발

가. 금속연료심 용해주조 공정변수 도출

(1) 도가니 및 주형

진공감압 주조로 운전 초기에는 흑연재질의 도가니와 주형을 사용하였다. 용해주

조는 중력주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도가니에서 용탕이 출탕될 때 도가니 하단 중앙의

출탕구에 nipple을 설치하여 출탕봉과 조립하였다. 출탕시 nipple이 출탕봉에 고착되어 빠

지지 않도록 nipple을 도가니에 장착하고 너트로 고정하였다. 예비실험으로 Cu를 용해 주

조한 결과, 주형과 연료심의 분리가 어려워 흑연주형에 석영관을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도가니 및 주형은 ZrO2를 기본으로 도형재인 수용성 홀코트를 도포하였고 도형재 도포

후 자연 건조시켰다. 자연 건조된 도가니와 주형은 300℃ 진공에서 2 시간 동안 추가 건

조하였다. Fig. 3.1.4.1은 흑연주형의 수정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Cu를 사용한 용해주

조에서 도가니와 주형의 흑연재질 선정, 장입량과 출탕량 결정, 흑연재질과 우라늄 용탕

의 반응억제용 코팅재 선정, 주형의 형상 및 치수변화 등의 용해주조 기초기술을 개발하

고 축적하였다[3,1.4.1-3].

(2) 휘발원소 손실 방지 연구

(가) 휘발원소 열역학 자료 조사

Fig. 3.1.4.2는 온도 변화에 따른 란티나이드와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증기압 변화를

보여주는 열역학 자료이다. 아메리슘(Am)의 증기압은 우라늄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진공

분위기에서 용해 주조할 경우 아메리슘의 휘발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EBR-II 실

험을 통하여 아메리슘의 휘발거동을 관찰한 결과, 1465℃ 온도와 5 torr 압력 조건에서

U-20Pu-10Zr-2.1Am-1.3Np 연료를 용해한 후 진공사출 주조하면 용해주조 과정에서 아

메리슘이 약 40%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65℃에서 아메리슘의 포화 증기압

은 3.3 torr이고 증발속도는 약 0.1g/cm2s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해주조 시 발생하는 용탕

의 산화 현상도 아메리슘의 손실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화 반응에 대한

Gibbs free energy를 비교하면 아메리슘의 산화 반응성이 매우 강력한 산화성을 지닌 란

타나이드 원소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손실은 Fig. 3.1.4.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용해주조 시의 휘발 또

는 산화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조 장치와 시설이 장수명 원소에 의한

오염과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 및 아메리슘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아메리슘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휘발성 또는 산화성이 유사한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아

메리슘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나) MA 휘발 분석용 대체물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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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슘의 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용해주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휘발성이나

산화성이 아메리슘과 유사한 대체물질을 선정하고 그 조성을 결정하였다. 금속핵연료 시

스템에서 아메리슘과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 원소들은 란타나이드 원소들이다. 아메

리슘과 함께 란타나이드 원소들도 우라늄에 잘 고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1.4.4].

Fig. 3.1.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메리슘과 휘발성이 비교적 유사한 원소는 망

간(Mn)이다. 따라서 휘발성만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망간을 아메리슘의 대체물질로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화성 같은 화학적인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란타나이드 원소

들 중에서는 아메리슘보다 휘발성이 큰 사마륨(S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

서는 휘발성 대체물질로 U-7.5Zr-1.5Mn을 사용하여 100 torr 진공에서 감압 사출주조 시

험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용해 전후에 화학 분석의 편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아메리슘

의 휘발성과 산화성을 모사하기 위한 대체물질로 U-10Zr-2Mn과 U-10Zr-2Sm 합금을

선정하였다.

나. U-Zr 금속연료심 시제품 제조

진공 감압주조로 가동 초기에는 Cu를 용해주조하면서 각 부품과 기능 등을 점검

한 후 U-Zr 연료심을 제조하였다. 용해주조는 먼저 원소재를 도가니에 장입한 후 진공분

위기에서 가열하였으며 원소재가 용해되기 전에 챔버 내에 Ar 가스를 주입하였다. Ar 분

위기에서 원소재가 완전히 용해되어 용탕의 온도가 1600∼1700℃에 도달하면 용탕을 주

형에 출탕하였다. 이렇게 주조된 U-10Zr 연료봉은 외면에 주조결함이 거의 없이 건전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Fig. 3.1.4.4).

다. 건전성 평가 및 미세조직 특성검사

용해주조한 U-10Zr 연료봉의 주조결함을 관찰하기 위하여 감마 라디오그래피 검

사를 수행하였다. Ar 분위기에서 주조된 연료심에 미세한 기포와 함께 연료봉 상부에 수

축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100∼200 torr의 저진공으로 주형 내부를 제어하면 이러한

기포의 형성이 상당히 억제되었다. Fig. 3.1.4.5는 저진공 분위기에서 주조된 U-10Zr 연료

심의 감마 라디오그래피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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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Schematic drawing of the mold

Fig. 3.1.4.2. Change of vapour pressure for Lanthanide and Actinide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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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Evaporation and oxidation of Am at fuel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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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U-Zr casting pins: 6mm(top), 10φ10 mm(bottom)

Fig. 3.1.4.5 Gamma radiography of U-10Zr casting pins : ∅10mm(top),

∅6mm(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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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속연료심 제조기기 설계 및 제작

가. 디몰더 설계

디몰더는 진공감압 주조로에서 금속연료를 주조한 후 직경 4∼10mm이고 길이가

350mm인 환봉 형태의 연료심을 주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글로

브 박스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분리를 위한 유압장치와 유압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유압장치는 주형을 장착하여 회전과 상하 이동이 가능한 주형 고정장치

와 주형에서 연료봉을 빼내기 위하여 분리 핀을 장착하고 연료봉을 밀어 내기 위하여 유

압 실린더를 포함한 분리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디몰더 제작

기본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디몰더 각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전실(antechamber)에서 스프링은 개폐문을 들어주고 벽쪽으

로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개폐문의 안과 밖에 스프링을 장착하였다. 전실에는 진공

게이지, 배기구 및 Ar기체 유입구 등을 부착하거나 연결하였다. Ar기체 유입구는 글로브

박스에도 연결하였다. 주형크기가 외경 76mm, 주형길이가 350mm을 기본으로 그 보다

짧아도 뒤쪽에 멈춤장치를 이용하여 분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멈춤장치는 미끄림

방식으로 전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글로브 박스 전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주

형 장착 후 분리 핀과 중심선을 조정하기 위한 상하/회전 조정 손잡이의 위치를 수정하

였다. 글로브는 글로브 박스 전면과 후면에 각각 3개씩 부착하였으며, 글로브 박스 상부

에는 배기 밸브를 부착하였다.

다. 설치 및 시운전

디몰더는 물질관리 구역인 핵연료재료연구동에 설치하고 진공 펌프시스템을 조립

한 후 전실 진공배기 장치, Ar 기체 공급라인, 글로브 박스 내의 압력유지, 유압 시스템

작동 및 분리장치 이동 등의 작동을 시험하였다. Fig. 3.1.5.1은 글로브 박스 내에 설치된

디몰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ig. 3.1.5.2는 디몰더의 주형 고정장치와 분리장치이다.

이렇게 설치된 디몰더는 흑연 재질의 주형에 용해주조된 금속연료를 주형으로부터 분리

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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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Demolder in the glove box

Fig. 3.1.5.2 Mold fixture and separation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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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속연료심 재료물성 예비 시험

가. 연료심 미세조직 평가

진공감압주조로에서 제조한 금속연료심 slug 시편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

다. 진공감압 용해주조로 제조된 U-10Zr 금속연료심 slug는 주조결함이 거의 없는 건전

한 미세조직을 나타냈다(Fig. 3.1.6.1). 저배율 관찰을 통해서는 Zr-rich 상이 균일하게 분

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배율 관찰을 통해 U-Zr 합금에서 전형적인 α 우라늄과 δ 

상(UZr2)로 구성된 미세 라멜라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MA 함유 U-10Zr-Ce 금속연료심의 경우 Ce 함량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3.1.6.2). U-10Zr-2Ce 및 U-10Zr-4Ce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경우 50 μm의 두께

를 갖는 라멜라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U-10Zr-6Ce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경우

이러한 라미나 구조의 발달이 U-10Zr-2Ce 및 U-10Zr-4Ce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경우

보다 약하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Zr-rich 석출물이 다량

관찰되었으며, 일부 석출물의 경우 조성이 pure Zr에 가까웠다. 일부 Ce-rich 석출물

(Ce-precipitates) 또한 Zr-rich phase에서 관찰되기도 하였다.

라멜라 구조가 잘 발달된 U-10Zr-4Ce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미세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Fig. 3.1.6.3은 U-10Zr-4Ce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조직

과 EDX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1.6.3 조직사진 바탕에서 EDX 분석 시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각 테두리 부위를 면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형적인 U-Zr 합금의

기지조직(Matrix)은 라멜라 구조의 길이가 짧고 방향성이 불규칙한 조직으로 냉각속도가

빠른 조직이었다. 분석을 실시한 시편은 공칭조성 U-10wt%Zr-4wt%Ce이었으며 EDS 분

석 결과 값이 목표치와 근접한 양호한 시편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1.6.3 미

세조직 사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료심 조직내 Zr-rich 상이 나타나고 Zr rich 상 내

에 Ce이 석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원소가 편석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e이 U, UZr2 그리고 Zr-rich 상과 고용한도가 적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나. 열적/기계적 성질 예비시험

1) 열적성질 예비시험

진공감압주조로에서 제조한 금속연료심 slug의 열적성질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시

험으로서 비열을 측정하였다. Fig. 3.1.6.4는 U-10Zr, U-15Zr, U-10Zr-4Ce 및

U-10Zr-6Ce 금속핵연료 slug의 온도에 따른 비열을 보여주고 있다. 상온에서 이들 연료

의 비열은 약 0.1 J/g·K이었으며, 온도가 570℃까지 증가함에 따라 비열은 약 0.3 J/g·K

까지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약 570∼700℃ 온도 영역에서는 상변태로 인하여 비열

이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천이현상이 관찰되었다. U의 α ↔ β 상변태 온도는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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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U에 Zr이 첨가되면 상변태 온도는 일정함량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10Zr과 U-15Zr 2원계 합금의 경우 Zr 함량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비열거동이

관찰되었다. U-10Zr 합금에 4% Ce이 첨가된 U-10Zr-4Ce 합금은 U-10Zr 합금 보다 비

열이 증가하였으며, Ce 첨가량이 6%까지 증가함에 따라 비열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기계적 성질 예비시험

중력주조로 제조된 U-10Zr 금속핵연료 slug의 상, 중, 하 위치에 따른 기계적 특

성을 평가함으로써 금속핵연료 slug의 위치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균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금속핵연료심 용해실험 batch별 특성실험을 위해 금속핵연료 slug의 동일 batch

에서 3개씩 시편을 절취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상, 중, 하 위치 별로 절단하여 선반가

공을 통해 3개의 인장시험 시편을 가공·제작하였다(Fig. 3.1.6.5). 또한, 선형 열팽창율 측

정의 경우 10mm 길이를 갖는 원주형의 시편으로 절단, 가공하였으며 열확산도 측정의

경우 2mm 두께의 디스크 형태의 시편으로 가공하여 측정하였다.

다. 열적/기계적 성질 시험 및 평가

1) 열적성질 시험 및 평가

2원계 금속핵연료 slug에서 절취한 U-5Zr, U-10Zr, U-15Zr 및 MA 함유 3원계 금

속핵연료 slug U-10Zr-2Ce, U-10Zr-6Ce 시편에 대하여 열적 물성 평가의 일환으로 선

형 열팽창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1.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 거의 선

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600℃에서 선형 열팽창율은 약 0.6∼1.0%로 측정되었다. 또한, 약

650℃를 지나 700℃이상에서는 급격한 선형 열팽창율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α-U의 경우

orthorhombic 결정구조에서 669℃ 이상에서는 tetragonal 결정구조를 갖는 β-U으로 상변

태가 발생하므로 상변태 온도인 669℃ 근처의 온도에서는 이러한 열적 거동의 transition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Zr 함량의 차이에 따라 U-5Zr, U-10Zr, U-15Z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선형 열팽

창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U-5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선형 열팽창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U-15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선형 열팽창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U-Zr 금속핵연료 slug 의 선형 열팽창율은 Zr 함량이 5∼15% 범위에서는 Zr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열팽창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A 함유 3원계 금속핵연료

slug U-10Zr-2Ce, U-10Zr-6Ce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 Fig. 3.1.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 함량의 차이에 따라 U-10Zr-2Ce, U-10Zr-6Ce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선형 열팽창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U-10Zr-Ce 금속핵연료 slug의 선형 열팽

창율은 Ce 함량이 2∼6% 범위에서는 Ce 함량에 따른 열팽창율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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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다음으로 U-5Zr, U-10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에 대한 열확산도를 온도의 증가에

따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1.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도증가에 의해 다소 증가율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여주었다. 600℃에서

열확산도는 약 9.5∼11.0 mm2/s로 측정되었다. Zr 함량의 차이에 따라 U-10Zr, U-15Z 금

속핵연료 slug 시편의 열확산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U-10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열확산도가 U-15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의 열확산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U-Zr 금속핵연료 slug의 선형 열팽창율은 Zr 함량이 10%∼15% 범위에서는 Zr 함

량이 높아짐에 따라 열확산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적 물성은 비열 측정 데

이터, 열팽창율 측정 데이터 그리고 밀도측정 데이터와 함께 최종적으로 금속핵연료심의

열전도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2) 기계적성질 시험 및 평가

2원계 금속핵연료심 U-10Zr 금속핵연료 slug 시편에 대하여 기계적 물성 평가의

일환으로 상온 인장특성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단시 네킹(necking) 현상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았으며 재료내부에 주조 시 발생한 기공이 관찰되었다. 금속핵연료 slug 위치별

파단면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Fig. 3.1.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심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 모든 위치에서 파단면은 Dimple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Cleavage가 관찰

되는 취성파괴의 특성을 보임으로서 주조형 U-10Zr 금속핵연료 slug는 연성이 작고 취

성이 큰 재료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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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1 Microstructures of U-10Zr alloy: x100(up),

x5000(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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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6.2 Microstructure of (a) U-10Zr-2Ce, (b)

U-10Zr-4Ce, (c) U-10Zr-6Ce U-10Zr-Ce

metallic fuel sl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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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ZrL 10.91
 CeL 03.84
 U L 85.25

Fig. 3.1.6.3 EDX analysis of U-10Zr-4Ce metallic fuel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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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4 Specific heat of the fuel slu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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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5 Dimension of tensile test specimen

for U-Zr-Ce metallic fuel slug

(G ; 30.0±0.1, D; 4.0±0.1, R; 6, A; 36)

G : Gauge Lengt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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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ength of reduced lengt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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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Linear thermal expansion behavior of U-5Zr, U-10Zr,

and U-15Zr fuel slu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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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Linear thermal expansion behavior of U-10Zr-2Ce

and U-10Zr-6Ce fuel slug specimens

Fig. 3.1.6.8 Thermal diffusivity behavior of U-10Zr and

U-15Zr fuel slu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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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6.9 Fracture surfaces of U-10Zr fuel slug after tensile test at 25℃

(a) Macroscopical fracture surface (b) Microscopical fra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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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해주조 기초기술 확보

가. 휘발원소 첨가 용해실험

Pyro 공정을 통한 재순환 핵연료에 포함된 휘발 물질인 Am은 증기압(vapor

pressure)이 매우 높아 용해 주조시 다른 원소에 비하여 휘발이 일어난다. Am은 현재 국

내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므로 휘발성 및 산화성을 고려한 대체물질인 Mn과 Sm을 활용하

여야 한다. 기초적인 실험으로 휘발성이 유사한 Mn 원소를 U-Zr 합금에 5wt.% 첨가하

여 합금의 용해 특성을 파악하고 연료심을 용해 주조하였다. 연료심은 1기압의 Ar 분위

기에서 용해한 후 저압에서 주조하였다. 제조한 연료심은 표면품질이 양호하였고 밀도가

15g/cm3 이었으며, 5wt% 첨가한 Mn 원소는 연료심 성분 분석결과 4.9wt%로 양호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3.1.7.1은 U-Zr-Mn 연료심이다.

나. 분위기 영향 주조실험

금속연료심 용해주조시 분위기에 대한 영향은 연료심의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용탕 주입시 용탕의 출탕온도에 따른 용탕의 흐름, 주형의 예열온도 등의 변

수도 역시 연료심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주조 분위기는 연료심의 가스 결함 및

수축결함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Fig. 3.1.7.2는 진공분위기, Ar 가스분위기 및 저압분위기

에서 주조한 모의 Cu 연료봉이다. Ar 분위기에서 주조한 모의 연료봉은 상부에 큰 수축

공이 존재하였고 표면상태도 좋지 않았다. 반면 진공 및 저압분위기에서 주조한 모의 연

료봉은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휘발성 원소 휘발 방지와 연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 U-Zr-X 3원계 연료심 용해주조

Pyro 공정으로 회수되는 TRU 금속을 이용한 금속연료심 제조시 TRU 금속에 희

토류 금속인 란타나이드 계열인 La, Ce, Nd과 Actinide 계열인 Am, Np, Cm 등의 원소

를 약 10%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MA 및 RE 원소를 모사하기 위하여 U-Zr 합금

에 Ce 원소를 첨가하여 3원계 금속 연료심을 용해 주조하였다. Ce은 U, Zr에 비하여 낮

은 온도인 798℃에서 용융되며 U 금속의 용해 후 1300∼1500℃에서 일정시간 유지하여

연료심을 제조하였다. Ce 원소를 첨가하면 전반적인 용해온도가 낮아지며 용탕의 유동도

도 증가하여 주조한 연료심의 표면 품질이 개선된다. Fig. 3.1.7.3은 Ce을 첨가하여 용해

주조한 U-Zr-Ce 연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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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1 Photo. of the U-Zr-Mn fuel pin(∅6.0x3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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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atmosphere Low pressure atmosphere

Ar atmosphere

Fig. 3.1.7.2 Dummy fuel pins(Cu) with various casting atmosphere

Fig. 3.1.7.3 U-10Zr-7Ce ternary fuel p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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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조

가. 조사시편 사양 선정

국내에서 제조한 금속연료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조사시험 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

한 조사시험 시편을 제조하는 것으로 U-Zr 연료와 희토류 금속인 Ce을 첨가하여 조사시

험용 축소 시편을 제조하였다[3.1.8.1]. 성능검증을 위하여 취급 가능한 저 농축 우라늄

(LEU)을 사용하여 LEU-10Zr 과 LEU-10Zr-5Ce 합금으로 연료심의 치수는 φ3.5 × 50∼

60mm 으로 결정하였다. 조사시험용 LEU-10Zr 과 LEU-10Zr-5Ce 축소시편은 저출력용

각각 3개, 고출력용 각각 3개로 총 LEU-10Zr 과 LEU-10Zr-5Ce 합금 각각 6개로 결정

하였다.

나. 용해주조 집합체 제작

조사시험용 축소시편을 제조하기 위하여 용해 도가니, 용탕 분배기, 주형을 설계하

였다. Fig. 3.1.8.1은 조사시험용 축소시편을 용해주조하기 위한 도가니 주형 집합체이다.

주형은 흑연 내에 석영관을 넣어 제작하였고, 원료가 고가인 LEU를 사용하므로 용해량

을 약 550∼600g으로 하여 도가니를 설계하였다.

다. 연료심 용해주조 및 평가

조사시험용 축소시편은 장입량이 작기 때문에 합금이 용해된 후 유지시간을 증가

시키고 적은 용탕으로 인하여 용탕 분배기 및 주입 전까지 용탕의 냉각을 고려하여 출탕

온도를 기존 출탕온도보다 높은 1550-1600℃에서 출탕하여 주조하였다. 용해주조된 축소

시편 연료심은 비파괴 검사로 결함을 검사하고 연료심을 절단하여 표면을 가공하였다.

Fig. 3.1.8.2와 Fig. 3.1.8.3은 용해주조한 LEU-10Zr, LEU-10Zr-5Ce의 조사시험용 축소시

편과 radiography 사진이다. LEU-10Zr 축소 연료심은 표면에 가스에 의한 결함이 존재

하나 연료심 내부는 건전하다. 건전한 연료심을 가공한 LEU-10Zr 축소시편과

LEU-10Zr-5Ce 축소시편의 사진이 Fig. 3.1.8.4 및 Fig. 3.1.8.5 이다.



- 3-39 -

Fig. 3.1.8.1 Schematic drawing of crucible, distributer

and mold for irradiation test sample

Fig. 3.1.8.2 LEU-10Zr fuel fins and gamma radiography

for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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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3 LEU-10Zr-5Ce fuel pins and gamma radiography for

irradiation test

Fig. 3.1.8.4 Machined LEU-10Zr fuel pin for

irradiation test

Fig. 3.1.8.5 Machined LEU-10Zr-5Ce fuel

pin for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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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속연료심 원격 제조 기술성 평가

금속 연료심 제조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연료심 원격 제조 주요 기술을 기존 자

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연료심 제조 장치의 모듈화 방안을 도출한 후 Pro-E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핵심 장치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 예상

되는 폐기물의 특성 및 처리 예비 방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금속연료 제조 분야와 연계하

여 제작된 중력주조 금속연료심 제조 장치의 원격 운영성을 향후 평가하기 위하여

mock-up 시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원격 시험에 필수적인 manipulator (원격조작기) 4대

를 수리하고 일부 핵심 부품을 자체 제작하였다.

가. MA 함유 금속연료 원격 제조기술 및 공정 폐기물 분석

(1) MA 함유 금속연료심/봉 원격제조 기술 분석

고속로용 TRU 함유 금속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미국 INL에

서 개발한 EBR-II (IFR 주기 포함) 금속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 경험을 참고할 수 있지

만, IFR 주기에서 사용하는 금속 핵연료에는 Pu 만이 포함되어 있어 마이너 악티나이드

원소들이 함유한 원료 물질을 이용할 경우 연료심 제조 장치는 새롭게 개발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연료심 주조로 장치를 바탕으로 금속 핵연료 원격 제

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EBR-II 금속 핵연료 원격 제조 공정을 연료

심 및 연료봉 제조 공정 흐름도를 설정하고, 연료심 및 연료봉 제조 단계별로 원격 운영

기술을 평가하고 주요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다. Table 3.1.9.1은 금속 연료심 원격 제조

공정 단계별 주요 기술 항목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금속연료봉 제조 기술개

발과 연계하여 원격 제조시 주요 고려 사항 및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Table

3.1.9.2에 종합 정리하였다.

(2) 금속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분석

TRU 함유 금속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 개발은 현재까지 초기 단계로서 제조 공

정 단계에서 마이너악티나이드 원소의 제어가 용이한 장치 개발이 정립되면 원격 제조

및 운영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 원격 제조 및 운영 기

술 개념을 도출하고자, 미국 ANL에 건설된 EBR-II와 FCF(Fuel Conditioning Facility)에

서 원격 운전 경험을 분석하였다.

FCF에서는 모든 종류(노심 및 제어용 집합체, 블랭킷 집합체, 핵연료 및 재료 테

스트용 집합체 등)의 조사된 집합체 700개 이상을 재가공하였으며, 이들 중 약 560개는

통상적인 핵연료 집합체이다. 조사 핵연료 약 2.4 MT을 용융 정련공정에 의하여 처리하

고, 회수된 핵연료와 추가 신규 합금을 이용하여 약 34,500개 핵연료봉(품질 기준 만족

기준)을 핫셀에서 원격으로 제조하였다. 이들 연료봉들을 이용하여 418개의 집합체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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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서 원격으로 제조하고 원자로에 재순환하였다. 사용후 금속 핵연료 건식 처리 및 원

자로에 재사용할 수 있는 연료심, 연료봉 및 집합체 제조에 대한 원격 운전 방법, 주요

공정 특성, 운전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의 기술을 분석하여 기술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3.1.9.1].

(3) 금속 핵연료 제조 공정폐기물 처리 기술 분석

금속 핵연료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공정폐기물에는 핵연료 핀 제조공정에서 발생

하는 폐 석영몰드(quartz mold), 불순물 함유 핵연료 잉곳, 핀, 연로봉, 용해 주조로 도가

니, 용해 주조로 배기체 처리장치, 소듐 함유 액체폐기물 등이 있다. 몰드 재질로 석영을

사용할 경우 용해 주조 공정에서 폐 석용몰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고, 금속 핵물질이

혼입되어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EBR-II 핵연료 제조공정의 경우 폐석영 몰

드로 부터 습식법으로 혼입 금속 스크랩을 회수하였으나 국내 사정상 습식방법은 도입하

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식 처리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EBR-II 핵연

료의 경우 Si, Fe, Ni가 함유된 핵연료 잉곳, 핀, 연료봉 등이 종종 문제가 되었지만 본

연구의 경우는 전해정련 공정에서 이러한 불순물의 제거가 가능하므로 불순물이 함유된

핵연료 잉곳, 핀은 전해정련조로 재순환 시킬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흑연에 지르코니아가

코팅된 용해주조로 도가니에는 핵연료물질(우라늄, TRU, 지르코늄)이 함유되어 있어 핵

연료 물질의 회수가 필요하다. 약 500℃에서 산화시켜 우라늄, TRU, 지르코늄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용해주조로 배기체 처리장치에 포집된 핵연료물질(U, TRU)은 미

량이므로 산세척 후 고압 압축법으로 부피감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세척시 발생하는 소듐 함유 폐기물은 침전등 방법으로 회수하여 이를 고화처리하

면 된다고 사료된다. 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발이 모두 필요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가장 먼저 개발할 분야는 폐기물 양과 중요성으로 볼 때 폐석영

몰드 처리분야로 판단되며 각 폐기물 공히 처리, 처분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폐 석영 몰드로부터 금속 핵연료 물질(EBR-II의 경우

약 13wt.%)을 건식으로 회수하는 공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지르코늄

금속이 약 500℃에서 U3O8, ZrO2로 산화된다는데 착안하여 Fig. 3.1.9.1과 같은 새로운 건

식 처리공정을 제안하였다. 즉 산소 분압 조절이 가능하고 스크린을 장착한 진동식 금속

산화 반응기를 이용하여 약 500℃에서 금속 핵연료물질을 U3O8, ZrO2 분말로 반응시켜

반응기 하단으로 나간다. 이 분말은 전해환원조로 보내 재순환시킬 예정이다. 반응기에

잔류한 용융점이 약 1,450℃인 폐석영 조각은 B2O3, Na2O를 넣어 용융점을 약 1,150℃로

낮추어 용융시켜 붕규산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저준위 class C 폐기물화 할 수 있다.

나.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기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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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mock-up 장치 설계 개념 수립

연료심 원격 제조 mock-up 장치 설계를 위한 주요 흐름도를 설정하였는 데, 본

개념은 현재 본 과제에서 설계, 제작한 진공 감압 주조로를 대상으로 주조 공정 개발과

연계하여 장치의 원격 운영성을 mock-up 시설에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장치인 주조 로체 및 보조 시스템인 유도가열 장치, 가압장치,

진공장치의 원격 운영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 자료를 생산하였다.

- 단계 1 : 금속핵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제조 기술 분석

- 단계 2 : 전체 공정 및 각 공정별 주요 장치 구성

- 단계 3 : 전체 공정 흐름도 및 각 공정별 원격 운영 절차서(안) 작성

- 단계 4 : 단위 공정별 원격 운용성 평가 항목 점검/보완, 품질기준 만족도 평가

- 단계 5 : 각 단위 공정별 주요 장치의 모듈화 및 3D 그래픽 시뮬레이션

- 단계 6 : Mock-up 원격 제조 장치 기본 설계 자료 생산

(2)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핵심 모듈장치 개념설계

기존의 EBR-II 금속연료심 제조와 달리 MA가 함유된 TRU 함유 금속핵연료 제

조 장치는 Am의 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실제 핫셀에

서 원격 제조하여야 하므로 연료심 제조 장치의 원격 운영성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조분야에서 기제작한 중력 주조 장치의 AutoCAD 설계 도면을 분석

하고, 금속 연료심 제조 장비의 원격 운영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장치를 모

듈화할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원격 운전용 장치의 모듈화는 실제 핫셀 운영시 장치

의 유지 보수 및 운전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AutoCAD 도면을 바탕으로

Pro-E를 이용하여 주요 핵심장치의 모듈화 및 개념 설계를 수행중에 있고, Fig. 3.1.9.2는

개념 설계중인 중력주조 주요 모듈장치의 개념 설계 형상이다. 연료심 중력주조 제조 장

치의 주요 모듈은 크게 원료물질 장입부분, 용해부, mold 및 연료심 인출부, 상단 가열부

로 구분하였다.

(3)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mock-up 시험시설 구축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mock-up 시험 시설 구축의 주요 목적은 현재 본 과제 내 제

조 분야에서 개발중에 있는 중력주조 방식의 연료심 제조 장치를 향후 실제 핫셀에서 운

영할 경우 원격 운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개발중인 장치에 대한 원격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운영 공간 및 관련 유틸리티(크레

인, 원격조작기, 공압, 전원 등)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운영 공간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존 듀픽 mock-up 시험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금속핵연료 제조 장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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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한 mock-up 시험시설로 변경하였다. 기존 듀픽 mock-up 시설은 28.5 m × 15

m 크기이며, 기존 듀픽 mock-up 시설을 일부 해체하고 가로 9 m × 세로 14 m 공간을

금속연료 mock-up 시험시설로 변경하였다.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mack-up 시험 시설의

주요 재원 및 시설에 필요한 제반 설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공간 면적 : 가로 9 m × 세로 14 m로서 향후 SFR 핵연료 원격제조 전체 공정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전체 공간으로 충분함

- 가변성 이동형 원격 조작기 4대를 운영할 수 있는 차폐벽 및 Windows 2조 설치

- 중량물 이송용 servo-manipulator 운영을 고려하여 프레임 설치 공간 확보

- 프레임 상부 및 실제 장치 설치 시험 공간 : 최대 높이 6 m, 폭 5 m

- 장착 장비 : 모의 납유리, manipulator 4대, 크레인, 공압, 전원 케이블, CCTV

이상의 기존 시설 공간 확장, 주요 제원 및 제반 설비 사항을 고려하여 mock-up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배치도 및 차폐벽 및 창 배치, 가변식 windows 설치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mock-up 시험시설에서 필수적인 차폐벽을 제작하였으

며, 주요 사양 및 구조물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규격 : 2.4 m (L) × 9 m(W) × 6 m(H), 재질 : 철 구조물에 나무판넬 부착후 도색

- 장착 장비 : 모의 납유리, manipulator 2대, 자체 이동바퀴 부착 가능, 전원 케이블

Fig. 3.1.9.3은 이상의 주요 사양을 고려하여 제작한 차폐 프레임 및 장착된

manipulator사진이다. 현재 4대의 manipulator 중 2대를 수리 중에 있으며, 수리가 완료되

면 차폐 프레임에 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manipulator용 일부 부품이 손상되었는

데, 특히 손 역할을 하는 tong 부분(신규 구입시 약 5백만원/개)이 손상되어, tong 4개를

자체 제작하여 관련 부품의 국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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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
waste

Metal oxidation
(500oC) Quartz Melting

(1,150oC)
Boro

Silicate
LLW

(Class C)

U3O8, ZrO2TRU powder
Electro-reduction

Process

O2 B2O3, Na2O

Mold
waste

Metal oxidation
(500oC) Quartz Melting

(1,150oC)
Boro

Silicate
LLW

(Class C)

U3O8, ZrO2TRU powder
Electro-reduction

Process

O2 B2O3, Na2O

(a) (b) (c)

Fig. 3.1.9.3. Installation of shielding wall for mock-up test facility and

manipulator (a) Two set of shielding wall

(b) Manipulator mounting (c) Inner manipulator

표 3.1.10.1. 금속 연료심 원격 제조 공정 단계별 주요 기술 항목

Fig. 3.1.9.1. Process chart of used quartz mold treatment

Fig. 3.1.9.2. Modularized conceptual feature of

gravitational casting facility for

meta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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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려 사항 주요 평가 항목

제조,

검사

장비

-원격 취급 및 정비 용이성

-베취 크기

-단순하고 모듈화 구조 기능을 가진 제조 및 장비 설계,
제작 필수

-장비 및 생산물 이동시 중력 이용, 프레임 사용하여
모듈화

-임계를 고려한 베취 크기 결정

Ingot

취급

-용해주조시 효율성

-화학조성, 계량관리 분석

-Heel 파쇄기를 이용한 Ingot 물질 분쇄 및 적정
시편크기 결정

-합금양, 최소 heel 잔류량을 고려한 장입량 결정,
분석/계량관리

주조 -주조방안,공정조건과 연계

-주조장치 및 공정 조건 등을 고려한 원격 운전성 사전
평가

-주요 변수 측정장치 (온도, 압력 등), 장비 오작동시
원활한 원격 교체를 고려한 장비 개선

-자동조작, 수동 조작 장치 분류에 의한 운전 성능 개선

Heel

파쇄
-잔류물 덩어리 회수율 -도가니 재질에 의한 영향, 잔류물 파쇄기 운전 용이성

연료심

가공

-연료심 해체(demolding)

및 절단(shearing) 용이성

-주형 해체시 원격 조작기로의 용이성, 자동화 도입 방법

-연료심 무게, 길이,부피, 밀도 측정 장치 정확도, 신뢰성
확보 방안

품질

검사

항목

-종합 고려사항 -검사방법, 검사장치 제작, 검사 신뢰성 증대, 검교정
방법

-연료심 크기 조절

-불량품 관리 기술

-절단, 무게, 길이, 직경, 부피, 기공검사 측정장치

-운전원 훈련, 베취별 물질수지를 통한 불량품 재순환

Table 3.1.9.1. Major technical item on the remote fabrication of metal fuel slug

기술 항목 고려 사항 주요 평가 항목

제조 및

검사장비

-소듐장전 방법 및 용이성

-장입량 검사방법 및
효율성

-용접방법 효율성

-연료봉 제원 고려, 소듐 장입량 결정 방법

-소듐봉 이용한 장입방법, 장치개발, 원격 운전성
평가

-Wire, 봉단마개 용접시 피복관 재질별 용접장치
용이성

Jacket 제조 -봉단마개 용접 효율성 -핫셀 외부에서 용접장치 제작 및 누설 검사기 운영
효율성

소듐 추출 -소듐심 추출, 길이 정확성 -제조된 소듐심 굴곡성 최소화 및 미세 길이 조절
정확성

소듐 장입 -소듐 장입 방법 효율성
-소듐 장입 장치 운전 효율성 : 수직 진동

-장입량 정확도 개선 공정 순서

용접 -피복관 재질별 용접방법

-용접장치 자동화 및 원격 운전 용이성 : 아크,
방전용접

-용접부 누설검사 장치 개선 및 검사 분위기 조절
용이성 : 알곤 분위기

품질검사

항목

-종합 고려사항
-용접부위 누설검사, 부피측정, 검사방법, 검사장치

-신뢰도 증대, 검교정 방법

-Jacket, 연료봉 누설검사

-소듐심 크기 검사

-소듐 장입량 검사

-누설검사 장치, 누설검사 방법

-미세절단, 무게, 길이, 부피 측정장치

-소듐 충진검사기 : 소듐기공, 기포, 소듐 수위 측정
(예 : 와전류 검사)

Table 3.1.9.2. Major technical item on the remote fabrication of metal fu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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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해주조로 제작

용해주조로 제작을 위해 진공업체와 제작방안을 협의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후 성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성능검사는 연료심 모의물질인 Fe-3.7C 주철을 용해주조하면서 감압

주조로 작동 및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원계 U-Zr계 합금을 시제조하여 특성을 평가

하였으며, 금속연료심 주조공정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저압주조법, 중력주조법 및 연속주

조법 등으로 연료심을 시제조하여 공정특성을 평가하였다.

가. 기술협의

직경이 작고 긴 연료심을 제조하는 진공 감압주조로는 기존의 진공 유도용해로와

다른 특징은 중력 주조시 도가니 챔버를 가압하고 주형 챔버를 감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 및 부설장치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로체 내의 도가니 및 유도코일 설치 방법

- 용탕 출탕용 출탕봉 작동방법

- 도가니 챔버와 주형 챔버의 분할 방법

- 도가니 보온 및 열전대 측정방법

- 원소 휘발방지를 위한 도가니 커버 설치 및 작동 방법

- 주형설계 및 분배기 설계

- 주형 가열용 주형 히타

- 도가니 챔버 가압용 가압탱크 및 주형 감압용 진공흡입탱크 설계 및 설치방법

- 주형챔버 및 주형챔버 해체방법

- 감압주조로 작동순서, 부분별 검사 작동법 및 상치되는 interlocking

나. 제작 및 성능검사

전체적인 개념설계 후 상세설계를 진행하였고 로체 및 각 부품의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작된 각 부품은 진공 및 가압 시험을 수행하여 개별적인 검사를 한 후 조

립하여 작동시험을 하였다. 기능별 상치되는 작동의 interlocking을 검사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반복적인 작동시험을 하였다. 연료심을 제조하는 진공감압주조로는 물질 관리구역

내에 설치되므로 장비설치 및 시운전 시에 오작동에 대한 수정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설

치 전에 장비의 작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성능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동시험이 필요

하였다. Fe-3.7C 주철을 용해주조하면서 주요 사항을 검사하였다.

- 용해 중 감압주조로 작동

- 가열 및 용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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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탕 도가니 보온과 유도코일 상태

- 용탕 출탕시 용탕의 흐름

- 주조된 모의 연료심 상태

- 도가니 챔버의 가압 및 주형 챔버의 감압상태

다. 설치 및 시운전

감압주조로는 물질관리 구역인 핵연료 재료연구동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였다.

설치에 필요한 전원, 냉각수, 압축공기 및 불활성 기체 공급에 대한 설비를 보완하였다.

감압주조로 로체를 설치하고 진공 펌프 시스템을 조립한 다음 가압탱크와 진공흡입탱크

를 연결하였다. Fig. 3.1.10.1은 설치된 진공감압주조로 사진이다. 최종으로 control box를

연결한 후 전체적인 작동시험을 하였다.

작동시험이 완료된 다음 연료심 모의물질인 Fe-3.7C 주철을 용해/주조하면서 감압주조

로 작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이 진행하였다. 완벽하게 기능 및 성능 검증을 확인한

다음 U-Zr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연료심 제조를 수행하였다.

라. 예비 시제조

(1) 다원계 합금 시제조

우라늄과 합금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우라늄 용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서 2원계, 3원계, 4원계 합금 12종을 시험 제조하였다. 시험제조 합금조성으로

U-(5,10,15)Zr, U-10Zr-(2,4,6)Ce, U-10Zr-(2,4,6)Nd, U-(5,10,15)Zr-3.6Nd-1.2Ce을 선정하

였다. 이때 사용한 원료는 미국에서 수입된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 NU) 덩어리이

며 Zr, Nd, Ce은 각각 Johnson Matthey사 제품으로 시약급 이었다. 원료 장입은 이트리

아 안정화 지르코늄 산화물 튜브형 도가니(지름 10∼25mm, 길이 50∼150mm)를 이용하

였다. 합금원소 장입은 하부에 합금원소를 상부에 우라늄 덩어리를 적층하였고, 용해 온

도는 조성에 따라 고주파 진공유도로에서 1400℃∼1500℃, 약 1.0×10-3torr에서 10분간 유

지한 후 상온까지 노냉하였다. Fig. 3.1.10.2는 튜브형 도가니에 합금원료 장입형태와 시제

조된 ingot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2) 중력주조법 및 저압주조법에 의한 시제조

저압주조법에 의한 시제조는 U-(10,15)Zr 합금조성으로 용해주조 기술을 평가하고

시제조의 건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용해와 주조 조건은 참고문헌과 제조경험을 바탕

으로 석영관 mold와 흑연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석영관 mold는 끝단이 막힌 내경 7mm,

길이 230mm의 4개 석영관으로 구성되며, 흑연 집합체는 고주파 유도 코일의 내경에 적

합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원료장입 및 용해는 다원계 합금 시제조와 동일하게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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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부착된 석영관 mold를 용탕에 접촉함과 동시에 용해 주조 장비에 Ar가스를 주입

하여 압력차이로 용탕은 석영관 mold로 흡입되었다. 석영관 mold로 흡입된 용탕이 응고

되는 시점에 석영관 mold를 용탕으로부터 인출하여 상온으로 노냉 후 해체하였다. 주조

된 시제조품은 Fig. 3.1.1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름 약 6.7mm 길이 180∼190mm의 봉

형상으로 제조하였다.

중력주조를 이용하여 연료심을 제조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기존 연구원 보유

장치를 이용하여 U-10Zr 조성으로 주조하였다. 도가니로 프라즈마 코팅된 흑연도가니를

사용하고 Pouring Bracket, Distributer, Stopper, Mold를 흑연으로 가공하였다. 흑연

Mold 내부에 내경 7mm, 길이 500mm의 석영관을 봉입하여 1.0×10-3torr 진공에서 160

0℃까지 승온 후 용탕을 하주 중력방식으로 지름 6.5mm, 길이 485mm 봉을 주조하였다

(Fig. 3.11.4).

(3) 연속주조법에 의한 시제조

연료심을 시제조하기 위하여 수직형 연속주조 장치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가열

기로는 3 kHz 고주파 발진기를 사용하며 진공챔버 내에는 20 kg/U 용량의 흑연 도가니

와 Si3N4 sleeve로 구성된 흑연몰드, 이 몰드를 냉각시키는 냉각반이 있으며 Ar 가스로

냉각시켜주는 2차 냉각대가 있고, 진공챔버 하부에 주조봉 인출장치와 일정한 길이로 절

단해주는 절단장치 및 절단된 봉을 이송한 후 보관하는 보관장소로 구성된다. 지름 10

mm의 연료심을 주조할 수 있는 몰드를 설계/제작하였고, Cu를 사용하여 U-Zr 연료심을

제조하기 위한 예비 공정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용탕온도 1300℃, 인

출방법은 3mm 인출 후 2초 정지와 같이 인출/정지를 반복하였다. 냉각수 온도는 주입

온도 18℃, 출구 온도 52℃로 유지하도록 냉각수 유량 속도를 약 0.8∼1.0 l/min으로 하여

지름 9.7 mm의 건전한 Cu 봉을 2.5m 길이로 제조할 수 있었다.

(4) 건전성평가 및 조직특성 검사

다원계 합금 연료심 시제조 시편에 대해 radiography, 밀도, XRD, 화학분석, 미세

조직 관찰을 실시하였다. 우라늄에 Zr 등 합금원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감소하였

으며 U-Zr 2원계 합금에서 Zr 첨가량에 무관하게 결함이 없는 건전한 용해 주조 시편을

얻을 수 있었고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미세한 lamella 구조였다. 그러나 U-10Zr-2Ce 합금

에서는 결함이 관찰되었고 Ce 첨가합금은 첨가원소 목표조성과 기지조직에서 일부 조성

이 일치하지 않고 석출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XRD와 SEM/EDX, 밀도를 비교

한 결과 원소함량 증감에 따라 밀도 및 미세조직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Nd은 용해

및 취급 시 산화문제가 예상되었지만 진공유도 고주파 용해에서 안정적으로 제조되었다.

Fig. 3.1.10.5와 같이 전형적인 미세구조 변화는 SEM을 이용해서 관찰하여 미세조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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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했다.

마. 주형 system 수정보완

제작 사용 중인 진공감압주조로는 상부 챔버에 장착된 도가니에서 연료합금을 용

해한 후 용탕을 출탕하여 하부 챔버에 장착된 주형에 주입하여 연료심을 제조한다. 연료

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합금의 양이 약 2 kg으로 소량이여서 도가니

에서 출탕하여 주형에 주입할 때 용탕의 냉각 및 주형의 예열 정도에 따라 연료심 주입

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주형 예열 장치는 봉 열선을 이용하여 상

하 2단으로 온도가 조정되게 되었으나 봉 열선의 특성상 600℃ 이상 주형 예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용탕의 냉각과 주형 예열온도를 고려하여 요탕의 양과 출

탕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연료심 직경이 작을수록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주형의 예열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형예열 유도코일을 설치하는 수정보

완을 하였다.

(1) 주형 예열장치 보완 규격

주형으로 사용하는 흑연 주형 직경 76 x 320L 과 용탕 분배기 직경 76 x 120L을

포함하여 주형예열 온도를 ∼1100℃, 예열시간은 30∼60분, 도가니 유도코일과 주형 유도

코일 사이 ∼40mm로 생각하여 주형 예열할 고주파 발진기 용량 및 유도코일을 설치할

주형 챔버크기를 결정하였다.

- Mold 가열온도 : ∼1000℃, Coil 바깥으로 100∼150mm 공간 필요

- 가열시간 : 30∼60분

- Graphite mold : 직경 76x 450L

- 도가니 coil, Mold coil 간격 : 40mm, 두 유도코일간 간섭방지 유도 차폐 판(Al,

Cu) 설치

- 단열 : porous Al2O3 tube, 고온에서 가스발생이 없어야 함.

- 도가니 coil과 mold coil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제조. Coil 내의 피가열체가

힘 받는 방향이 반대로 되게 제작

- Mold 에 T.C. 설치하여 mold 예열온도 조절 및 예열온도 측정

- 발진기 PID control 을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프로그램에 따라 조절될 수 있도록

함.

- 고주파 coil coating : 진공 중에서 사용할 시 유도코일 간 아크방지를 위하여 유

도코일 coating

- 발진기 : 직경 80x450L 흑연 mold를 최대 1200℃까지 예열하는데 20kW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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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2) 출탕방법 수정

출탕봉을 상부로 이동하여 도가니로 용탕을 출탕하는 하부출탕은 확실한 출탕이

장점이나 도가니에 원료를 장입할 때 출탕봉으로 인하여 장입 원료의 크기가 작아야 한

다. 금속 우라늄을 큰 봉에서 절단하여 장입원료를 준비할 때 금속우라늄 절단이 큰 애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형의 용탕배분기 중심에 출탕봉을 설치하고,

도가이에 출탕 플러그를 설치하여 원료 물질이 용해된 다음 도가니가 내려오면 출탕 플

러그가 출탕봉에 닿아 출탕플러그가 올라가면서 용탕이 출탕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Fig. 3.1.10.6은 출탕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a)는 도가니가 장착되고 준비된 주형은 이

직 장착되기 전 상황이다. (b)는 주형이 상승하여 도가니 챔버에 장착된 상태이면 (c)는

도가니 내에 장입된 원료물질이 용해된 다음 도가니 집합체가 하강하면서 출탕 플러그가

출탕봉에 닿아 출탕되는 상태이다.

(3) 주형 예열을 위한 발진기 및 유도코일

주형 예열에 사용한 고주파 발진기는 3000 Hz, 20 kW 이었으며, 유도코일의 크기

는 직경이 ID 130mm, OD 156mm, 길이 ∼400mm 이었고, 유도코일 상부를 조밀하게 감

아 용탕 배분기의 온도를 보상하고자 하였다. 유도코일 내부는 세라믹 절연체와 흑연 단

열재를 사용하여 주형을 단열하여 보온이 잘 되도록 하였으며 유도코일과 주형 사이에

절연재를 사용하여 절연하였다(Fig. 3.1.10.7). 이렇게 제작한 유도코일을 주형 챔버에 장

착하여 주형예열 장치를 수정 보완하였다.(Fig. 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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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1 Gravity low pressure vacuum furnace

Fig. 3.1.10.2 Charged crucible with alloying elements and

casting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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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3 U-Zr metal casting pins under the low

pressure atmosphere

Fig. 3.1.10.4 U-Zr metal pins by gravity casting



- 3-54 -

Fig. 3.1.10.5 Microstructure of the U-Zr-X alloys

(a) (b) (c)

Fig. 3.1.10.6 Schematic drawing of po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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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7 Schematic drawing

of the induction coil
Fig. 3.1.10.8 Mold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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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차년도(2007년)에 본 과제에서 자체적으로 설

계하고 제작한 진공감압 주조로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조로 내 원소재 용해용 도

가니와 주형을 설계/제작하였으며, 도형재의 도포와 건조, 원소재 장입, 도가니 유도가열,

용해 및 출탕 등과 같은 용해주조 기본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용해주조하여 제조된 연

료심을 주형으로부터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하여 제조된 연

료심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고온에서 금속연료심의 용해주조 시 다른 원소에 비해 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메리슘의 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용해주조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

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휘발거동을 열역학적으로 계산하고 기존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아메리슘의 휘발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물질과 그 조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용해

주조 과정에서 진공도, 분위기 및 출탕온도 등의 공정조건과 합금원소의 첨가 등이 아메

리슘의 휘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진공감압 주조로에서 원소재를 용해주조한 후 주조된 연료봉을 주형으로부터 분리

하기 위한 디몰더(demolder)를 설계하고 제작한 후 시운전하였다. 디몰더는 glove box 내

부에 설치되었으며, 유압 장치와 유압구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감압 주조로

를 이용하여 제조한 2원계 U-10Zr, U-15Zr 합금과 3원계 U-10Zr-4Ce, U-10Zr-6Ce 합

금 등 총 4종의 금속연료에 대하여 비열과 열팽창율과 같은 열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한, 주조된 U-10Zr 연료봉의 위치에 따른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였다.

국내제조 U-Zr 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의 예비검증과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반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을 할 축소시편을 LEU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축소시편의 크기는 직경이 3.7mm이고, 길이가 60mm이었다. 축소시편의 용해주조는 석

영관을 이용한 주형을 사용하여 한 batch에서 여러 개를 주조하여 제조하였다. 연료심 축

소시편은 외관검사, 화학분석, 치수검사 및 내부 결함 조사를 위한 radiography 검사를

실시하여 축소시편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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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피복재 성능평가

1. 개요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핵

연료 부품 중에서는 핵연료 피복관이 핵연료의 안전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심을 둘러싸고 있는 부품으로서 핵연료와 원자로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다. 특히 핵연료 피복관은 고온에서 핵연료의 핵분열 생성기체에 의한 열적 크

립과 고속 중성자 분위기에서 조사 팽윤이 발생하므로, 크립 저항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

이 우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연료 피복관의 소재는 우선적으로 FM 강이 고

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8년 가동 예정인 소듐냉각 고속로의 핵연료 피복관에 적용할 새로

운 고성능 피복재 합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표로는 기존에 개발되어 상용되고

있는 FM 강 중에서 가장 크리프 특성이 우수한 Gr.92강 (650℃,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60MPa)을 기준 합금으로 하여 이 보다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갖는 신피복재

합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복관 후보 재료인 FM 강에 대한 열 및 기계 물성 자료를 수집/분석하

였으며,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금을

설계하고, 실험실 규모로 제작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1차 및 2차 합금 설계에서는

미량 첨가 원소가 신피복재의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3차 합

금 설계에서는 1차 및 2차 설계 합금에 대한 성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 확보

가 가능한 신피복재 합금을 설계하였다. 각 설계 합금에 대하여 인장 및 크리프 등 기계

적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석출물의 생성 등 미세조직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준동적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 장치를 제작하여 피복재와 소듐과의 양립성을 평

가하였다. 피복관은 냉간가공 공정에 의해 제조되므로 냉간가공 및 중간 열처리 조건이

피복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냉간가공 및 열처리 등의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2. 피복관 열 및 기계물성 자료 수집 및 분석

고속로 핵연료 피복관 소재인 FM 강의 열팽창 계수나 열전도도와 같은 열물성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술현황분석보고서로 작성하였다[보고서 번호:

KAERI/AR-781/2007]. 9Cr 강과 같은 FM 강의 경우 STS 304보다 열팽창율과 열전도도

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FM 강의 열전도도는 강에 함유된 미량의 합금원소

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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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용화된 FM 강 중에서 원자로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크리프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재료로 알려진 ASTM Grade 92 (9Cr-0.5Mo-1.8W-V-Nb-C-N) 강에 대한

기계적 특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술현황분석보고서로 발간

하였다[보고서 번호: KAERI/AR-773/2007]. Gr. 92 강은 합금원소인 Mo와 W에 의해 고

용강화되고, V, Nb, C, N, B, Al 및 Ti에 의해 석출강화되어 고온 크리프 저항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600℃에서 T/P92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275 및 350 MPa

정도이다. 600℃, 100MPa 응력에서 이 재료의 105시간 크리프 파단강도는 130 MPa 급으

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에서는 113 MPa 수준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크리프 파단강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대부분 변형과정에서

M23C6 석출물의 coarsening 현상과 함께 M2X, Laves 및 Z 상 석출물이 생성되었기 때문

으로 밝혀졌다.

3. 피복재 합금 1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제조

문헌조사 및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각 합금원소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로 10종의 피복재 합금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합

금을 실험실 규모의 30kg 열간 압연판으로 제조한 후, 각 합금에 대하여 인장, 크리프,

충격 등 기계적 시험을 수행하고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그 성

능을 평가하였다.

가. 피복재 합금 재료설계

피복재 합금의 고온 강화 기구로는 석출 강화, 고용 강화, 결정립계 강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출강화와 결정립계 강화를 위한 합금설계를 하였다. 석출강화를 위해

9Cr-2W강을 기본합금으로 하여 석출강화 합금원소인 탄소의 함량을 변화시킨 2종의 합

금, 니오비움(Nb)의 함량을 변화시킨 3종의 합금, 니오비움 대신 탄탈륨(Ta)을 첨가한 2

종의 합금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결정립계의 강화를 위해 결정립계에 편석하여 결정립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보론(B)을 첨가한 2종 등 1차로 총 10종의 피복

재 합금을 설계하였다. 1차 설계 합금의 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로 10종의

합금을 추가로 설계하였다.

나. 피복재 시험합금 용해 및 압연

1차 설계 합금 중 5종의 합금은 대기 중에서 용해하였으며 5종의 합금은 진공 중

에서 용해하였다. 용해한 잉곳의 크기는 30kg이었다. 이 합금들을 1200℃에서 2시간 유지

한 후에 열간압연을 5 pass 수행하여 최종 두께 15mm의 판재를 제조하였다. 열간압연

마무리 온도는 970℃이상으로 유지하였다. Fig. 3.2.3.1에 용해한 합금의 잉곳 및 열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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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판재를 나타내었다.

다. 피복재 시험합금 열처리

피복재 합금은 통상 normalizing과 tempering 열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normalizing을 통하여 기지조직을 충분히 균질화시키기 위해 1050℃에서 2시간 유

지시킨 후 공기 중에서 냉각시켰다. 그리고 tempering 열처리를 750℃에서 2시간 수행하

여 기지 내에 존재하는 전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과고용되어 있던 석출강화 합금원

소들을 안정한 석출물로 생성시켰다.



- 3-60 -

Fig. 3.2.3.1 New cladding materials ; (a) ingot,

(b) ho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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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 피복재 기계적 특성 평가

(1) 고온 인장 특성 평가

1차 설계 합금에 대한 인장시험을 ASTM E21에 따라 수행하였다. 게이지 길이가

25mm인 판상 시편으로 INSTRON 8561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고온 인장시험을 하였

다. 인장시험 온도는 상온에서 700℃ 범위였으며 변형 속도는 3mm/min였다. 인장시험

후 시편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총 연신율을 구하였다.

Fig. 3.2.3.2에 나타난 B001∼B005강 (진공용해)은 기준 합금인 Gr.92강에 비해 높

은 항복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론을 첨가한 B003강과 탄소함량을 낮춘 B004강이 높

은 항복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B006∼B010강 (대기용해)은 시험온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험온도에서 Gr.92강에 비해 모두 낮은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장강도도 항

복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2.3.3]. 반면에 연신율은 B001∼B005강의 경

우 Gr.92강의 연신율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B006∼B010강은 전반적으로 Gr.92

강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용해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합금원소

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강도 측면에서 B003강과 B004

강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2) 고온 크리프 특성 평가

시 제조한 1차 10종의 FM강에 대하여 크리프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크리프 시

편은 게이지 길이가 30mm이고 직경은 6.0mm의 봉상 시편으로 가공 사용하였으며 크리

프 시험온도는 650℃에서 수행하였다. Fig. 3.2.3.4는 B006∼B010의 5종 합금에 대하여 크

리프 시험 응력을 120MPa 및 130MPa로 하여 얻은 크리프 파단시간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크리프 파단시간은 B008시편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Nb 함량이 높은 B006

및 Ta을 첨가한 B010 편에서 우수한 크리프 파단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3.5는 B001∼B005강의 크리프 파단시간 및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비교한 것이

다. 시험온도는 650℃, 시험응력은 130MPa 및 140MPa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크리프 결과

를 얻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리프 파단시간이 가장 우수한 시편은 탄소량과 보론

량이 적절히 첨가된 B003 시편이었으며 또한 크리프 변형 속도도 B003 시편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B006∼B010 시편에 비하여 B001∼B05 시

편이 크리프 성능이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충격 특성 평가

Fig. 3.2.3.6은 B004강과 B005강의 충격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004강과 B005

강의 upper shelf 에너지는 각각 약 210J 및 175J이었으며, DBTT를 의미하는 T41J은 각

각 약 48℃와 18℃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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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조직 관찰

인장, 크리프, 충격 특성을 포함한 기계적 성질은 미세구조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

문에 금속재료에서 미세조직 관찰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당해연도에 고속로 핵연료

피복관 용 후보 피복재를 10종(B001∼B010) 제작하여 기지금속 및 석출물에 대한 미세조

직 특성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평가하였다.

모든 1차 후보 피복재는 Fig. 3.2.3.7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lath

martensite 미세구조를 나타냈으며 lath의 폭의 넓이는 합금조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

다. 750℃에서 2시간 동안 tempering 열처리를 수행할 경우에 모든 합금은 tempered

martensite 구조를 가졌다.

석출물 관찰은 carbon replica 방법으로 TEM에 부착된 EDS 및 SADP를 이용해

서 석출물의 성분과 결정구조를 해석하였다. Fig. 3.2.3.8에 나타낸 명시야(bright field)로

관찰하였을 때 100nm 이상의 큰 석출물은 prior-austenite grain이나 lath 경계에 주로 존

재하였으며, 이들 석출물은 Cr과 Fe의 함량이 각각 약 60 및 30 at.%인 면심입방(fcc) 구

조의 M23C6 형태의 carbide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lath 내에는 20-100 nm 크기의 비교적

작은 석출물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V이나 Nb이 75 at.% 이상 함유한 fcc MX 형태의

carbonitride가 존재하였다. 질소함량이 비교적 높게 조절된 B001-B003 합금에서는 Cr2N

석출물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보론을 50-200 ppm 범위로 첨가한 B002 및

B003 합금에서는 보론을 포함한 석출물을 관찰할 수 없었고 탄소 함량을 조절한 B004

및 B005 합금에서는 carbide의 양이 첨가한 탄소함량 변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

타났다. V과 Nb의 첨가비율을 변화시킨 B007 및 B008합금에서 V/Nb의 첨가량은 MX

형태의 석출물의 관찰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Ta이 첨

가된 B009 및 B010 합금에서는 Ta이 carbonitride 석출물 내에 존재하였으며 합금에 첨

가된 Ta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Ta을 포함한 석출물의 관찰빈도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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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Yield strength of B001∼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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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Tensile strength of B001∼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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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Time to rupture of B006-B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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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Time to rupture and steady state creep rate of B001-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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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Impact properties of 1st design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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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Matrix microstructure of

tempered FM steel

Fig. 3.2.3.8 Precipitation microstructure of tempered

FM steel (a) x5,000, (b) x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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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신피복재와 소듐 냉각재와의 양립성 평가를 위하여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종래의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자연대류를 이용한 준 동적 시험방식을 적용하여 제작에 착수하였다.

해당 시험장치에 대한 열유체적 계산 결과, 양립성 시험에 필요한 자연순환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지르코늄 foil을 이용한 Hot trap 방식과 바나듐 wire

평형기법 (VWET)을 이용하여 각각 소듐 내에 있는 불순물을 제어 및 계측하기로 하였

다. 시험장치는 1인치 내경의 316L 배관에 7 zone의 가열장치를 달아서 각 zone의 온도

를 제어하며 고온관 (Hot leg)과 저온관 (Cold leg)의 온도는 최대 650℃와 550℃로 유지

하여 온도차이에 의한 자연순환을 유도하였으며 전자유량계를 저온관 하단에 부착하여

자연순환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였다. 설계된 양립성 시험장치에 대한 제작 및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양립성 거동이 종래에 알려진 316계 합금에 대한 예비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장

치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가.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기술 현황 분석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의 설계에 앞서 종래의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기술

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래의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기술 현황은 크게

정적 (Static), 동적 (Dynamic), 준 동적 (Quasi-dynamic) 시험기술로 나뉘어 진다. 정적

시험기술은 유동이 없는 액체 소듐에 피복재 시편을 담궈서 피복재와 소듐간의 양립성을

주기적으로 계측하는 기술로 시험장치 및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양립성 거동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듐 내 불순물 제어가 용이하지 못하여 시험의 재현성이 용이하지

못한 단점을 가진다. 동적 시험기술은 액체 소듐을 전자기 펌프 (EM-pump)를 이용하여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장치는 양립성 시험 영역인 고온부 (Hot leg)와 불순물

제어 영역인 저온부 (Cold leg)로 구분되어 소듐은 각 영역 사이를 전자기 펌프를 이용하

여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동적 시험 기술은 정적 시험장치에 비하여 소듐 내 불순물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현성 있는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원자로 시험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장치가 매우 복잡하고 이에 제작 및 설

치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정적 시험기술과 동적 시험기술의

장점을 채택한 준 동적 시험기술이 제안되고 있는데 기포 (bubble) 순환을 이용한 인공

유동 개념이 미국 INL과 일본 NDC에서 제안되었고 열대류를 이용한 자연순환 개념이

중국 CIAE 및 인도에서 제안되었다. 기술 검토 결과, 열대류 자연순환 개념을 이용한 소

듐-피복재 양립성 시험기술이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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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열대류 자연순환을 이용한 양립성 시험장치의 개념설계에 앞서, 본 시험장치에 대

한 열유체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내경이 1 inch인 배관으로 구성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1인 직사각형 형태의 loop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원 (heat

source) 및 열 흡수원 (heat sink)을 각각 loop의 하단 및 상단에 위치하여 열출입을 인가

하면 loop 내 액체소듐은 온도 차이로 형성되는 밀도차이에 의한 압력과 pipe 내 압력강

하가 평형을 이루어서 배관 내 유체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Fig. 3.2.4.1은 고온관과 저온

관의 온도차이와 loop의 수두 (head)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온

도차이 및 수두가 커질수록 그 구동력이 높아져서 배관 내 액체소듐의 유량이 커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두가 1m 이상 높아질수록 배관 내 압력강하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

량의 증가폭도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 시험장치의 수두를 최적화 하여 1.2m로 선정하였

다. 수두 및 고온부 온도를 각각 1.2m와 650℃로 고정한 상태에서 저온부 온도와의 차이

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한 결과, 배관 내 액체 소듐의 유속은 초당 17cm에서

최대 25cm까지 달성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어 제작할 피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가 기

술적으로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용존 산소 및 탄소와 같은 소듐 내 용존 불순물은 소듐 내 피복재의 양립성 거동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소듐 내 용존 산소의 경우, 피복재의 두께 감소율 및 입계부식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크게 소듐

의 온도를 낮춰 소듐 내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하는 방식인 저온 트랩과 환원성 물질을

고온부에 위치하여 이것이 대신 산화하여 소듐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인 고온 트랩

방법으로 나뉜다. 본 시험장치가 열대류를 이용한 자연순환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활

한 자연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통 내 압력 강하가 최소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고온 트랩을 이용하여 소듐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정하였다. 지르코늄

foil을 고온부 상단에 부착시켜 우선 산화를 유도하여 배관 내 소듐의 불순물을 제거하도

록 설계하였다. 소듐 내 용존산소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나듐 wire 평형

기법 (Vanadium Wire Equilibrium Technique, VWET)을 선정하였다. 바나듐 wire 평형

기법은 전해 연마된 바나듐 wire를 액체 소듐에 담궈 일정 시간 노출시켜 바나듐 wire에

흡수된 산소를 분석하여 소듐 내 용존 산소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바나듐 wire 평형기법

은 미국 재료시험 규격 (ASTM) C997에 기술된 소듐 내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 중 표준

화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듐 내 산소를 측정하는 산소센서의 교정시 기준 값으로

바나듐 wire 평형값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성 있는 불순물 계측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Fig. 3.2.4.2는 종래의 기술 분석 및 사전 열유체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한 피복

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최대 1.2m의 높이를 갖는 내경 1 inch의 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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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one의 가열장치를 부착하고 각 영역별로 온도를 측정 및 제어하여 자연순환을 유도하

도록 설계하였다. 저온부 하단에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자연순환에 의한 소듐의 유량

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온부 상단에 팽창탱크를 연결하여 액체소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소듐의 팽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팽창탱크 상

단에 글로브 박스를 연결하여 시험시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길이 70cm 가

량의 시편 holder를 제작하여 글로브 박스 하단에 연결하여 액체 소듐에 접촉시켜 시간

에 따른 피복재의 소듐에 대한 양립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도록 설계하였다. 대기에 누출

되면 산소 및 수증기와 반응하여 발화하기 쉬운 소듐의 특성상 시험기간 중 시험장치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치의 연결부위는 대부분 용접처리 하였으며 용

접부위에 대한 사전 미세조직 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마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피

복재-소듐 양립성 시험장치의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된 사진이 Fig. 3.2.4.3에 있다.

다. 시험장치 시운전 및 예비실험

SFR 핵연료 최대온도인 650℃에서 1458시간 동안 316계 스테인리스강과 소듐 냉

각재와의 양립성 거동 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온부와 저온부와의 온도차는 약 70℃로서 이

는 계통 내 소듐의 유속이 약 0.2m/sec에 해당된다. 시험재료는 13x20x3mm로 절취하여

14개의 시편을 배관 내에 직렬로 배열하여 소듐-피복재 양립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후 시편을 꺼내어 순수에 담궈 표면에 존재한 소듐을 제거하고 에틸알코올에 담근 후 초

음파 세정기를 이용하여 표면에 남아있을 부식생성물을 제거한 후에 시편의 질량 변화량

을 측정하였다. Fig. 3.2.4.4는 650℃ 액체소듐에서 316계 스테인리스강을 1458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질량변화 및 질량 변화율을 도시한 그림이다. 액체소듐이 흐르면서 시편과

처음으로 맞닿는 부분을 0cm로 정의한 후 배관을 따라 소듐의 흐름에 따른 시험시편의

질량변화를 도시하였다. 모든 시편이 초기 질량보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액체

소듐에서 시험시편이 노출시 구성원소의 일부가 용출(Dissolution)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모든 시편의 부식속도를 평균한 값인 평균 부식속도는 약 7.23㎛/yr로 이는 문헌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Natesan은 10ppm 산소를 함유한 액체 소듐

이 3m/sec로 흐를 때의 316계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속도는 7 내지 8㎛/yr로 보고하고 있

으며[3.2.4.1], 다른 문헌에서도 20ppm 산소를 함유한 액체소듐이 0.5m/sec로 흐를 때의

316계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속도가 약 7㎛/yr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3.2.4.2]. 소듐의 흐름

에 따라 개별 시편의 용출량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듐이 처음 맞닿기 시작한 점

에서 약 20cm 흐르는 지역에서는 높은 용출량이 보이다가 20cm 이상의 하류 지역에서는

용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동은 동적 시험장치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루프를 이용한 액체금속 양립성 시험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를 따

라 부식현상이 감소하는 하류현상(Downstream effect)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류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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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 내 불순물 농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듐이 처음 시편과 맞닿는

부분인 상류에서는 소듐 내 불순물의 농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시험시편 내 조성이 액

체소듐 외부로 쉽게 용출되려 한다. 일정 거리 이상 진행한 소듐은 국부 불순물 농도가

비교적 높아졌기 때문에 시험시편의 원소가 액체소듐으로 용출되려는 경향이 감소할 것

이다. 시험시편을 통과한 소듐은 폐루프를 순환하면서 불순물 농도가 원 상태로 회복하여

시편과 반응하는 현상을 반복하며 이로 인하여 시편의 용출속도가 상류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다가 하류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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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Thermal-hydraulic analysis of the sodium-clad

compatibility facility

Fig. 3.2.4.2 Schematic design of the sodium-clad

compatibilit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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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Installation of the sodium-clad compatibility

facility

Fig. 3.2.4.4 Preliminary test result on the compatibility of

316-series stainless steel in the liquid sodiu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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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 피복재 고온 크리프, 인장/충격 특성 시험 및 평가

SFR용 신피복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

과를 반영하여 10종의 1차 후보 피복재 합금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합금은 진공 유도용해

하여 30Kg 규모의 잉곳으로 제조하였다. 이 합금들은 1200℃에서 최종 두께 15mm 까지

열간 압연하였다. 열연 판재는 1050℃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 한 후에 750℃에서 2시간

템퍼링 하였다. 제조된 후보 피복재에 대하여 인장, 충격 및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고

미세조직도 함께 관찰하였다. 1차 후보 신피복재 중에서 7종의 합금은 기준합금인

ASTM Gr.92 강보다 우수한 고온 인장강도를 보였으며, 이 중 4종의 합금은 기준합금

보다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신피복재 개

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후보 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1차 후보 피복재에 대하여 크리프 성능을 기준 피복재와 비교 평가하였다. 크리프

시편은 게이지 길이가 30mm이고 직경은 6.0mm의 봉상 시편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으

며, 크리프 시험은 650℃에서 수행하였다. Fig. 3.2.5.1은 B103∼B110의 8종 강에 대하여

크리프 시험 응력이 120MPa에서 150MPa로 변화시켜 얻은 크리프 파단시간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Zr을 첨가한 B107강, Pt를 첨가한 B109강, Ti을 첨가한 B106강 및 Pd를 첨가

한 B108강이 기준 합금인 HT9 및 ASTM Gr.92강 보다 우수한 크리프 파단강도를 보이

고 있었다. 또한 B104강도 기준합금 보다 우수한 크리프 강도를 보이고 있다.

나. 후보 피복재 인장/충격 특성 시험 및 평가

1차 후보 피복재에 대한 인장시험을 ASTM E21에 따라 수행하였다. 인장시편은

게이지 길이가 25mm인 판상이며 인장시험은 INSTRON 8561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인장시험 온도는 상온에서 700℃ 범위였으며 변형 속도는 3mm/min였다. 인

장시험 후 총 연신율을 구하였다. Fig. 3.2.5.2는 상온에서 700℃의 온도범위에서 9종의

후보 FM 강 (B102-B110)과 Gr. 92 강의 인장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102∼B110강

중에서 V 함량이 높은 B102 강과 질소와 탄소 함량이 높은 B103강을 제외한 모든 합금

이 기준 합금인 ASTM Gr.92강에 비해 높은 항복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V 함량을

0.1%로 감소시킨 B104 합금과 Zr을 첨가한 B107 합금, 그리고 Pt를 첨가한 B109 합금이

높은 항복강도를 보이고 있었다. 인장강도도 항복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2.5.3은 B102, B104 및 B109 강의 충격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102강,

B104강, B109강의 upper shelf 에너지는 각각 약 110J, 97J 및 54J이었으며, DBTT를 의

미하는 T41J은 각각 약 -10℃, -7℃ 및 23℃로 측정되었다. 높은 인장 및 항복강도를 보

이는 B109강이 낮은 충격흡수 에너지와 높은 DBTT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B104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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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장 및 항복강도에도 불구하고 DBTT가 -7℃로 낮게 나타났다.

다. 미세조직

금속재료에서 인장, 크리프 및 충격 특성과 같은 기계적 성질은 미세조직을 관찰

하여 해석할 수 있다. 1차 후보 피복재 9종(B102∼B110)에 대하여 기지금속 및 석출물의

미세조직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였다. 석출물 관찰은 carbon replica 방법으

로 TEM에 부착된 EDS 및 SADP를 이용해서 석출물의 성분과 결정구조를 해석하였다.

Fig. 3.2.5.4는 FM 강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석출물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명시야

(bright field)로 관찰하였을 때 100nm 이상의 큰 석출물은 prior-austenite grain나 lath

경계에 주로 존재하였으며 이들 석출물은 Cr과 Fe의 함량이 각각 약 63 및 28 at.%인

면심입방(fcc) 구조의 M23C6 형태의 carbide로 분석되었다. Lath 내에는 20-100 nm 크기

의 비교적 작은 석출물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V이나 Nb이 75 at.% 정도 함유한 fcc MX

형태의 carbonitride가 존재하였다. 후보 피복재의 질소함량이 높아 Cr2N 석출물이 일부

관찰되기도 하였다. 모든 재료에서 생성되는 석출물의 종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석출

물에 포함된 미량 금속의 함량은 후보 합금의 화학 조성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다.

라. 피복관 제조공정 연구

핵연료 피복관의 제조공정은 먼저 합금원소의 용해, 열간단조와 열간압출과 같은

열간가공, 노말라이징 및 템퍼링 열처리, 냉간압출이나 냉간필거링과 같은 냉간가공 및

후속 열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노말라이징 및 템퍼링 후 냉간압연율 및 중간열처리

등의 제조공정변수가 제조된 피복재의 고온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Fig.

3.2.5.5). 먼저 1050℃에서 노말라이징한 두께 4mm의 판재를 550℃에서 2시간 동안 템퍼

링한 경우 MX 석출물만 존재하였다. 이 판재를 두께 1mm까지 냉간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간 열처리 없이 750℃에서 30분간 최종 열처리 (시편 ID: C11), 2회 중간 열처리 후 최

종 열처리 (시편 ID: C33), 4회 중간 열처리 후 최종 열처리 (시편 ID: C55) 및 6회 중

간 열처리 후 최종 열처리 (시편 ID: C77)하였다. Fig. 3.2.5.6은 650℃에서 제조된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된 시편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중간열처리의 횟

수가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탄화물 석출물이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공정 변수를 적절

히 조절하면 고온 인장특성이 크게 향상된 핵연료 피복관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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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Tensile test results of the candidate FM and Gr. 92 steels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700℃ (a) YS of B102-B105

and Gr. 92, (b) YS of B106-B110 and Gr. 92, (c) UTS of B102-B105

and Gr. 92, and (d) UTS of B106-B110 and Gr.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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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Impact test results of the F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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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TEM/EDS study results of the representative

precipitates such as carbides and carbonitrides in the

candidate FM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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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Schematic flow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 for

fabricating the sheet with a 1 mm thickness

Fig. 3.2.5.6 Tensile test results of the FM steel sheets at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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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복재 합금 2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제조

가. 2차 후보군 합금 설계

1차 후보군의 특성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합금을 선정하였다

(B201). 기준 합금을 바탕으로 총 16종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합금설계를 하였다.

후보 피복재의 크리프 연신율 향상에 효과적인 Ta의 적정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Ta 함량

을 변화시킨 2종의 합금을 설계하였으며(B202-B203), VX 석출물에 의한 강화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바나듐 함량을 변화시킨 2종의 합금을 설계하였다(B204-B205). 또한 고용

강화 원소인 텅스텐 함량을 증가시킨 B206 합금과 보론, 바나듐 및 질소 함량을 변화시

킨 2종의 합금을 설계하였다(B207-B208). P 첨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B209 및 B210

합금을 설계하였다 그 외에 Zr, Pt, Ge, Cu 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6종의 합금을

설계 하였다 (B211-B215A). 합금 설계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3.2.6.1에 나타내었다.

나. 2차 후보군 합금 제조

16종의 2차 후보 합금을 진공 중에서 용해하였다. 용해한 잉곳의 크기는 30kg이었

다. 이 합금들을 1200℃에서 2시간 유지한 후에 열간압연을 5 pass 수행하여 최종 두께

15mm의 판재를 제조하였다. 열간압연 마무리 온도는 970℃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피복재

합금은 통상 normalizing과 tempering 열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normalizing을 통하여 기지조직을 충분히 균질화시키기 위해 1050℃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공기 중에서 냉각시켰다. 그리고 tempering 열처리를 750℃에서 2시간 수행하여 기지

내에 존재하는 전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과고용되어 있던 석출강화 합금원소들을 안

정한 석출물로 생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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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 B202 B203 B204 B205 B206 B207 B208

9Cr-0.5Mo2
W-VNbTa-

00

9Cr-0.5Mo2
W-VNbTa-

N2

9Cr-0.5Mo2
W-VNbTa-
N10

9Cr-0.5Mo2
W-VNbTa-

V3

9Cr-0.5Mo2
W-VNbTa-

V4

9Cr-0.5Mo3
W-VNbTa-

00

9Cr-0.5Mo2
W-VNbTa-
B150

9Cr-0.5Mo2
W-VNbTa-
B150

B209 B210 B211 B212 B213 B214 B215 B215A

9Cr-0.5Mo2
W-VNbTa-
P50

9Cr-0.5Mo2
W-VNbTa-
P100

Cr-0.5Mo2
W-VNbTa
-Zr

9Cr-0.5Mo2
W-VNbTa-

Pt

9Cr-0.5Mo2
W-VNbTa-
GeCu

9Cr-0.5Mo2.
2W-3V
-Nb

9Cr-0.5Mo2.
2W-3V
-NbTa

9Cr-0.5Mo2.
2W-3V
-NbTaN

Table 3.2.6.1 Alloy design of Bat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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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SFR 신피복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차 후보 피복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신

패복재 후보합금을 설계하였다. 특히 2차 후보 합금설계는 국내 고유의 물질 특허권을 확

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 2차 후보 합금 역시 1차 후보 합금과 같은 제조공정으로

제조하였으며, 크리프와 인장특성을 평가하였다.

가. 신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1) 크리프 시험

2차 후복 합금 제조된 SFR 신피복재 합금의 고온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였다. 2차

후보합금은 1차 신피복재의 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2차 신피복재 후보 합금인

16종 (B201, B202, B203, B204, B205, B206, B207, B208, B209, B210, B211, B212, B213,

B214, B215, B215A)을 설계하여 제조한 것이다. 2차 후보 합금설계는 국내 고유의 물질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1차 후보 합금과 같은 제조공정으로 제조한 것이

다. 크리프 시편은 게이지 길이 방향이 압연방향으로 되도록 채취하였으며, 게이지 길이

는 30mm이고 직경은 6.0mm의 봉상 시편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크리프 시험은 레버

비기 20:1인 일정하중방식 시험기를 사용하여 650℃ 온도에서 시험응력을 150MPa,

140MPa, 130MPa, 120MPa로 점차로 줄이면서 수행하였다. 크리프 시험 중 온도는 ± 2℃

온도 이내로 제어하였으며, 시편의 게이지 길이부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

다. 시간 변화에 따른 크리프 변형량은 시편에 부착된 정밀 신장계의 변위 데이터를 컴퓨

터로 자동 획득하였다. 현재 크리프 성능이 우수한 일부 시편은 120MPa 하에서 계속 크

리프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본 결과에서는 2차 후보 신 피복재에 대하여 크리프 특성을

기준 피복재와 비교 평가한 결과를 기술한다.

(2) 크리프 파단 강도

Fig. 3.2.7.1은 B201∼B212 의 12종과 비교용으로 사용된 ASTM Gr. 92 (Gr. 92)

및 HT9 강의 2종인 총 14종 시편에 대하여 크리프 시험 응력을 150MPa, 140MPa,

130MPa, 120MPa으로 하여 얻은 크리프 파단시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206, B207,

B208, B209, B210, B211, B212 시편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120MPa의 응력하에서 현

재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크리프 파단시간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VX 석출물에 의

한 강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바나듐 함량을 변화시킨 2종의 합금인 B204와 B205를

제외한 모든 설계합금은 기준 합금인 HT9 및 ASTM Gr.92 강에 비하여 우수한 크리프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7.2와 같이 크리프 응력과 파단시간과의 관계로 나

타내면 바나듐 및 질소 함량을 변화시킨 즉 9Cr-0.5Mo2W-VNbTa-B150의 2종 합금인

B207과 B208 강이 다른 강에 비하여 우수한 크리프 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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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히 B207 합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Fig. 3.2.7.3은 B201∼B212 후보 합금의 응력 변화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결과는 시험온도 650℃, 시험응력을

150MPa, 140MPa, 130MPa, 120MPa로 하여 얻었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크리프 시

험에서 측정된 2차 크리프 영역의 크리프 곡선으로부터 계산하여 얻었다. 전체적인 결과

를 보면 크리프 파단강도가 낮았던 B204, B205 합금을 제외한 모든 합금은 기준 합금인

ASTM Gr. 92강에 보다 낮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보였다. 특히 크리프 강도가 가장

우수하였던 B207 합금은 크리프 속도가 가장 낮았으며, 기준합금보다 약 10배 낮은 크리

프 속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크리프 강도가 크리프 속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B207 및 B208 합금에서 크리프 성능이 우수하였던 것은 보론 첨가

(150ppm)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크리프 응

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으로 Norton power law를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크리프 파단 단면 감소율

Fig. 3.2.7.4는 합금별 크리프 파단에 의한 단면감소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전

반적으로 크리프 파단 연신율은 응력이 증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단

면 감소율은 기준합금에 비해 크리프 파단강도가 높고, 반대로 크리프 속도가 낮았던 합

금들이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크리프

강도가 높았고 크리프 속도가 낮았던 B207과 B208 합금은 기준합금보다 높은 단면감소

율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207과 B208 강에서의 본 결과를 분석하면, 크리

프 변형이 2차 크리프 영역까지는 매우 낮은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일단 3차 크리프 영역

에 도달되면 크리프 파단 ductility가 다른 합금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보론 첨가가 크리프 파단 ductility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피복재 인장 특성 시험 및 평가

2차 후보 피복재에 대한 인장시험은 ASTM E21에 따라 수행하였다. Fig. 3.2.7.5는

상온에서 700℃의 온도범위에서 10종의 2차 후보 FM 강 (B201-B210)과 Gr. 92 강의 인

장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 온도 범위에서 B205 강을 제외한 모든 후보 강들의

항복강도는 Gr. 92 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강도 역시 모든 시험온도 범위에서

B205 강을 제외한 모든 후보 강들의 인장강도는 Gr. 92 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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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5 Tensile test results of the FM steels and Gr. 92 steel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700℃ (a) YS of B201-B205 and Gr. 92,

(b) YS of B206-B210 and Gr. 92, (c) UTS of B201-B205 and Gr. 92, and

(d) UTS of B206-B210 and Gr.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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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피복재 합금 재료 규격 선정

국내 소듐냉각고속로에 적용할 신피복재 합금의 개발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총 36종의

합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 합금에 대하여 기계적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피복관

재료의 규격을 선정하였다.

가. 신피복재 화학 성분

650℃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기준합금인 Gr.92보다 우수한 신피복재 합금을 개

발하였다. 그 합금 조성은 다음과 같다. 탄소 함량은 0.07%로 감소시켜 과도한 크롬 탄화

물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질소 함량은 0.08%로 증가시켜 질화물에 의한 크리프 강도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매우 안정한 석출물인 VX에 의한 석출강화를 위하여 바

나듐을 0.2% 첨가하였다. 노말라이징 처리시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성장하는데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제어하여 파괴인성의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

말라이징 시에도 분해되지 않고 석출상으로 존재하는 Nb 석출물의 크기와 분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석출물이 크리프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의

Nb 석출물을 얻기 위하여 니오비움을 0.2% 첨가하였다. 그리고 고용강화 효과를 가지면

서 일부 석출물에 치환되어 석출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텅스텐을 2%

첨가하였으며, 이 외에 보론과 지르코늄을 각각 0.006%, 0.05% 첨가하였다.

나. 신피복재 최적 냉간가공 및 중간 열처리 조건

미세하고 균일한 석출물 분포를 가진 마르텐사이트 단상 조직을 얻음으로서 기계

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냉간가공 및 중간 열처리 조건을 도출하였다. 우선

1050℃에서 노말라이징한 두께 4 mm의 판재를 550℃에서 2시간 동안 템퍼링하여

M23C6 석출물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MX 석출물만 생성시킨다. 이 판재를 두께 1 mm까

지 6회에 걸쳐 냉간가공 한다. 이때 압하율은 모두 18%이다. 각 냉간가공 공정 후에 중

간열처리를 한다. 중간열처리는 750℃에서 4.2분간 수행한다. 이후에 최종 열처리를 수행

한다.

다. 신피복재 최종 열처리 조건

신피복재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종의 열처리 조건을

도출하였다. 노말라이징은 1050℃에서 1시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 공기 중에서 냉각하였

다. 또한 노말라이징에 의한 마르텐사이트 변태시에 생성된 과도한 전위의 회복과 석출물

의 생성을 위한 템퍼링 열처리는 750℃에서 2시간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템퍼링 후에

는 공기 중에서 냉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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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피복재와 소듐의 양립성 시험

제작한 소듐-피복재 양립성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신피복재와 소듐냉각재와의 양립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SFR 핵연료 최대온도인 650℃에서 2333시간 동안 B201

(9Cr2W0.2V0.2Nb)에 대한 양립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HT9강 (12Cr1Mo0.5W0.3V0.02Nb)

과 Gr.92강 (9Cr2W0.2V0.07Nb)을 기준시편으로 함께 시험하였다. 시험 후 용존 산소농도

를 바나듐 wire 평형기법으로 측정한 결과 약 20ppm의 산소가 검출되었다. Table 3.2.9.1

은 소듐냉각재 환경에서 신피복재와 기준 피복재의 양립성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높은

크롬의 함량으로 인하여 HT9의 용출속도가 Gr.92에 비하여 낮았으며 신피복재의 용출속

도는 비슷한 합금원소를 갖는 기준합금인 Gr.92와 유사한 거동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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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Dissolution rate (㎛/yr)

HT9 (12Cr1Mo0.5W0.3V0.02Nb) 5.3

Gr.92 (9Cr2W0.2V0.07Nb) 6.7

B201 (9Cr2W0.2V0.2Nb) 7.8

Table 3.2.9.1 Compatibility result of the ferritic-martensitic steel

in the liquid sodium environment contained 20ppm

of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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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복재 고온 크리프시험 장치 설치

가. 고온 크리프 시험 장치 설계 및 제작

본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리프 본체, 자동드로우헤드(auto draw head), 3영역 고

온 전기로, Controller, Extensometer, 데이터수집 장치이며, 주요장치의 제작사양은 아래

와 같다 (Fig. 3.2.10.1).

- Load capacity : 2 ton

- Loading type : lever and weight type

- Lever ratio : 20:1

- Draw head for auto leveling : 100mm

- 3 Zone furnace and accuracy : 1100℃±2℃

- Heating element : Kanthal A-1,

- T/C : K type

- High temp. extensometer: Inconel alloy

- Software and data acquisition system

나. 시운전 및 가동

게이지 길이 이상의 균일한 온도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온도인 650℃를 기준으

로 하여 3영역 전기로의 온도를 보정하였다 (Fig. 3.2.10.2). 또한 하중을 부가할 때 발생

하는 레버 비에 따른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중보정도 수행하였다. 온도보정 결과

1000℃ 이하인 경우 ASTM 요구 조건인 ±2℃ 분포 범위 내에 크리프 시편의 게이지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장치의 설치 후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함

을 확인하였다. 여러 번 수행된 예비시험에서 매우 신뢰성 있는 크리프 시험데이터를 얻

을 수 있었다. 크리프 시험에서 얻는 주요 시험 데이터는 시간-변형률 크리프 곡선, 크리

프 연신율, 크리프 변형률 속도, 파단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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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1 Creep tester

Fig. 3.2.10.1 Temperature calibr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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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국내 소듐냉각 고속 실증로의 핵연료 피복관에 적용할 신피복재를 1단계에서 개발하

고자 하였다. 3회에 걸쳐 총 36종의 신피복재를 설계/제조하여 기계적 특성 (인장 및 크

리프 특성), 미세조직 분석 및 소듐 양립성 평가 등을 평가하였다. 3차 설계 합금 중에서

9종의 신피복재 합금이 기준 합금인 Gr.92 강 보다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

며, 소듐양립성 평가에서도 기준 합금과 유사한 dissolution rate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신피복재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피복재 합금에 대한 재료 규격 (화학성분,

제조 공정 등)을 선정하였고, 신피복재에 대한 물질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였으며, 국외에

도 출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복관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계적 성능을 30%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제조 공정을 국내 및 국외에 특허 출원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피복관 재료를 실 규모로 제조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고,

신피복재를 적용하여 피복관을 제조한 후에 노내/외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소듐냉각고속로 핵연료 피복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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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1. 개요

금속연료 성능 및 고온, 고연소도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반응

평가, 연료심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및 제작, 금속연료 노내거동

평가를 위한 전산모델 개발 및 예비 성능평가가 수행되었다.

SFR 금속연료는 금속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확산반응 및 공융현상 등에 의해 피복재

의 건전성이 감소하게 되다. 따라서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확산반응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리어 기술 개발 및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금속연료심 및 피복재 상호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속연료심/피복재/배리어 상호

반응 시험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상호반응 시험 및 미세조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리어 제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배리어 피복재 상호반응 시험에 의하여 배리어 피복재 성능을 평가

하였다.

SFR 금속연료는 조사시험을 통해 목표 연소도까지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하

며 성능검증 및 인허가를 위하여 조사시험은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 제조 금속연료심의

조사성능 검증을 위해서 하나로를 이용한 연소시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및 제작이 필수적이다.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를 위하여, 조사조건을 분석하고 캡슐 개념을

설정하였다. 조사캡슐 성능을 분석하고 캡슐의 안전성을 예비 평가하여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을 제작하였다.

금속연료 설계 평가 및 고연소도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노내 거동 예측 정확성이 우

수한 전산 코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금속연료 성능을 예비 평가할 수 있는 설계 코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MA 함유 금속연료에 대한 4종류의 모델, 즉 MA 함유 금속연료 열전도

도 모델, 연료봉다발 굽힘 및 접촉 변형 모델, MA 함유 원소재분배 모델 및 MA 함유

금속연료 핵분열기체방출 모델을 개발하였다.

금속연료 개념설계를 위하여 연료봉 설계인자 및 집합체 개념 평가를 수행하고, 금속

연료의 고온, 고연소도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SFR 금속연료의 성능과 타당성을 예

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과 참조 로심 자료를 이용하여 플레넘 대 연료심 부피비에

따른 피복관 건전성, 고연소도 타당성, 온도 제한치, CDF 설계 제한치, 최적 피복관 두께

및 집합체 휨 영향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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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예비평가

고속로에서 금속핵연료가 연소될 때 금속연료심의 팽윤에 의해 금속핵연료심과 피복

재가 서로 접촉하여 상호확산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U-Fe

계 금속간 화합물들은 그 공융점이 낮으므로 핵연료의 운전 온도가 높을 경우 용융되어

피복재의 건전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확산반응을 예비 평

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리어 피복재의 성능을 함께 평가하였다.

가. 상호반응 시험요건 설정

금속핵연료심과 피복재 상호반응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였다. U-10Zr 핵연

료와 Fe-Cr 피복재의 상호반응층 공융 온도가 약 725℃로 알려져 있으므로 [3.3.2.1], 시

험온도 및 시간을 각각 725℃ 이하(700℃)와 이상(740℃) 및 96시간과 25시간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배리어 피복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도상태를 모사하고 배리어

내구성을 평가할 조건인 800℃, 25시간 시험을 설정하였다. Fig. 3.3.2.1은 시험온도에 따

른 U-10Zr와 HT9 피복재의 상호반응 시험 결과이다. 700℃ 96시간 열처리한 경우, 핵연

료와 피복재 계면에 2 내지 3㎛ 두께의 반응층이 형성된 반면, 800℃ 25시간 열처리한 경

우, 핵연료와 피복재 계면에 광범위한 공융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50㎛ 두께의 공융 반

응층이 형성되었다. 반응층에 대한 EDX 관찰결과, 각 반응층은 U6(Fe,Cr), Zr(Fe,Cr)2 및

U(Fe,Cr)2 상으로 구성되었다.

나. U-Zr-X / 배리어 피복재 상호반응 시험

상호반응 및 공융 기본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최적 배리어 후보 물질을 선정하기 위

하여 U-Zr-X 합금과 배리어가 적용된 피복재와의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였다. 핵연료

를 모사하는 U-Zr-X의 조성은 U-10Zr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 U-10Zr 합금과 Fe-Cr

계 피복재의 상호반응현상을 일으키는 문턱 온도가 약 725℃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상호

반응 시험을 가속화하고 배리어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00℃에서 25시간 열처리하

였다. 핵연료-피복재 상호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 배리어 물질을 선정하기 위하여

20㎛ 두께의 상용 Zr, Nb, Cr, Ti, Mo, Nb 및 Ta 금속 foil을 이용하여 800℃에서 25시간

동안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여 상호반응 거동을 서로 비교하였다. 과도상태를 모사하는

800℃ 25시간 상호반응 시험 결과, Fig. 3.3.2.2와 같이 Cr과 V 박막은 초기의 두께를 유

지하고 있었으나 Zr 박막은 U-Zr 핵연료에 고용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Nb,

Ti, Mo, Ta 등은 U-Zr 핵연료와 상호반응하여 초기 두께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U-Zr

연료와 상호반응 층을 형성하였다. 특히 Nb 와 Ti 층의 EDX 조성분석 결과, U 원소가

확산 침투한 것을 측정할 수 있어 배리어로서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반

응 시험 결과, Cr과 V는 금속연료와 피복재와의 공융 및 상호반응을 방지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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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료심 성분과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최적 배리어 후보물질로

Cr과 V을 선정하였다.

금속 foil을 이용한 연구 외에 진공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리어 피복재와 금

속연료간 상호반응 거동을 연구하여 최적 배리어 물질 선정하고자 하였다. 진공증착법은

Direct Mag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Zr과 V, Ti를 각각 6㎛, 1.3㎛, 1.3㎛

의 두께로 증착한 후 U-10Zr 핵연료와 800℃, 25시간 동안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3.2.3은 진공증착된 배리어 피복재와 U-10Zr 금속연료간 상호반응 시험 결과이다.

Zr foil의 경우와 다르게 Zr을 표면에 증착시킨 시편의 경우, 금속연료와 피복재간에 상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깨끗한 계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EDX 관찰결과, 연료심 성분과

피복재 성분이 상호 확산되지 않은 우수한 상호반응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 V의 경우,

금속연료와 피복재간에 상호반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얇은 시편의 영향으로 V 배

리어가 일부 금속연료와 반응된 것이 확인되었다. Ti의 경우에도 V와 같이 금속연료와

피복재간에 상호반응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시험 후, 금속연료와 피복재 계면이 분리되었

지만 EDX 관찰 결과 Ti 배리어가 일부 금속연료와 반응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금속 foil과 증착법을 이용하여 V, Cr 및 Zr을 후보 배리어 물질로 도출하였다.



- 3-95 -

Fig. 3.3.2.1 Fuel-Clad Chemical Interaction (FCCI)

behavior between U-10Zr metal fuel

and HT9 cla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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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Result of the diffusion couple test of the metallic foil to

prevent F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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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Result of the diffusion couple test of the

vapor deposition to prevent F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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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체 휨 및 연료봉다발 굽힘 변형 예비평가

집합체 휨 및 연료봉 다발의 상호작용은 피복관 과도변형이나 국부 열집중점 생성과

같은 현상을 야기하여 금속연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집합체 거동평가를

위하여 연료봉 다발 굽힘평가 용 유한요소 모델을 설정하고 굽힘변형을 예비 평가하였다.

집합체/봉 거동 예비 평가를 위하여 ANSYS 코드를 활용한 유한요소 모델 개념을 설정

하였다. 모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19, 37, 127, 217개의 연료봉 평가를 위한 입력 자료

를 작성하고 연료봉 번들 휨을 분석하였다.

연료봉에 대한 모델링은 ETOILE[3.3.3.1]이나 MARSE[3.3.3.2] 코드의 모델링과 동일

하다. 연료봉 다발굽힘 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해

석 수행을 위한 입력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서도 개발된 유한요소

코드나 모델링을 검증하는 것은 elastic 부분의 검증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다

발의 기계적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압축 실험이 수행한 바 있다. 이 실험 관련 자료는 참

고문헌[3.3.3.3, 3.3.3.4]에 기술되어 있는데 개발된 ANSYS 유한요소 모델의 유효성을 검

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랩이 강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7, 127개 연료

봉번들 강성도를 평가하였다. 즉 와이어랩 피치 길이에 따른 강성도와, 와이어랩 피치 회

전수에 따른 강성도를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집합체 설계시 와이어랩 피치 길이 및 회전

수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모델 개선과

함께, 와이어랩 피치 길이에 따른 강성도, 와이어랩 피치 회전수에 따른 강성도를 평가하

고, 절점 변위 등을 평가하여 다발 굽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Fig. 3.3.3.1은 와이어랩 피치 길이에 따른 강성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와이어랩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봉 다발의 강성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

는 와이어랩 피치가 감소할수록 와이어랩이 덕트의 압축력에 반발하는 힘이 커진다는 것

을 나타낸다. 또한 번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연료봉 다발의 강성도는 증가하므로, 향후

271개의 연료봉 번들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3.3.3.2는 와이어랩 피치 회전수에 따른 강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치 회전수는 어느 정도이상이 되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와이

어 랩 회전수보다는 와이어랩 피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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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함유 금속연료 열전도도 모델개발

파이로 공정에서 공급되는 핵연료 물질은 Pu와 MA 뿐만 아니라 RE도 포함되어 있

다. MA와 RE가 금속 핵연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원소의 영향을 조사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E가 금속 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MA

함유 금속연료의 열전도도 모델을 개발하였다.

가. U-Zr-Ce 함금의 미세구조

Fig. 3.3.4.1은 U-10Zr-6Ce 합금의 미세구조이다. 50-100 μm 길이의 큰 석출물이

관찰되는데 이는 산소에 의하여 안정화된 Zr 상이다. 또한 좀 더 고 배율에서는 둥근 Ce

석출물이 관찰되며, Ce의 양은 3wt%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기지 내의 Ce 농도는 0.5at%

이하이었다.

나. 다원합금 열전도도 모델 분석

이원계 또는 삼원계 합금이 서로 완전 고용되는 경우에는 각 원소의 열전도도로부

터 합금의 열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RE가 포함된 U-Zr 금속 핵연료의 경우 RE상이

고용하지 않고 연료에 분산되므로 거시적 혼합물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RE가 U-Zr 기

지 자체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RE 상이 기지

내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지와 RE 상 계면의 열적 저항을 무시

하였다.

다. 열전도도 모델 예비 도출

이종 재료의 열전도도 상/하한 값 모델을 적용하여 RE 석출물이 등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였다. 각각 병렬과 직렬 모델로부터 상한치와 하한치를 얻었다.

RE 상이 연료심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Maxwell 모델과 Bruggeman 모델

을 적용하여 [3.3.4.1, 3.3.4.2] 등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RE 중에서 Ce

와 Nd의 열전도도가 비슷하므로 Ce의 열전도도로 RE의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상변태

온도 이하에서 Ce의 열전도도는 U-Zr의 열전도도에 비하여 20% 정도 작다. Fig. 3.3.4.2

는 RE 상이 등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매우 가혹한 경우에 해당하는 병

렬 및 직렬 모델을 제외하고 다른 모델로부터 얻은 열전도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3.3.4.3은 U-Zr에 Ce을 2, 4, 6% 넣을 때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그

림과 같이 6%까지 Ce을 넣을 경우 U-Zr 합금의 열전도도는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작은 차이는 Ce의 작은 부피 분율과 더불어 Ce 상의 열전도도가 기

지에 비하여 크게 낮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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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체 연료심 열전도도 분석

U-Zr에 2, 4, 6 wt%의 Ce을 첨가한 대체 연료심을 제조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

다. 열확산도는 레이저플래시 (Netzsch, LFA-427) 장치로 측정하였다. 이때 디스크 시편

의 직경은 8 mm에서 12 mm이었다. 밀도는 침수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편의 비열은

Kopp-Neumann 법칙으로 평가하였다. Fig. 3.3.4.4에 U-Zr에 Ce을 첨가할 때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U-Zr-Ce 열확산도 측정에 사용된 시편의 밀도는 U-10Zr과 비슷하였지만, 열확산

도는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Ce의 첨가로 인하여 밀도가 증가하고 열확산도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Zr양이 10%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며 EDX 결과에 의하여 확

인하였다. 측정한 열전도도는 열확산도, 밀도, 비열을 곱하여 평가한 값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열전도도에 미치는 밀도 변화의 영향은 다른 두 값보다 더 컸다. U-Zr의 열

전도도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였으며, Ce의 첨가로 인하여 열전도도는 약간 감소하였다.

예측된 열전도도는 측정한 값보다 작았으며, 이는 안정화된 지르코늄 상의 영향으로 추정

된다. 이와 같이 U-Zr 합금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Ce의 영향을 불균질 혼합 모델로 나타

낼 수 있었다[3.3.4.3].

마. 열전도도 모델 적용성 평가

RE를 함유하고 있는 U-Zr 합금의 열전도도를 평가하였다. RE 상이 기지 내에서

비균질 혼합물을 형성한다는 가정 아래 U-Zr-RE 합금의 열전도도를 계산하였다. U-Zr

합금의 열전도도는 RE의 첨가로 인하여 약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Zr-Ce 합금에 대하여 열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MA가

RE상에 주로 석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U-Pu-Zr 핵연료에서 MA에 의한 열전도도

변화를 현재의 모델을 적용하여 예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상세한 실험

적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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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Microstructure of U-Zr-Ce alloy in a backscatter

electron SEM, and the Ce-rich precipitates in the

U-Zr matrix under a higher magnification

(a) (b)

Fig. 3.3.4.2 Relative thermal conductivity of U-10Zr-6Ce; (a) as a function of

the relative thermal conductivity of Ce, (b) as a function of the

volume fraction of Ce (upper solid line : parallel, upper long

dashed line : Maxwell, upper dotted line : Bruggeman, lower

dotted line : EMT, lower long dashed line : Maxwell with

continuous Ce phase, and lower solid line :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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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봉다발 굽힘 및 접촉 변형 모델 개발

가. 다발 접촉모델 분석

SFR 핵연료에서는 연료봉의 반경방향 팽창 및 휨에 의하여 BDI (연료봉다발-덕

트 상호작용, Bundle-Duct Interaction)가 일어난다. BDI 조건에서는 피복관의 과도 변형

및 열집중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FR 핵연료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BDI 평가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BDI를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봉 굽힘 및 접촉모델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SFR 금속핵연료의 BDI를 분석하였다.

연료봉 굽힘변형은 ANSYS의 PIPE16 및 PIPE20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되었다.

오벌변형은 ANSYS의 LINK8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연료봉 접촉은 ANSYS의

CONTACT52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각 연료봉 하단은 고정되며 하단마개부터

와이어랩 시작점까지의 유한 요소수는 1개이다. 와이어랩부터 연료심까지의 요소수는 와

이어랩 1 피치당 12개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료심부터 플레넘까지의 요소수도 와이어랩

1 피치당 12개이다. 상단마개에서의 요소수는 1개이다.

나. 연료봉 다발 굽힘/접촉 모사 및 평가

SFR 핵연료의 BDI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71개 연료봉의 다발굽힘 및 접촉을 분

석하여야 하였지만, 여기에 필요한 절점수는 약 10만개이다. 따라서 개발된 모델의 타당

성 및 설계변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개 봉에 대한 BDI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19개 봉을 해석하기 위한 절점수는 약 1만개이었다. Fig. 3.3.5.1은 19개 및 271개 봉 다

발 굽힘/접촉을 나타내며, 개발된 연료봉 다발 굽힘 및 접촉 모델은 BDI 현상에 의한 과

도한 분산효과를 잘 모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3.3.5.2는 19개 연료봉 다발의 온도와이어랩 피치 길이 및 와이어랩 두께에 대

한 영향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이어랩 피치길이 증가시 절점

변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어랩 피치 길이의 증가는 와이어랩 회전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피치길이 200mm의 경우에 변위는 1.4mm이었으나 320mm의 경우

3.0mm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와이어랩 피치 길이의 증가가 절점 변위에 큰 영향을 미

쳤으며, 이는 연료봉 강성도가 연료봉 피치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평

가된다. 또한 온도 증가시 변위가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와이어랩의 두

께 감소시 변위가 증가하였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와이어랩 피치길

이가 다른 설계인자들보다 BDI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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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BDI

calculation for 19 and 271 fue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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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 함유 원소재분배 모델개발

가. 다원합금 원소재분배 모델 분석

SFR 금속핵연료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비확산성 핵연

료의 조성은 U-Pu-MA-RE-Zr이다. 그러나 U-Pu-Zr에 대한 원소재분배 실험 자료도 많

지 않지만 U-Pu-MA-RE-Zr에 대한 실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INL에서 발표한

MA의 원소재분배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 Am 혹은 Np의 재분배는 U, Zr 및 Pu의 재분

배와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6.1]. 즉 Am은 Zr의 원소재분배와 같은

경향에 나타내며 재분배되었다. 또한 Np은 Pu과 유사하게 반경방향으로 그다지 변화하

지 않았으므로, 이와같은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다원합금 원소재분배 모델을 개발하였다.

나. 기지내 석출물 원소재분배 모델 예비도출

원소재분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태도 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원 합금인

U-TRU-ZR 상태도를 작성하는 매우 어려우며 상태도를 작성하여도 각 상에 대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원합금 모델도 3원합금 모델 개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합리적인 준이원계 상태도를 이용한 원소재분배 모델을 개발하였다.

준이원계 상태도[3.3.6.2], Ishida모델 개념[3.3.6.3] 및 Hofman의 이론[3.3.6.4]을 이용하여

MA 원소재분배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작성하여 MACSIS에 이식하였다. Am은 Zr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원계의 확산 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다. 원소재분배 모델 적용성 분석

개발된 원소재분배 모델을 활용하여 금속연료 원소재분배를 평가하였다. Fig.

3.3.6.1은 3원 합금 원소재분배 및 Zr과 Am 초기농도를 나타내며, Fig. 3.3.6.2는 기지상에

서 확산에 의한 Am 원소재분배를 나타낸다. Zr 원소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동력

은 Zr의 농도구배에 따른 용해도 변화이며, Q* (heat of transport)도 큰 영향을 미친다.

Q*값이 -100,000kJ/mole 이하인 경우, 측정된 실험 데이터 및 계산값과 편차가 적게 나타

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Am의 원소재분배를 계산하면 연료심

중앙의 약 650℃에서 Am의 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료심 중간영역에서 Am이 고갈

되었다. 현재 개발된 모델은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Am의 재분배를 정량적으로 모사하지

는 않지만 정성적으로는 원소재분배 경향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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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고속로를 이용하여 핵연료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겠지만 세계적

으로 가용한 고속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국내의 고속로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 개

발이 착수된 현 시점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한 연소시험을 추진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SFR 금속핵연료의 1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설계와 핵연료봉의 제조에 필요

한 선행 단계의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하나로 조사 시험에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설정하고 목표 선출력, 연소도, 연소 기간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 시험에 사용할 시

험 캡슐 내 핵연료봉의 축 및 반경 방향 배치, 열중성자 차폐체 선정 등의 캡슐 개념을

정의하였다. 하나로 조사 시험에 필요한 연소 조건을 예비 분석하여 연구로내 조사 위치,

선출력, 연소도, 연소 기간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더불어 시험 캡슐의 성능을 예비 분석

하기 위하여 하나로 노물리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연료봉의 온도와 압력 등

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시험 캡슐이 하나로에 장전될 때 노심과의 양립성을 분석하고 소

듐-물 반응을 평가하였다.

가. 조사조건 예비분석

금속 핵연료의 연소특성을 하나로 시험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면온도를 높여서

핵연료봉 온도를 전체적으로 GEN-IV SFR 핵연료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3.3.7.1]. 연소시험 리그는 용접부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출력조건 하에서 연소기간

동안 노내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연소시험 리그는 노물리, 안전성, 기하학적 측

면에서 하나로와 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U-Zr 금속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은 정상 가

동 조건에서 OR5 조사 시험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하나로 조사 조

건은 다음과 같다 [3.3.7.2].

○ 조사공 : 하나로 OR5 조사공

○ 시험 핵연료봉 선출력

- 정상 운전시의 예상 최대 선출력 : 306 W/cm

- 보수성을 고려한 예상 최대 국부 선출력 : 352 W/cm

○ 냉각수 유량 : 2.5 kg/sec

○ 냉각수 압력 : 0.4 MPa

○ 목표 연소도 : 약 3 at%

○ 예상 소요 기간 : 약 150 EFPD

피복관의 내면온도는 600℃ 이하로 제한한다. 이 온도는 핵연료봉 선출력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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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복관과 외부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제어한다.

나. 조사캡슐 개념 설정

핵연료봉의 온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헬륨 간극층을 통하여 핵연료의 온도를 높이

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핵연료봉과 냉각수 사이에 스테인레스 관을 추가적으로 배치시켜

핵연료봉이 냉각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핵연료봉과 스테인레스 관 사이 간극에

헬륨을 넣어 온도상승을 꾀하여 원하는 핵연료봉 표면 온도를 얻을 수 있다 (Table

3.3.7.1, Fig. 3.3.7.1 및 Fig. 3.3.7.2). 더욱이 연료봉이 수냉각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파손되

는 경우에도 핵연료봉 간극물질인 Na의 추가적인 차단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피복관 내면온도의 제한치 때문에 핵연료봉 열속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봉 선출력

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연소도를 얻기 위해서는 심재의 직경을 줄여야

만 한다. 피복관 재질로는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강 환봉을 관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

다. 하나로는 열중성자속이 높아 LEU를 핵연료에 사용할 경우 출력이 매우 높아지므로

Hf 열중성자 차폐체를 사용하여 핵연료봉의 선출력을 조절한다. 연소시험 리그의 시험은

하나로 OR5 조사공에서 수행한다.

다. 조사캡슐 성능분석 및 설계

피복관의 내면온도를 600℃이하로 제한하는 핵연료봉의 선출력은 306W/cm로 계

산되었다. 이때 연소도 3at.%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0 EFPD이며, 하나로의 가동률을

67%로 설정하면 연소종료에 225일이 필요하다. 핵연료 성능 예비평가용으로 엑셀 모듈을

작성하여 연소조건을 입력으로 핵연료봉의 온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중성자속 분포, 압력

강하, ONB 온도를 고려하여 핵연료봉의 반경 및 축 방향배치를 설정하였다. 노내 핵연료

봉 출력과 분포를 MCNP로 계산하였고 (Table 3.3.7.2 및 Fig. 3.3.7.3) 핵연료봉의 온도와

변형률을 평가하였다 (Fig. 3.3.7.4). 연료봉과 캡슐은 설계 요건을 만족하였다 [3.3.7.3].

또한 시험 리그가 하나로에 장전될 때 노심과의 양립성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듐이 들어 있는 핵연료봉을 밀봉 튜브에 감싸도록 설계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였다. 만약 소듐이 누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소듐이 캡슐과 원자로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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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1 Design characteristics of capsule for HANARO SFR fuel test

항목 특징 대응 설계

U-10Zr

연료심

∘연료 단위체적당 높은 LEU 함유
량 ⇨ 연소 중 균일한 출력 유지

∘Hf 차폐체 두께 증가: 1.5mm

연료봉 내
Na 함유

∘연료심/피복관 갭 (0.45 mm)에
Na을 채움 ⇨ 갭 온도 상승 억제

∘이중 밀봉: 피복관+밀봉튜브
∘연료봉마다 이중 밀봉
∘그물망 설계

고온
피복관

∘연료 표면온도 증가 ⇨ SFR 조건
(팽윤, FGR, 원소재분배, FCCI)

∘피복관과 밀봉튜브 갭: 60μm

Table 3.3.7.2 Linear power of upper fuel rod with the movement of control rods

(W/cm)

핵연료의
축방향 위치
(cm)

제어봉
위치
(mm)

선출력 (W/cm)

봉1 봉2 봉3 봉4 봉5 봉6 평균 최대

10.0 ∼ 11.0

11.0 ∼ 12.0

12.0 ∼ 13.0

13.0 ∼ 14.0

14.0 ∼ 15.0

15.0 ∼ 16.0

350

188

162

151

150

149

166

187

161

156

152

149

163

182

161

154

151

151

163

194

175

167

162

163

172

201

175

166

161

162

172

185

161

158

155

154

167

165 201

10.0 ∼ 11.0

11.0 ∼ 12.0

12.0 ∼ 13.0

13.0 ∼ 14.0

14.0 ∼ 15.0

15.0 ∼ 16.0

450

212

190

180

173

170

184

214

190

185

176

169

182

222

198

178

176

170

179

235

207

189

182

184

191

225

201

193

188

176

190

211

188

180

176

178

187

190 235

10.0 ∼ 11.0

11.0 ∼ 12.0

12.0 ∼ 13.0

13.0 ∼ 14.0

14.0 ∼ 15.0

15.0 ∼ 16.0

550

245

217

204

203

203

216

256

232

224

220

215

228

269

243

233

224

227

233

269

243

230

221

222

239

256

228

219

215

216

224

236

210

201

201

202

212

226 269

10.0 ∼ 11.0

11.0 ∼ 12.0

12.0 ∼ 13.0

13.0 ∼ 14.0

14.0 ∼ 15.0

15.0 ∼ 16.0

650

255

229

225

225

224

245

276

249

240

240

239

262

287

252

249

246

250

276

284

254

247

248

242

273

270

243

235

228

230

250

270

243

235

228

230

250

24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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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1 Cross section of fuel cooling channel

Fig. 3.3.7.2 Cross section of fuel irradiation capsule



- 3-112 -

Fig. 3.3.7.3 MCNP model on XY plane for HANARO SFR fuel test

Fig. 3.3.7.4 Clad strain and CDF as a function of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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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장치 설계

금속 foil을 이용하여 최적의 배리어 재질을 도출한 후, 이를 피복관 내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배리어 성능 및 제조성을 분석하여 실용적 배리어를 도출하였

다. 배리어 층을 피복관 내에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해도금법, 증착법, 산화/질화 피

막법, 금속 라이닝 등을 고려하였다.

전해도금은 전해액에 전극과 피복재를 넣고 피복재에 음극 전위를 유도하여 피복재에

배리어 물질을 전해 침적시키는 방법이다. 80℃ 이하의 저온에서 피복관 내부에 피막형성

이 용이하므로 제조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두께 이상 코팅 시 피막에 균열

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증착법은 피복재 표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피막층

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물리적 증착법은 전자기 유도의 특성상, 피복관 내벽에 층을 형

성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화학적 증착법은 피복관 내벽에 층을 형성시키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배리어 형성을 위한 반응가스와 Target 물질 선정과 최적의 배리어

층 형성을 위한 최적 반응 온도 및 가스유량 조건 도출이 필요하다. 산화법 및 질화법은

피복재를 산화성, 질화성 분위기에서 일정시간 노출시켜 피복재에 산화층 또는 질화층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피복재 내벽에 적용

하기 용이한 방법이나 산화층 및 질화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온도, 시간 및

분위기)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속 라이닝은 금속재질을 피복관 내벽에 균일한 두

께로 효율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조성을 분석한 결과, 전해도금법을 피복관

내부에 배리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강 피복재 위에 Cr 층 코팅을 위하여 250g/l의 CrO3와 2.5g/l

의 H2SO4를 함유하는 Sargent 액을 사용하여 약 35A/dm2의 전류밀도로 전해도금을 수

행하였다. 이때 전극은 Pb-Sn 합금을 사용하였으며 전해액의 온도는 50℃로 유지하였다.

Fig. 3.3.8.1은 피복재 표면에 Cr 층을 도금하기 위한 실험장치와 Cr 도금후 U-10Zr 금속

연료와 상호반응 시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50℃의 전해액에서 35A/dm2의 전류밀도로 1시

간 동안 도금한 시편(Hard Cr)의 경우 도금층 단면을 따라서 많은 균열이 발생하여 이것

이 U 확산의 통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도금 균열을 줄여 치밀한 피막을 만들기 위해

80℃의 전해액에서 56A/dm2의 전류밀도로 2시간 동안 도금하였고(Crack free Cr) 그 결

과, 도금균열이 현저하게 줄어든 치밀한 도금피막을 얻을 수 있었다. 판재시편에서 도출

한 도금조건(도금액 온도 및 전류밀도 등)을 토대로 tube 도금장치의 제작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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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r

electroplating device and the diffusion

couple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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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 함유 금속연료 핵분열기체방출 모델 개발

가. MA에 의한 He 생성

기존의 핵연료성능평가모델에서는 Am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MA에 의한 핵분

열기체 방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241Am에 의한 He의 생성량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 INL의 핵분열기체방출 자료인 X501(U-20.2Pu-9.1Zr-1.2Am-1.2Np)을 분석한

결과 241Am 1g당 165일마다 약 50ml의 He을 방출된다고 분석되었다 [3.3.9.1]. 따라서

U-TRU-Zr 금속연료봉에 함유되는 241Am의 양을 고려하여, He 생성효과를 삽입하였다.

나. He 방출 모델

X501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분열기체방출 거동은 MA가 첨가되더라도

U-Pu-Zr과 전체적인 거동은 유사하며, Am에 의한 He은 약간 높은 방출율을 나타내었

다. MACSIS에 He 가스양을 포함시켜 핵분열기체 방출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보수

적으로 Am 농도는 연소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MACSIS 코드 내에 MA

첨가에 의한 He방출 효과를 모델링하고 부프로그램 HeRel을 설치하였다. (Fig. 3.3.9.1).

결정입계 내부의 He 확산거동 및 기포생성/이동에 의한 방출모델에 대해서는

Booth[3.3.92]의 고전적 확산이론이 적용되었다. 핵연료봉내 자유공간으로의 He 방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결정입계에서의 핵분열생성 기체원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기포 생성/성

장, 기체방출, 축적된 기포크기 분포도를 계산하고 여기서 입계면에서의 임계조건[3.3.9.3]

을 고려하여 He방출을 계산하였다.

다. He 및 핵분열가스 방출 계산

Fig. 3.3.9.2는 MACSIS 코드에 의해 계산된 at.%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기체 방출

을 나타낸다. 고속로 연료심인 U-TRU-10Zr의 경우, 핵분열기체는 연소도 1-2%에서 급

격한 방출율을 나타내며 약 10at%에서 79%의 방출율을 나타낸다.

또한 Fig. 3.3.9.2에 MACSIS 코드내에 설치된 HeRel에 의해 계산된 He 방출율을

나타내었다. X501에 의해 예측된 바와 같이 기존의 핵분열기체 방출율보다 높은 90%정

도의 방출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되어, 개발된 He 방출모델은 He 방출율을 잘 모사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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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1 HeRel subroutine for the He Release calculation

Fig. 3.3.9.2 Calculation of He & FG relea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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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 함유 핵연료 예비성능 평가

가. 금속연료 성능 및 설계 제한치 평가

소듐냉각고속로에 사용되는 금속연료는 연료용융, 공융, 피복관 변형률 및 피복관

CDF (누적손상분율) 등을 분석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제한요소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열전도도, 팽윤, 핵분열기체방출, FCMI (연료심/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

FCCI (연료심/피복관 화학적 상호작용) 및 성분원소 재분배 등을 중심으로 U-TRU-Zr

노내 성능을 분석하고 있다[3.3.10.1]. 이러한 노내 거동은 MACSIS 코드 [3.3.10.2]를 활용

하여 금속연료 성능 인자를 분석하고, 설계 제한치를 평가하였다. MACSIS를 활용한 주

요 금속연료 용융 제한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료용융 제한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료 반경방향 온도를 분석하였다. 금속연

료 용융온도 제한치는 955°C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료용융에는 충분한 여유

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공융 제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연료심 표면 온도 제한치를 TRU 함유량에 다

라 650-700°C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융 제한치는 만족할 수 있지만 거의 여

유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융 선출력은 350 W/cm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공융 제한치에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리어 피복관 개념

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복관 건전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하나는 변형률 제한치 접근방법이

며, 두번째는 CDF 평가방법이다. 열적 크립에 의한 변형률 제한치는 1%, CDF 제한치는

0.001로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 방출연소도에서 피복관 건전성 제한치를 만족할 수 있지

만 여유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200MWe 자체순환로심에 대하여 최소 피복관 두께 설정을 위한 연료봉 설

계 제한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피복관 두께는 0.595mm, 플레넘 대 연료심 부

피비가 2.5인 경우, 피복관 두께는 CDF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3.3.10.1 참조) 피복관 두께를 최소로 줄일경우, 약 0.576 mm까지 줄일수 있지만, 현

재 0.02 mm 정도의 배리어를 고려하여 배리어 두께를 피복관 두께와 결합한다면 참조

설계인 0.595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노심 설계시에는 현재의 참조 설계인 0.595mm를 최

소 피복관 두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소로심에 대하여 최소 피복관 두께 설정을 위하여, 반경/두께에 대한 CDF 제한

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CDF 제한치는 반경/두께뿐만 아니라 플레넘/연료심 부피비 및 피

복관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연료봉 직경 7mm, 플레넘/연료심 부피비 2.25 및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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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650°C 일 경우, 반경/두께비가 5이하이면 CDF 제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의 연소로 설계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집합체 최대 휨 평가

대용량 소듐냉각 연소로심 (1,200MWe)에 대하여 집합체 최대 휨 분석을 수행하였

다. 집합체 휨 해석을 위하여 CRAMP코드를 사용하였다. 집합체의 노심이력을 모의하기

위하여 주기별로 주기초에서 출력이 2배까지 상승한 뒤 정상상태로 회복되며, 주기말에서

도 2배로 상승한 뒤 정상상태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여 CRAMP 입력용 주기를 도출하였

다.

집합체 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집합체 pad 간극에 따른 집합체 휨을

평가하였다. 간극이 1.0mm인 경우, 집합체 휨은 최대 약 6mm이었다. 평가결과, 노심 내

부의 핵연료집합체는 노심 내부방향으로, 노심 중앙부 및 외부의 핵연료집합체는 노심 외

부방향으로 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형 차폐군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집합체 축방향

중앙부를 중심으로 노심내부로 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정확한 반응도계

수가 없어서 반응도 현상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음반응도를 줄 수 있는 집합체 휨 모양

으로 평가된다. 간극이 0.4mm인 경우, 집합체 휨은 최대 약 3mm이었다. 노심배열에서

중앙에 위치한 집합체 휨을 Fig. 3.3.10.2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간극이 1mm인 경우

와 같이, 노심 내부의 핵연료집합체는 노심 내부방향으로, 노심 중앙부 및 외부의 핵연료

집합체는 노심 외부방향으로 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집합체 축방향 중앙부를 중심으로 노심내부로 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므

로, 음반응도를 줄 수 있는 집합체 휨 모양으로 평가되었다. 제어봉 집합체의 휨은 약

2.5mm 정도이었으며 간극이 1mm인 경우에 비하여 제어봉 휨을 1/2로 줄어든 것으로 평

가되었다. 위와 같이 대용량 연소로심에서는 집합체 휨을 줄이기 위하여 pad 간극이

0.4mm일 경우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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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제작

조사시험 캡슐 제작성을 평가하고 캡슐 부품과 봉단 마개 용접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U-Zr 금속연료의 가공성을 확인하였다. 조사 시험 부품의 제작을 협의하였으며 피복관,

밀봉 튜브를 구매하였다. 동시에 이들 부품을 상세 설계하고 제작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부품의 구매, 제작,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시험 캡슐의 열수력 시험을 위

한 요건 설정, 제반 시험 장치를 준비하였으며, 상온에서 소듐/물 반응시험으로 캡슐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가. 조사시험 캡슐 부품, 캡슐 본체 설계 및 제작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를 수행하였다. 피복관과 밀

봉튜브를 구매하였으며 [3.3.11.1], 하나로내 캡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소듐/물 반응평

가와 시험을 수행하였다. 캡슐 부품과 봉단마개 용접 방법을 선정하여 용접 장비 및 시설

을 구성하였다. 금속연료 하나로 1차 조사시험에 사용할 피복관과 밀봉튜브 관련 부품의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 제작도면 작성, 구매, 제작,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3.11.1에 제조한 피복관과 밀봉튜브의 제작 도면 및 제품을 나타내었다.

나. 밀봉튜브-피복관의 편심도 영향 평가

밀봉튜브와 피복관의 설계 반경 간극이 60μm에 불과하지만 이 간극에서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밀봉튜브와 피복관을 가공할 때 두 부품 사이의 편심 등이 온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영향을 평가하였다. 하단의 측정 공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밀봉튜브와 피복관의 반경 편심도는 10.5μm이었다. 보수적으로 열팽창을 무시하고 온도

를 계산하였다. Fig. 3.3.11.2에 온도 계산에 사용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 피복관

외면 온도 변화는 -19∼28℃ 정도로 밀봉튜브-피복관의 편심도가 두 부품의 건전성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 열수력 및 진동 시험

SFR 연료 조사시험 캡슐은 HITE 캡슐 (28개월 연소) 설계를[3.3.11.2] 채택하였으

며 연료봉이 위치하는 영역의 배치만 다른 구조로 하나로의 열수력 및 진동 조건에서 검

증된 구조이다 (Fig. 3.3.11.3 및 Fig. 3.3.11.4). 열수력 시험과 진동시험을 위한 요건, 절

차, 시험 계획, 장치 등을 구비하였다 [3.3.11.3].

○ 변위 허용 기준 : 캡슐 진동 변위가 진동변위 한계인 300μm 이내이어야 함.

○ 측정 항목 : Peak Amplitude, RMS Amplitude, 진동 주파수특성

○ 측정 조건 : 온도=40℃, 유량=압력강하 200kPa 일 때의 11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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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설비 : 단일 채널 루프

○ 측정 장비 : Laser Vibrometer 및 레이저 반사 테이프

○ 측정 방법 : 캡슐 상단의 Grapple Head부분에 대하여 한 지점 측정

압력강하 시험 결과 ΔP=209kPa에서 6.2kg/s으로 하나로 OR 조사공 유량 조건인

12.7kg/s이하를 만족하였다. SFR 캡슐의 내구성 시험은 노심유량 369kg/s에서 하나로 유

동 모의 설비 (half core)에서 수행하며 하나로 조사시험 기간의 1/10인 15일 동안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캡슐 각 부품의 시험 전후 마모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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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1.1 Cladding and sealing tubes for HANARO SFR fuel test.

a) Fabrication drawing, (b) Assembled units for cladding and

sealin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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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 Effect of eccentricity between cladding and sealing tubes 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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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1.3 Capsules for HANARO SFR fuel test

(a) Mockup capsule, (b) Capsule for thermohydraulic & endurance tests

(a) (b)

Fig. 3.3.11.4 Capsule installed for thermohydraulic test

(a) Overall appearance, (b) Reflective tape attached for vibr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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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시험장치 제작

상호반응 시험기술동향 분석 후, 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실험 평가에 필요한 최적

요건을 설정하여 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상호반응 시험시편은 금속연료와 피복재 시편을

각각 원판모양으로 가공한 후, 표면을 최대 1200번까지 연마하여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표면 거칠기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연마가 끝난 두 시편을 맞닿게 한 후에 Ta 박판을

시편 외부에 감싸 시험 도중 시편 외부로 발생할 수 있는 시편 성분의 불필요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상호반응 시험은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나사형 클램프에 시편을 장착

한 후, 일정한 토크의 응력으로 체결한 다음 석영관 내부에 진공 밀봉후 열처리로에서 일

정 온도와 시간동안 상호반응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상기 방식은 일본 CRIEPI에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시험방식이 클램프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 시험 후 시편 회

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클램프를 양방향으로 가공하

여 상호반응 시험 후 시편 회수시간이 단축되며, 시편이 클램프에 고착되는 경우 시편회

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클램프를 절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과 동시에 반복 재사용

이 가능하고 미세조직 관찰 시편 제조가 용이하도록 상호반응 시험장치를 Fig.

3.3.12.1(a)와 같이 개선하였다.

피복관 튜브에 배리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Cr 층을 피복재 내부에 도금하기 위한 장

치를 Fig. 3.3.12.1(b)와 같이 제작하였다. Sargent 도금액을 전극이 관통된 피복관 튜브

내부로 순환시키면서 튜브 내부에만 Cr 도금을 수행할 수 있어 핵연료 피복관과 같이 가

늘고 긴 형상을 갖는 부품에 효과적으로 도금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도금전류

파형을 조절하여 약 20㎛의 Cr 도금층이 균일하게 도금되도록 하여 배리어 제조성을 개

선하였다. 내경 7mm, 길이 51mm로 가공한 Gr.91 (modified 9Cr-1Mo) 피복재 튜브와

Pb-Sn wire를 이용하여 50℃의 전해액에서 35A/dm2의 전류밀도로 1시간 동안 내벽에

Cr 층을 도금하였고 제작한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약 20㎛의

Cr 도금층이 길이방향을 따라 tube 내면에 균일하게 도금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전해도금법을 통해 균일한 배리어 층을 피복관 내부에 효과적으로 코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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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2.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odified

diffusion couple test (b)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evice for electroplating

inner surface of th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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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SFR 금속연료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금속연료 성능영향 평가 및 설계기술 정립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반응평가, 연료심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및 제작, 금속연료 노내거동 평가를 위한 전산모델 개발 및 예비 성

능평가가 수행되었다.

연료심과 피복재의 상호반응평가에서는, 상호반응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실험장치를

제작한 후, U-Zr-X 연료심, 피복재 및 배리어 시편제조 후 상호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V, Cr, Zr 배리어의 연료심/피복재 공융반응 억제효과를 확인하여 배리어 후보물질

(Cr, V)을 선정하였으며, 실용적 배리어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료심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및 제작에서는, 고속로 조건의

온도(500℃ 이상) 및 출력밀도 (20kw/m 이상)를 만족하는 조사시험 연료봉과 조사캡슐을

설계하였으며, 단시간 고연소도 달성 위해 중성자 차폐체 특성을 평가하였고 소듐장입 연

료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헬륨간극이 있는 2중 튜브형 캡슐을 설계, 제작하였다.

금속연료 노내거동 평가를 위한 전산모델 개발에서는, 다원합금 열전도도 모델을 분

석하고, MA 함유 다원계 합금 열전도도 모델 개발후 U-Zr-X 연료심(6종)의 열전도도

측정실험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ANSYS을 이용한 연료봉다발-덕트 상호작용 평

가모델을 개발하여 연료봉 굽힘과 접촉 변형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3원합금 및 다원 합

금 원소재분배 모델을 분석한 후, Am 원소재분배 모델을 구축하였다. INL의 X501핵분열

기체방출 자료를 분석하여 MA 첨가에 의한 He 방출효과를 모델링하였다.

금속연료 예비 성능평가에서는, 연료봉 설계인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금속연료의 고

연소도 및 고온운전 타당성을 평가하여 MA함유 금속연료 예비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료봉 다발 굽힘변형 및 집합체 휨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료심과 피복관 사이 공융방지를 위한 배리어 후보물질(Cr, V)을 실험으

로 검증하였고 실용적으로 피복관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개발하였고, 하나로를 이용한 고

속로 조건에서 금속연료심의 조사성능 검증을 위한 조사시험 캡슐을 설계하고 제작하였

다. 또한 MA를 함유한 금속연료의 성능평가 모델 4종(열전도도, 연료봉 굽힘/접촉 변형,

원소재분배, 핵분열기체 방출)을 개발하고 설계인자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성능평가 결과는 금속연료의 안전성 현안인 공융을 방지하지 위하여 피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고. 제작된 조사 캡슐을 활용하여 하나로 조사 시험

및 추후 계획된 조사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료 설계와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 체계 구축 및 연료 예비 성능 평가에서 취득한 경험은 개념 설계에 직접 활

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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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 제조 및 미세조직

최적화

․용해주조로 설계

․원격 연료심 제조 Mock-up

장치설계

․금속연료 제조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

․MA 함유 핵연료 원격제조

기술 및 공정폐기물 분석

․용해주조 기초기술 개발

․금속연료심 제조기기 설계

및 제작

․원격 금속연료심 제조 핵심

모듈장치 기본 설계 및

Mock-up 시험 시설구축

․금속연료심 재료물성 예비

시험

․용해주조 기초기술 확보

- 연구달성도: 100%

- 금속연료심 진공감압 용해주조로 설계 (’07)

- 용해로체, 주조방안, 도가니 집합체, 가압장치 등 제작 설계도,

시방서 작성 및 제조방법 특허출원 (’07)

- 금속연료심 원격 제조 운용성 평가용 장치 개념설정 및 후보

용해주조로 원격 운용성 예비평가 (’07)

- 원격 조작기 4대 확보 및 Mock-up 시설보완 방안도출 (’07)

- 핵연료심 제조기술 현황분석 및 최신 제조기술 동향조사 (’07)

- 다양한 주조방법 비교/평가, 용해주조기술 타당성 평가 및

특허출원 (’07)

- 원격제조 경험자료(EBR-II, IFR) 분석을 통한 금속

연료심/연료봉 원격제조 핵심기술 평가항목 도출 (’07)

- 금속 핵연료 제조 공정폐기물 처리 방안제시 (’07)

- 자체 설계/제작한 진공감압 용해주조로 사용 실제 크기(φ6mm x

L300mm) 금속연료심 시제품(U-Zr) 제조 (’08)

- 감마 라디오그래피, 조성, 밀도, 결정구조, 미세조직 시험 등을

통해 시제품 연료심 건전성 확인 (’08)

- 용해주조 후 몰더로부터 연료심을 건전하게 분리하는 장치 설계 및

제작 (’08)

- 기존시설을 이용한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Mock-up 시험시설

구축 및 핵심부품 자체제작 (’08)

- 금속연료심 진공감압 용해주조장치 제작도면 분석 및 Pro-E

소프트웨어 이용 모듈장치 개념설계 (’08)

- 2원계(U-Zr)와 3원계(U-Zr-Ce) 연료심의 미세조직 관찰 및

열적/기계적 특성평가 (’08)

- 연료심 용해주조장치 성능개선을 위해 주형 가열시스템 개선

(’09)

․주형 예열온도 상승/출탕방식 변경

․용해주조 분위기 변화에 따른 연료심 예비제조

- U-Zr과 U-Zr-Ce 연료심 용해주조 시험 (’09)

- 모의 U-Zr-X 연료심 용해주조 (’09)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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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시뮬레이션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조

․금속핵연료심 재료물성

시험 및 평가

․용해주조로 제작

- 연료심 용해주조로 원격 운영성 평가용 1차 형상화 작업 완료 및

구체적 모듈화 예비방안 설정 (’09)

- 연료심 용해주조장치 상세 모듈화 및 각 모듈별 세부 기본설계

(’09)

- Pro-E 소프트웨어 이용 금속연료심 원격제조 시뮬레이션 (’09)

-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심 사양 선정 및 용해주조 조건설정 및

준비 (’09)

- 조사시험용 축소시편 제조 (’09)

- 금속연료심 미세조직 관찰 (’09)

- 금속연료심 밀도 및 열확산도 측정시험 (’09)

- 금속연료심 비열 및 열전도도 측정시험 (’09)

- 진공/감압 겸용 금속연료심 용해주조로 시작품 제작 (’07)

- U-Zr 및 U-Zr-(Ce,Nd) 합금 시제조(12종) 및 특성실험

(밀도/성분분석/미세조직/상분석) (’07)

- 저압주조, 중력주조 및 연속주조법에 의한 연료심 예비 제조

(’07)

○신피복재 성능평가

․피복관 열 및 기계물성

자료 수집 및 분석

․피복재 합금 1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제조

․후보 피복재 인장특성 평가

․후보 피복재 크리프 특성

평가

․후보 피복재 충격 특성

평가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설계

- 연구달성도: 100%

- 다양한 고속로 피복재 열적/기계물성 자료분석 및 보고서 (’07)

- 피복재 관련 국내외 특허현황 분석 및 보고서 (’07)

- 합금 조성(B, C, V, Nb, Ta)의 영향과 중성자 조사 특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후보합금 10종 설계 (’07)

- 1차 후보합금에 대해 잉곳(30kg)제조, 열간압연, 열처리

(1050oC×1h, 750oC×2h), 인장/크리프/충격/미세조직 평가용

시편제조 (’07)

- 예비 후보합금 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차 후보군 (9종) 설계

및 제조

- 20∼700oC 온도에서 예비 후보합금 피복재(10종) 인장시험 (’07)

- 5종의 후보합금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기준합금(HT9, Gr.92)과

비슷하거나 우수함 (’07)

- 핵연료피복관의 최대 설계온도인 650oC에서 일정 하중(110, 120,

130, 140 MPa)에서 최소 1,000h 이상 단기 크리프 시험수행 (’07)

- 크리프 변형속도, 파단강도, Larson-Miller 매개변수 평가:

일부(4종) 후보 피복재의 크리프 저항성은 기준합금보다 우수

(’07)

- 1차 후보 피복재 합금 충격특성 평가실험(-30∼+100oC) 및 평가

(’07)

- 피복재/소듐 양립성 기술현황 분석, 시험요건 설정 및 시험장치

설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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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후보 피복재 인장/충격 특성

시험 및 평가

․피복재 합금 2차 후보군

도출 및 시험 제조

․신피복재 고온 크리프 특성

시험 및 평가

․신피복재 합금 재료 규격

선정

․피복재 고온 크리프시험

장치 설치

․고온 크리프시험 장치 설계,

제작 및 설치

․피복재와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제작

- 일정하중 방식으로 ASTM E130에 따라 1차 후보 합금(9종) 고온

크리프 시험: 4종 후보합금의 크리프 특성은 기준합금보다 우수 (’08)

- 피복관 제조공정 변수도출을 위한 공정변수 (냉간 가공 및 열처리

등) 평가시험: 고온 인장강도 약 30% 향상 (’08)

- 1차 후보합금(9종) ASTM E8에 따라 고온(25-700oC) 인장 시험 및

평가: 7종 후보합금의 인장특성은 기준합금 보다 비슷하거나 우수

(’08)

- 1차 후보합금 ASTM E23에 따라 충격 시험 및 평가 (’08)

- 독자소유권 확보 가능한 2차 후보군 합금(16종) 설계 (’08)

- 합금원소를 진공용해, 열간압연 및 열처리하여 2차 후보군 합금

시험제조 및 평가시험 수행: 14종 인장강도 기준 피복재 보다

우수 (’08)

- 2차 후보군 합금(16종) 650oC, 150-140MPa조건 크리프

특성시험 완료 (’09)

․2차 후보합금(13종) 650oC 인장강도: 기준합금 보다 우수

․2차 후보합금(9종) 650oC 크리프 특성: 기준합금보다 우수

(그 중 5종은 크리프 파단시간 2배 이상 증가)

- 2차 후보군 합금 650oC, 130-100MPa 조건 크리프 특성시험 (’09)

- 신피복재(2차 후보군 합금) 특허성 정밀분석 (’09)

- 신피복재 합금 제조공정(냉간가공, 중간열처리) 시험 (’09)

- 신피복재(2차 후보군 합금) 재료규격 선정 및 국내외 특허출원

(’09)

- 소듐 양립성 시험장치 보완 및 시운전 (’09)

- 기존 합금(SS316) 소듐양립성 예비시험 완료 (’09)

- 신피복재 및 기준합금 소듐양립성 시험 및 분석 (’09)

- 장시간 온도와 하중 제어가 가능한 크리프시험 장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후 후보 피복재 크리프 시험에 사용 (’07)

- 양립성 시험장치 국외 기술현황 분석, 시험장치 설계, 제작 및 설치

(’08)

○MA 함유 금속연료 성능평가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예비평가

․집합체 휨 및 연료봉다발

굽힘 변형 예비평가

- 연구달성도: 100%

- 상호반응 실험조건 설정 및 판상시편 실험장치 제작 (’07)

- U-Zr-X 연료심(6종), 피복재(2종) 및 barrier(8종) 상호반응

실험 (’07)

- V, Cr 및 Cr2O3 Barrier 층의 공융반응 억제효과 확인 및 barrier

특허출원 (’07)

- ANSYS 코드 기반 모델링을 통해 연료봉 다발 굽힘변형 분석 및

설계 타당성 확인 (’07)

- 연료봉 설계인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금속연료의 고연소도 및

고온운전 타당성 평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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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함유 금속연료

열전도도 모델개발

․연료봉다발 굽힘 및 접촉

변형 모델 개발

․MA 함유 원소재분배

모델개발

․고속로 조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설계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노외 시험장치 설계

․MA 함유 금속연료 핵분열

기체 방출모델 개발

․MA 함유 핵연료 예비성능

평가

․금속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 제작

․금속핵연료심/피복재

상호반응 시험장치 제작

- 다원합금 열전도도 모델분석 및 MA 함유 다원계 합금 열전도도

모델 개발 (’07)

- U-Zr-X 연료심(6종)의 열전도도 측정실험 및 모델 개발/검증

(’07)

- 국외 연료봉다발-덕트 상호작용 모델 분석 및 ANSYS를 이용한

연료봉 굽힘/접촉 변형 평가모델 개발 (’08)

- 핵연료봉 다발 굽힘 및 접촉거동 평가 (’08)

- 기존 3원계 합금모델에 기반하여 다원계 합금 MA 영향 고려한

원소재분배 거동분석 모델개발 (’08)

- 3원계 합금(U-X-Zr)에서 MA 원소재분배 거동모사 (’08)

- 고속로 조건 만족하는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설계: 연소조건(온도,

출력밀도 등) 설정, 조사시험 리그 모델링 및 피복관

최대온도(500℃이상) 계산 (’08)

- 고연소도 단기간 달성을 위한 최적 차폐체 선정 및 2중

밀봉방식에 의한 조사캡슐 안전성 확보 (’08)

- Barrier 후보물질 공융특성 상호반응 평가시험 및 최적 Barrier

후보물질 (Cr, V) 선정 (’08)

- 실용적인 전해도금법으로 Cr Barrier(20μm)를 제조 및 연료심/Cr

barrier/피복재 상호반응 시험을 통해 공융방지 기능검증 (’08)

- 전해도금(Cr) 및 CVD(Zr) Barrier 물질 상호반응 검증시험 (’09)

- U-X-Zr/전해도금(Cr) Barrier 상호반응 검증시험 (’09)

- 660oC에서 장기(90일) 공융 상호반응 검증시험 (’09)

- MA 금속연료 FGR 자료(X501, AFC-1) 분석 (’09)

- MA 금속연료 He 거동자료(X501, AFC-1) 분석 (’09)

- FGR 거동모델 개발 및 MACSIS 코드 적용 (’09)

- MA 금속연료 피복관 두께 민감도 분석 (’09)

- MA 금속연료 소듐본딩 타당성(CDF 평가, Smeared 밀도

제한치) 분석 (’09)

- MA 금속연료 예비 성능평가(연료심 직경/제조성, 피복관 온도,

피복관 두께) (’09)

- 금속연료 조사시험 캡슐 소듐-물 반응 안전성 시험 및 장치

특허출원(’09)

- 금속연료 조사시험 캡슐 제작협의 및 부품 가공 (’09)

- 금속연료 조사시험 캡슐 제작완료 (’09)

- 연료심/피복관(튜브) 상호반응 시험기술 자료조사/분석 및 설계

(’09)

- 연료심/피복관 상호반응 시험장치 부품구매 및 제작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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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 기여도

SFR 핵연료 기술은 민감 기술로 분류되어 ‘06년까지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

행하지 못했으나, 2007년에 착수한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EU가 참여하는 GIF SFR

Advanced Fuel 국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핵연료 제조기술’,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신

피복재 개발’ 및 ‘MA 함유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시험 및 평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

1단계(’07-’09년)의 SFR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 성과는 2단계(‘10-’11년)에 국내

산업체(예, POSCO특수강(주), 일진경금속(주))가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속연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2016년 이후에 SFR 금속연료 설계/제조를 포

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내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TRU 핵연료 제조 연구시설 설계와 건설 계획에 본격적으로 산업체의 관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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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본 ‘SFR 핵연료 핵심기반기술 개발’과제는 민감한 기술분야로 분류되어 ’07년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이제 연구의 첫 걸음을 시작한 단계이다. 본 연구과제에서 추

구하는 최종 목표는 ’28년 건설예정인 SFR용 금속핵연료를 공급하고 파이로와 연계한 순

환형 핵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최종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많은 관심

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는 SFR 금속연료를 제조하고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1단계의 연구결과로 확보된 연료심 제조 기초기술은 차기 단계의 연료

봉 예비제조에 직접 활용되고 향후 실증로용 금속연료 제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료심 원격제조에 대한 예비 평가기술은 금속연료 제조 연구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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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계념설계에 이용되고 나아가 금속연료 제조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상세 설계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신피복재 합금 원천기술은 고연소도용 고성능 피복관 개발

에 활용되고 금속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차기단계 실증로 계념설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면, SFR을 통한 우라늄의 이용률을 증가시

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금속연료 제조기술

을 확보하여 국내 핵연료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부담감소와 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연료피복관이나 덕트와 같은 SFR 핵연료 부품의 국내 제조기술

을 확보하여 향후 SFR 핵연료 기술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금속연료 기술의 우수성과

핵비확산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속로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국제적 신뢰도 향

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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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ㅇ연구목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선진기술 실용 가능성 입증

ㅇ연구내용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 피동 잔열제거계통 성능입증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을 통한 선진기술 개발

-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 및 유체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 등의

기반기술 개발

2. 연구결과
ㅇ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풀형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도출

ㅇ능동기기기 및 운전원 조작이 배제된 피동잔열제거계통 PDRC 성능입증 실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성능향상 특성분석 기술을 통한 설계 완성도 향상

ㅇ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계통개념 설정 및 주요 부품의 기본 설계 및 3차원 CFD 해석체제 구축

ㅇ소듐과 이산화탄소 사이의 화학반응 특성 및 반응 모형 개발 및 실험적 검증 완료

ㅇ기존 설계개념 대비 압력손실을 1/5 수준으로 저감한 신개념 열교환기 개발 및 실험적 검증완료

ㅇ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평가용 전산코드(ASTEEPL, 2DHX)의 해석모델 검증

ㅇNSSS 해석 모델 및 관련 제어 모듈 개발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에 대한 기본 모델설정완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고유개념 설계방법론 및 주요기기 설계 전산코드는 실증로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설계 및 기기

설계사양 설정에 활용됨.

ㅇ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을 위하여 개발된 실험장치 기본설계요건, 계측제어 계통 설계요건 및

기반시설은 차기단계에서 피동잔열제거 설계개념 입증 실험 및 원자로 계통 성능 모의실험장치

건설에 활용됨.

ㅇ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을 통해 개발된 계통 및 기기 설계 및 해석방법론, Na-CO2

화학반응 모델 및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은 차기단계에서 적용성 평가에 활용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소듐, 피동잔열제거계통, 풀형, 고속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핵심기술, 유체계통,

제4세대, 기반기술

영 어
Sodium,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Pool type, Fast reactor,

Supercritical CO2, Key technology, Fluid system, Generation IV, Bas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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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체계통 핵심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적 측면

◦소듐냉각 고속로는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여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물질을 연소시켜 영구 처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뛰어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수로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와 같은 기술적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고유개념개발, 선진기술 개발 및 기반기술 연구가 필요함.

◦고유개념설정 연구는 지금까지 개발된 KALIMER-150 및 KALIMER-600 원자로 개발을

통해 이룩된 원자로 계통 설계기술의 바탕위에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한 설계특성을 갖춘 국내 고유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정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피동잔열제거 계통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설계개념을 통해 72

시간 동안 운전원 개입 및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

∙Rankine Cycle 개념에서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소듐-물 반

응 발생확률을 물리적으로 배제

∙발전소 순효율을 38%이상 유지시키고, 원자로 계통의 루프 수, 기기 개수 및 용량 최

적화를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비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제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을

고유개념에 적용하여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건설비를 감소시킴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피동 잔열제거계통 PDRC 설계개념은 일본의 JSFR, 프랑스의

SPX 및 유럽연합의 EFR에서 사용하는 DRC (Direct Reactor Cooling) 개념과 다르게

밸브 및 펌프와 같은 능동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차계통 펌프 수두차를 이용하므

로 능동기기 및 운전원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음.

∙DRC 개념은 고온 풀 자체를 냉각하므로 노심 냉각 효율이 낮은 반면에, 고유개념

PDRC는 원자로 노심으로 유입되는 소듐을 냉각하므로 노심냉각 효율이 상대적으로 우

수하고, 원자로 가동 중 복사 열전달을 이용하여 소듐을 가열하므로 잔열제거 루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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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고화 방지를 위해 Heat tracing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 한, 미, 일 3개국

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음.

∙따라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수한 PDRC 설계개념을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

용하기 위하여 계통의 작동성을 확인하고,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사용할 전산해석 코

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함.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은 상대적으로 저온으로 운전되는 기존의 경⋅중수로에서는 주

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와 같이 500℃ 이상으로 운전되는 원자로에서는 효

율이 높고, 터빈 크기가 기존 증기터빈에 비해 1/20 정도로 작아서 터빈 제작 설치비, 관

련배관 밸브 및 건물 공간 크기 등이 감소되어 발전소 전체 건설비용의 7%정도 감소 효

과가 있으며,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을 적용할 경우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소듐-물 반응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및 안

전성이 향상됨. 관련되는 기반실험으로 Na-CO2 화학반응 연구, 고집적 열교환기 개발을

위한 개념설정 및 미소 채널에서의 열전달 특성 분석 연구가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

음.

◦기반기술 개발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없는 국가가 개발해야할 연구 분야로서, 기술체계도를 바탕으로 필수적인 연구

항목을 도출하고, 고유개념 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필

요함.

∙유체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는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계통의 열 유체적 하중을

계산하고, 풀형 원자로의 계통 과도특성, 튜브 측에서 과열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

기 설계특성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설계특성을 고려한 제어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간 계산속도가 요구되는 전산코드 개발이 필요함.

∙중간 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설치를 위한

요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 열교환기를 개념을 설정하고, 외형 크기를 설정하기 위

하여 중간열교환기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전산코드로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

유개념을 설정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해 검증이 필요함.

- 경제·산업적 측면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라늄 자원

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소듐냉각 고속로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소듐냉각 고속로는

현 시점에서 경․중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나, 2030년경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이와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PDRC 설계개념 도입,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설계개념 채택, 원자로 용량 및 기기

개수 크기 등을 최적화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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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하면, 외국의 기술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되는 분야에 기술전파를 통해

많은 경제적 산업적 기대할 수 있음.

◦PDRC 성능입증 실험은 이론적으로는 선진 외국 개념에 비해 우수하여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였으나, 실험적 검증이 수행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설계개념이

검증되면 고유개념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국외 소듐냉

각 고속로 개발국에 수출 가능성도 있음.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 채택을 통해 터빈 및 관련기기의 제작 구매비용의 감

소, 건물 공간 감소, 운전비용 감소 등으로 약 7% 정도의 발전소 건설단가 감소효과가

추정되므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함.

- 사회·문화적 측면

◦소듐 냉각 고속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듐-물 반응사고 및 누출된 소듐으로 인

한 화재 사고로 사용자 및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임. 선진국에서도 소듐누

출 사고 및 소듐-물 반응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자체연구를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문

제점을 해결하면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음.

◦기존 경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의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대단위 부지가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기존 부지의 용량 부족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하

여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의 많은 경⋅중수로 가동 후 생

산되는 고 준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속로 건설을 위해 유체계통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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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유개념 설정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 구성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선진기술 개발

◦PDRC 성능입증

∙Coastdown flow 특성해석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요건설정

∙주요기기 및 계측제어 장치 설계요건 설정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 예비설정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구성 및 주요기기 특성 평가

∙출력별 발전소 효율 극대화 운전인자 설정

◦Na-CO2 화학반응 모델개발 및 검증실험

∙Na-CO2 화학반응 모델개발 및 실험요건 설정

∙Na-CO2 경계파손 사고 화학반응 모델 검증실험

∙Na-CO2 경계파손 사고 특성분석 전산모델 검증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

∙혁신개념 열교환기 열유동 특성 검증 실험장치 구축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및 열유동 해석 방법론 검증실험

-국내 기반기술 개발

◦IHX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

∙검증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실험요건 설정

∙압력손실 평가 전산코드(ASTEEPL) 검증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2DHX) 검증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요건 설정

∙상사성분석 및 실험요건 설정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기본체제 구축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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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당해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유체계통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고, Gen-IV

SFR(Sodium Fast Reactor) 원자로 계통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특기할 만한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고유개념 설정

∙다양한 유체계통 후보개념을 설정하고, 비교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및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을 설정하였음.

∙잔열제거 방식의 다양성 및 충분한 제열용량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작동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잔열제거계통 설계를 완료하였음.

∙가동 중인 소듐냉각고속로 기기를 조사하여, Proven Technology를 적용한

주요기기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계통설계를 위한 설계연계자료를 생산하였음.

- 선진기술 개발

◦PDRC 성능입증

∙피동잔열제거 계통 성능분석을 통하여 설계인자(IHX elevation, Cavity Cooling

System, Coastdown flow)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동잔열제거

계통 고유 초기 냉각성 저해요인을 제거하도록 설정하였음.

∙3단계 상사성 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잔열제거 운전 시 계통의 전체적인 반응과 각

기기의 국부 열수력 현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실험장치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고, 주요 실험요건을 설정함.

∙실험 수행에 필수적 기반시설인 전력공급시설과 소듐저장시설 구축하였음.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1,200MWe급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

을 설정하였음. 열교환기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계통 열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

여 분기유량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설계개념을 도출하였음.

◦Na-CO2 화학반응 모델개발 및 검증실험

∙소듐과 이산화탄소 사이의 화학반응 특성 및 이로 인한 열유동 특성을 정량화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반응 온도별로 명확한 특성을 갖는 2영역 화학반응 모형을

개발하고 반응모형의 모형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기존의 Zigzag PCHE에 비하여 동등 수준 열전달 능력에서, 압력손실을 대폭 저감

한 신개념의 Airfoil fin형 고집적 열교환기의 개념을 유동해석으로 개발하고, 그 성

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압력손실이 1/5 수준의 고집적 열교환기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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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반기술 개발

◦IHX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

∙중간열교환기 열전달해석 설계코드 2DHX에 사용되는 번들경사류(bundle inclined

flow)의 실험요건서를 작성하고, IHX 설계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평행류, 교차류 및

경사류에 대한 열전달 계수, 압력손실 평가 상관식을 실험데이터와 CFD를

사용하여 기존의 상관식을 평가하였음.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요건 설정

∙이중벽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적 성능과 수력학적 불안전성(instability) 특성 및

DNB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요건을 설정하였음.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NSSS 해석 모델 및 관련 제어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에 대한 기본 모델을 작성하였고, 성능해석을 위한 제어 모듈을 포함한 Rankine

cycle 모델 역시 개발하였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고유개념 설정을 통해 개발된 설계방법론 및 설계인자는 향후 유체계통 선진기술

실용가능성 입증 및 실증로 유체계통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됨.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을 통해 개발된 기기 설계 전산코드 및 설계방법론은

실증로 표준설계 사양설정에 활용됨.

◦선진기술 개발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을 위하여 개발된 실험장치 기본설계요건, 계측제어

계통 설계요건 및 기반시설은 차기단계에서 피동잔열제거 설계개념 입증 실험 및

원자로 계통 IET(Integral Effect Test) 실험장치 건설에 활용됨.

∙피동잔열제거계통 초기냉각성능 분석 자료는 차기단계 SFR 안전성

모의시험시설에서의 비교 자료로 활용됨.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을 통해 개발된 계통 및 기기 설계 및

해석방법론, Na-CO2 화학반응 모델 및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은

차기단계에서 적용성 평가에 활용됨.

◦국내 기반기술 개발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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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열교환기 성능분석 전산코드는 향후 실증로 중간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됨.

∙계통성능분석 전산코드는 향후 실증로의 계통 성능 분석 뿐만 아니라 실증로의

관련 제어 논리 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실증로의 운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됨.

- 경제․사회적 측면

◦계통 및 기기 크기, 개수 등이 최적화된 고유개념 개발을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

비용을 기존 소듐냉각고속로 대비 10%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정됨.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에너지 전환계통 개발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용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증기 터빈 대신 크기가 1/20이하로 작은 가스터빈을 사용하여 기기 구

매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관련된 건물 공간을 축소시켜 건설비용을 7%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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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systems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Even though sodium fast reactor has very excellent design features such as efficient

utilization of uranium resource by use of fast neutron and remarkable reduction of

high rad-waste materials of light water reactor, commercialization of the sodium fast

reactor has been postponed from the high generation cost and unclear technical

issues of sodium fire and sodium water reaction.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R&Ds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 of SFR, advanced technologies

and basic technologies.

◦The design concept of the advanced SFR will be developed based 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during the concept of KALIMER-150 and KALIMER-600. The design

concept has to have the following features in safety and economic view points.

∙Reactor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safe shutdown conditions via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for 72 hours without opeator actions and active

components

∙Reactor system shall be designed to eliminate physically the probabilities of

sodium water reaction by adoption of double wall tube steam generator design

concept for Rankine Cycle power conversion system

∙Reactor system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net efficiency of plant is higher than

38% and the construction cost is the minimum by the design optimization of

number of IHTS/SGS loops, number and size of components

∙The cost of reactor shall be minimized and free from sodium water reaction by

adoption of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power conversion system in final

◦The R&Ds of advanced technologies are to resolve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Gen IV SFR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in SFR.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FR, it is necessary to do R&Ds

for the confirmation of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design concept

and for the applicability of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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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herent design concept of the fully-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PDRC

is obviously distinct from that of JSFR in Japan and DRC(Direct Reactor Cooling) in

Europe because there are no active components like valves or pumps on the

operating or cooling flow path. Since the PDRC system utilizes only the pump head

difference inside the primary sodium system, the core decay heat can be continuously

discharged into the final heat sink, i.e., the atmosphere, without either an operator

action or any active component actuation.

∙Since the conventional design concept of the DRC in Europe utilizes the direct hot

pool sodium cooling method, the cooling efficiency is relatively low. In contrast, the

inherent PDRC design concept uses the global circulation flow through the reactor

core with cooling capability on the path. Therefore, more efficient cooling capability

can be expected. During a normal plant operation, thermal radiation between the

DHX support barrel surface in contact with hot sodium pool and DHX heat

transfer tube surface is the only heat transfer mechanism from the primary

sodium pool to the PDRC loop sodium. To this end, there is no need of separated

heat tracers to prevent sodium freezing during the normal plant operation. Based

on these peculiar features, KAERI acquired the outstanding patents (1-Domestic

and 2-International patent).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inherent design concept of the PDRC system to

the advanced SFR, the experiments for demonstrating the system performance and

for verifying the design and safety analysis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has not been focused from its low efficiency in light

water system operated in low temperature but it has higher efficiency than Rankine

Cycle in higher than 500℃ operated system such as SFR and the construction cost

will be reduced by 7% from small size of turbine and small size of related buildings.

Furthermore, since the design concept could physically eliminate sodium water reaction,

the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could enhance safety and economics of SFR.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to SFR system, some

R&Ds are necessary such as Na-CO2 chemical reaction model, development of high

compact heat exchanger.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comprises of technologies which are already

developed in advanced countries but needs to be developed in a country of no

experinces in SFR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 R&D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echnical trees where the key technologies were ranked on time schedules.

∙The development of a real-time performance analyzer is needed in order to set up



- x -

the control logics to meet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steam generators which

produce superheated steam and a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and to analyze

the transient phenomena of the pool-type reactor and the thermal load of the

Gen-IV SFR.

∙Computer codes for pressure loss and heat transfer calculation of IHX are to

establish IHX design concept and to size IHX. The computer codes need to be

verified to develop system design concepts of Gen IV SFR.

-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Considering the depletion of the fossil fuel supply and uranium resource, the

deployment of a SFR is required to make the utilization of uranium resources very

efficient under a long-term strategy. Even with the deficit of economics of

conventional SFR technologies when compared to the LWR and PHWR, the

disadvantage will be supplemented by the adoption of new design concepts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energy demand after 2030.

◦A advanced SFR system needs to developed with design features of PDRC,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and optimized system design in reactor capacity and size

and numbers of component in order that the system has benefits in safety and

economics compared with foreign SFR. From the R&Ds, it is expected that costs for

import of foreign technology could be reduced and related technologies could be

released to related industries.

◦Even though design concept of PDRC is superior to the foreign design and KAERI

has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the design concept needs to be confirmed by

physical tests. Therefore, if the concept is confirmed by test, the PDRC concept could

be exported to SFR advanced countries.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because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 could be reduced by 7% from the small sizes of turbine and

reduction of related building volumes.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ven though SFR has many benefits, public reluctantly accep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FR from the previous accidents of sodium leakages and sodium water

reaction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SFR advanced countries keep research

and develop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he accidents. Therefore, if the problem is

to be solved in domestic, Korea will be one of advanced countries of SFR.

◦From operating light water reactor, lots of high rad-wastes are discharged and in

order to dispose the waste, large size of site is necessary. In U.S.A, SFR is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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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structed from the deficit of existing site. Therefore, in order to dispose the

high rad-waste material in stable, R&Ds are necessary for SFR fluid system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sign concept of advanced SFR

∙Development of preliminary construction of fluid systems

∙Trade-off studies of the preliminary system design concepts

∙Establishment of fluid system design concept of advanced SFR

∙Performance analysis of major components

∙Establishment of design requirements of major components

- Advanced Technologies

◦Tests of PDRC performances

∙Performance evaluation of PDRC concept through numerical analysis

∙Scaling analysis, basic design and preparation of component specifications for test

facility

∙Establishment of design requirements of major components and instrument and

control systems

◦Development of S-CO2 Brayton Cycle design concept

∙Development of preliminary system design of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System design and evaluation of major components of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Operating strategies for plant power level

◦Development of Na-CO2 chemical reaction model and experiment for verification

∙Development of Na-CO2 chemical reaction model and establishment requirements

for experiments

∙Experiments of Na-CO2 chemical reaction from the failure of interfaces

∙Verification of Na-CO2 chemical reaction model

◦Development of innovative compact heat exchanger and verification test

∙Establishment of concepts for innovative compact heat exchanger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facility for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s of

innovative compact heat exchanger

∙Tests of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s of innovative compact heat exchanger

- Bas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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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computer codes for pressure loss and heat transfers in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

∙Scaling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test requirements for IHX performances

∙Validation of computer code for pressure loss calculation(ASTEEPL)

∙Validation of computer code for heat transfer calculation(2DHX)

◦Development of test requirements for the validation of computer code for steam

generat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Scaling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test requirements for SG performances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transient analysis of fluid system

∙Establishment of basic structures of system performance analysis

∙Development of secondary system analysis model

∙Development of system control logic model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the R&Ds of the present period, basic key technologies for systems and

conceptual design of advanced SFR have been established.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 Design concept of advanced SFR

∙Through the evaluation of proposed various design concepts in safety and

economics, design concept of Gen IV SFR system was established

∙Design concept of decay heat removal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has

enhanced safety and reliability with enough capacity and diversity.

∙For ensuring production, based on the operating SFR, component design

requirements and interface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 Advanced technologies

◦Tests of PDRC performances

∙By the transient analysis on the initial cooling performance in terms of various

design parameters, the impediment factors that could appears in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of a pool-type SFR was identified.

∙Based on 3 stage similarity analysis, basic design of experimental facility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overall and local thermal hydraulic phenomena

and major experiment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Major basic infra of the facility were established including power supply device

and sodium storag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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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system

∙Design concept establishment of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for the

Sodium cooled Fast Reactor, and evaluation of its operation parameter and

performance in the off-design point.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program and

construction of three-dimensional CFD analysis for the major components.

◦Development of Na-CO2 chemical reaction model and experiment for verification

∙For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coupled with an SFR, Na-CO2

interaction tests were carried out for sodium temperatures ranging from 200oC

to 600oC.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rates of the chemical reaction were

determined, and a two-zone reaction model with a threshold temperature of

460oC were proposed. The kinetic parameters for each reaction zone were

experimentally obtained.

◦Development of innovative compact heat exchanger

∙Design concept development of new airfoil type heat exchanger were developed

to reduce a pressure drop for the SCO2 compact heat exchanger with CFD

analysis, while maintaining the heat transfer capability compared with a previous

Zigzag type heat exchanger. Through an experimental test,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irfoil type compact heat exchanger with 1/5 pressure drop.

- Basic technologies

◦Verification of IHX performance analysis code

∙Test requirements for bundle inclined flow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use of

IHX heat transfer design code 2DHX. The existing heat transfer and pressure

loss correlations for parallel flow, cross flow and inclined flow was evaluated by

experimental data and CFD analysis.

◦Test requirements of performance analysis code of steam generator

∙Test requirements for a double wall type SG has been made to evaluate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flow instability and DNB phenomena.

◦Development of Performance Analysis Code

∙An NSSS analysis model and related control systems were successfully

developed, a model for a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was implemented.

Also, a Rankine cycle model including control system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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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echnical aspects

◦Design concept of advanced SFR

∙Design methodologies and parameter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design of demonstration SFR and verification of advanced technology.

∙Computer code and design methodologies of major components can be applied to

establish design specification of components for the standard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Advanced technologies

∙Basic design requirements, instrument and control system design requirements

and basic infra developed for test facility of PDRC design concept can be used

to IET(Integral Effect Test) facility for PDRC and reactor system performance

verification.

∙The analysis data of the initial cooling performance in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a basis for facility construction

and related integral effect tests.

∙The major achievements for the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concept, the

Na-CO2 reaction model, and the innovative PCHE design proposed by this work

will be able to be us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supercritical CO2 power

conversion system coupled with SFRs.

◦Basic technologies

∙Computer codes for performance analysis of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

were verified in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and they could be applied to

establish design concept of demonstration reactor IHX.

∙The performance analysis code will be able to be used for not only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demonstration reactor but also verifying the operability

of the reactor through developing and evaluating the control logics of the

reactor.

- Economical and social aspect

◦Construction cost of advanced SFR woud b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0%

through the optimized design of advanced SFR in system design an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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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s and sizes.

◦As super critical CO2 Brayton Cycle power conversion system adopts small sizes of

components such as 1/20 times of gas turbine compared with steam cycle, the

component purchasing cost will be reduced and the volume of building will be

reduced. From the design features, it is estimated that the construction costs of

overall plant will be reduced b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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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국외 DRC(Decay heat Removal Circuit)와 고유개념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의 차이점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

- KALIMER-600 개발을 통해 구축된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개발과, 세계적인 소듐냉

각고속로 개발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연구를 수행해야 함.

-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한 완전 피동 잔열제거계통 PDRC 설계개념은 그림 1.1-1과 같이

능동 밸브를 사용하고, 고온풀을 냉각하는 일본의 JSFR, 프랑스의 SPX 및 유럽연합의

EFR에서 사용하는 DRC (Direct Reactor Cooling) 개념과 다르게, 밸브 및 펌프와 같은

능동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온 풀 소듐을 냉각하여 저온풀로 보내어 자연대류 능

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계통의 작동성을 확인하고,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사용할

전산해석 코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이 필요함.

- 소듐냉각 고속로와 같이 터빈 입구온도가 500℃ 이상으로 운전되는 원자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되는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연구가 필요함.

∙터빈 크기가 기존 증기터빈에 비해 1/20 정도로 작아서 터빈 제작 설치, 관련배관 밸

브 및 건물 공간 크기 등이 감소되어 발전소 전체 건설비용의 7%정도 감소 효과

∙Rankine Cycle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듐-물 반응을 배제

- 중간 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간 열교환기 설계인자 설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필수적임.

- 소듐냉각 고속로 계통의 열 유체적 하중을 계산하고, 원자로계통 제어논리를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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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시간 계산속도가 요구되는 계통성능해석 전산코드가 필요함.

◦경제․산업적 측면

- PDRC 설계개념 도입,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설계개념 채택, 원자로 용량 및 기기

개수 크기 등을 최적화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를 독

자적으로 개발하면, 외국 기술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 산업적 효과가 기대됨.

◦사회․문화적 측면

- 소듐 냉각 고속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듐-물 반응(SWR; Sodium Water

Reaction)사고 및 누출된 소듐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사용자 및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이

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내 자체연구를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소

듐냉각 고속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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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고

유

개

념

설

정

유체계통 고유개념

-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

․Rankine Cycle 적용 2,3루프 SFR 계통 및 기기 설계개념

설정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 SFR 계통 및 기기

설계개념 설정

-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2루프 IHTS/SGS 설계개념

평가

․능동 및 피동 잔열제거계통 설계특성 비교평가

․Rankine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동력 전환계통

특성평가

-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1,200MWe 유체계통 설계인자 설정 및 경제성 평가자료

생산

․PDRC 소듐 고화방지 설계개념 도출

․예비 PSA 평가를 통한 능동 피동 복합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 설정

․보호계통 설계요건 및 발전소 운전 제어전략 설정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선진기술 실용가능성 입증

2. 단계 목표 및 내용

단계 연구개발의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1 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선진기술 개발

-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국내 기반기술 개발

-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

- 유체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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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유체계통 주요기기

-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을 통한 전열면적, NPSHR

등 계통설계 평가를 위한 기기 설계자료 생산

- 경제성, 안전성 및 기기 제작성 평가를 통한 주요기기

(PHTS 펌프, IHTS 펌프, 증기발생기, IHX) 설계요건 설정

선

진

기

술

개

발

PDRC 성능입증

- PDRC 성능입증 실험요건 설정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요건설정

․주요기기 및 계측제어 장치 설계요건 설정

․실험장치 모형제작

-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및 설계개념 개선

․원자로 풀 열유동 특성분석 전산해석 모델개발

․피동잔열게거 개념 설계 민감도 분석을 통한 PHTS 펌프

Coastdown 유량요건 설정

-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

․시험요건 및 사업관리절차 수립

․1차 기본설계 (예비설계)

․설계 타당성 평가를 위한 Scoping 해석

- 실험장치 기반시설 구축)

․전력공급계통 구축

․소듐 및 저장시설 구축

- 열교환기 (IHX, DHX, AHX) 성능시험 및 계측방법론

개발을 위한 소듐 기기시험루프 설계 및 시방 작성

Na-CO2 경계파손

사고 화학반응 모델

개발

- Na-CO2 화학반응 모델 및 실험요건 설정

- Na-CO2 화학반응 실험자료 생산

- Na-CO2 화학반응 실험자료를 활용한 전산모델 검증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 CFD 전산해석을 통한 Airfoil 형태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 혁신개념 열교환기 열유동 특성 검증 실험장치 구축 및

시편제작

-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검증실험 완료 및 설계개념

검증

기

반

기

술

개

발

IHX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

- 공개된 실험자료를 활용한 수직 평형류 열전달 및 압력손실 
해석모델 설정

- 수치해석적 기법을 사용한 경사류 열전달 및 압력손실 
해석을 통한 상관식 개발

- ASTEEPL 및 2DHX 전산코드 상관식 수정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검증실험

-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열전달 실험을 위한 실험요건 
설정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 전산코드의 안정성, 적용성,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MMS 전산코드를 기본체제로 구축

-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 계통 성능해석 및 과도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적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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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일본은 원형로인 몬주를 통해 중형급(280MWe)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 건설 및 운전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독자적으로 대용량 상업로인 루프형 제 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J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프랑스는 세계최초의 원형로인 Phenix(250MWe) 건설 및 운전을 통하여 계통설계 기

술을 확보하였으며, 최초의 상업로인 Super-Phenix(1,240MWe)의 설계 건설 및 운전

을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술을 완성하였음.

∙인도는 실험로 FBTR(13 MWe)을 자체 설계,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2010년 완

공을 목표로 원형로 PFBR(500 MWe) 건설 중에 있음.

-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

∙미국은 노심잔열제거계통으로 원자로를 직접 냉각하는 RVACS 개념을 채택하여 제4

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

노형인 JSFR에 DRACS와 IRACS/PRACS 개념의 잔열제거계통을 설계함.

∙프랑스는 EFR 설계개념에 피동과 능동이 혼합된 노심잔열제거계통 DRC 개념을 도입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일본의 개념과 유사한 피동 잔열제거계통

RHRS(Residual Heat Removal System) 개념을 개발하고 있음.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 개발

∙미국, 프랑스, 일본은 제 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소듐-물 반응

의 배제를 위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을 Gen IV 국제공동 연구개발 항목

으로 설정하여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IHX 설계 전산코드 개발 및 계통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과 같은 국내 기반기술은 소듐

냉각 고속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완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건설 및 운전 경험 미흡

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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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KALIMER-600 유체계통 설계개념

‘97-’01 기간에는 소형 원자로인 150MWe급 KALIMER-150원자로 계통 개념을 설정

하고, 계통개념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였으며, ‘02-’06 기간에는 그림 2.2-1

와 같이 600MWe급 KALIMER-600의 개념설계와 소듐냉각 고속로 전략 핵심기술 확

보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소규모의 소듐 실험장치를 건

설한 경험이 있으나, 대형 소듐실험장치 건설 경험은 없음.

-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미국 ANL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INERI 과제를 통

해서 기반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CO2 Brayton Cycle 계통 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임계 CO2를 사용하는 터빈 및 압축기의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전산유체

해석을 통해 터빈 및 압축기 설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상용제품의 고집적 열교

환기의 설계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물을 이용하여 IHX 중간열교환기 노즐 부분 압력손실 실험

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소듐을 이용한 열전달 실험은 경험은 없음

- 유체계통 성능해석 전산코드 개발

∙상용 경수로에서는 LTC(Long Term Cooling)코드를 이용하여 계통 성능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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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원자로 계통 전체를 모사할 수 있는 전산코드가

없음.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설정을 위한 PHTS(Primary Heat Transport

System)펌프, IHTS(Intermediate Mediate Heat Transport System)펌프,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 증기발생기 및 고압터빈 등의 주요기기 설계특성

자료가 부족하여 계통성능 특성분석의 신뢰성이 결여됨.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설정을 위해 원자로계통 건설, 운전 및 해체에 필요

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없어서 유체계통 개념설정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PDRC 실험장치는 PDRC의 자연대류 특성을 모사하기 위한 대형실험장치로서, 경수로의

ATLAS 실험장치를 통해 많은 기술이 확보되었으나, 소듐을 취급하므로 발생하는 펌프,

밸브 및 계측기 등의 설계와 같은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 계측기 선정 및 평가, 소듐 안

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 초임계 CO2 Bryayton Cycle 동력전환계통의 설계개념 설정 및 기기특성 해석 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주요기기인 터빈 및 압축기 작동성과 고집적 열교환기의 설계제작 및 성

능특성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O2의 초임계 점 부근에서 운전되는 미세 계통제어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취약한 상태임.

-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코드(ASTEEPL, 2DHX)

를 개발하였으나, 경사류 유동특성에 대한 실험적 상관식이 확보되지 않음.

- 개념설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계통성능해석을 위한 전산코드 개발이 미

진한 상태임.

◦유체계통 설계기술에 필요한 상세한 세부기술분야 별로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표 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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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

수준(%)

유체계통

핵심기반

기술

유체계통

설계개념

설정기술

국제

수준

-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 경험이 가장 많은 일본 및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경수로 분야의 원자로 설계 및 건설 경험기술이

확보되었으나, 소듐 냉각재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계통

설계개념 차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임.

70

신개념

안전계통

성능입증

기술

국제

수준

-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개발경험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기존 경수로형 원자로 개념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개념

안전계통의 성능입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진한

상태임.

60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설계기술

국제

수준

- 최근 국제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된 분야로서, 미국이 약간

앞선 상태임.
40

국내

수준

-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HW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진하여 기초 연구개발 상태임.
20

기기설계

및

성능특성

해석기술

국제

수준

- 실증로 건설 및 운전 경험이 축적된 일본과 프랑스는 다양한

기기에 대한 설계 제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90

국내

수준

- 소듐 및 액체금속과 관련된 기기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서 외국의 기기개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40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기술

국제

수준

-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설계경험 경험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가장 우수한 설계기술을 보유함.
95

국내

수준

- 기존 경수로 설계과정에서 습득된 기술을 활용하여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유사 냉각재를 활용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나, 소듐의 물성치 차이 및 고온 환경에서의

열전달 특성이 반영된 부분의 전산코드 검증이 미진한 상태임

85

표 2.3-1 세부기술 분야별 국내/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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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설정

1.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가.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

1) 계통구성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SFR; Sodium Fast Reactor) 유체계통 후보개념은 그림 3.1-1과

같이 일차계통(PHTS;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중간계통(I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및 에너지 전환계통(ECS; Energy COnvers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PHTS는 풀 형 설계개념으로 원자로 용기 내부에 PHTS 순환펌프와 중간열교환기(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를 설치하여 방사화된 일차계통의 소듐이 원자로 용기 내부에만

존재하도록 하는 설계개념이다.

IHTS는 PHTS의 열을 ECS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IHX의 열을 증기발생

기로 전달하는 루프형 설계개념이다. 이와 같은 IHTS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발전소

건설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기기 제작 용이성을 고려하여, IHTS 루프를 2개로 하는 2루프 설계

개념과 3개로 하는 3루프 설계개념이 후보개념으로 제시되었다. IHTS 각 루프는 IHX 2대, 증

기발생기 1대 그리고 IHTS 펌프 1대로 구성된다.

2루프 후보 개념에서 각 IHTS 루프는 180o 대칭 형태로 위치하며, 정상운전 중 총 압력손

실은 루프 당 488 kPa이고, 이 중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이 151 kPa로서 전체 압력손실의 31%

를 차지한다. 3루프 후보 개념에서는 각 루프가 원주방향으로 120o 간격으로 배치하고, 루프 당

총 압력손실은 485 kPa,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은 155 kPa로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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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Gen IV SFR 계통 설계개념

그림 3.1-2 2루프 및 3루프 유체계통 후보개념

2) 주요기기

가) PHTS 펌프

PHTS 펌프는 기계식 펌프로서, 일차계통 소듐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PHTS 펌프의

설계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프랑스 Super phenix 설계개념을 참조하여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유량, 총양정 및 회전수를 입력조건으로, 임펠러 입구 및 출구에서의 소듐의 속도, 입구 및 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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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파이프 직경 등의 기하학적 설계변수, 펌프 cavitation margin 설정을 위한 Required-NPSH의 

값과 같은 펌프 주요 설계 인자들을 계산하였다. PHTS 펌프 형상 및 계산된 주요 설계인자를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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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PHTS 펌프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나) IHTS 펌프

IHTS 펌프는 기계식 펌프로서, 기하학적 형상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BN-1600 원자로의 IHTS 펌프

를 참조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으며, IHTS 펌프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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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IHTS 펌프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1: Hydrostatic bearing, 2: Guiding duct, 3: Impeller, 4: Delivery header, 5: Suction con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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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는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와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된 직관형 이

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2가지 형식에 대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의 

설계는 자체개발한 HSGSA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설계

는 새로 개발한 DWTSG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DWTSG 코드를 활용하여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JSFR 증기발생기의 주요변수들인 

열전달 면적, 전열관 길이, 증기발생기 직경 등에 대해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중벽 전열관 및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의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를 그림 3.1-5 및 그림 3.1-6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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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tubeStraight tubeS/G type

3-Loop2-LoopParameters

2.62.6Tube thickness including gap (mm)

13.8/16/1913.8/16/19Tube inner/gap/outer diameters (mm)

31.731.7Tube pitch (mm)

31694750Number of Tubes

9Cr-1Mo9Cr-1MoTube material

28.328.3Tube Heat Transfer length (m)

1.92 2.34 S/G Diameter (m) (gap : 0.02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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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tubeStraight tubeS/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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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2.80/8.463.29/8.44Bundle diameter/height (m)

64.46/1.29964.40/1.278Shell/tube side pressure drop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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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5889Sodium flow rate (kg/sec)

4725 7101 Heat transfer area (m2)

1019.1    1528.7  Thermal capacity (MWt)

Helical tubeHelical tubeS/G type

3-Loop2-Loop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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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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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간열교환기

중간열교환기의 설계 변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CONFIG(전열관 배치), ASTEEPL(압력강하 계산) 

및 2DHX(열전달 계산) 코드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중간열교환기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를 2루프 및 3루프에 대해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2.15/7.942.58/8.82Shell diameter/height (m)

TEMA type STEMA type SShape

13.52 14.52Flow hole diameter (mm)

triangulartriangularTube arrangement 

4422/8844 6126/12252 Number of tube/flow hole

46.1554.96Tube side pressure drop (kPa)

15.9/14.1/0.8915.9/14.1/0.89Tube OD/ID/thickness (mm)

6.0 6.5 Tube length (m)

9Cr-1Mo  9Cr-1Mo Tube Material

1.76 1.80 Tube pitch to diameter ratio (P/D)

325.4/529.5 325.4/530.2  Tube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1962.95 2944.43 Tube side mass flow rate (kg/sec)

31.48  34.00Shell side pressure drop (kPa)

545/388 545/388Shell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2575.903863.85 Shell side mass flow rate (kg/sec)

15.0323.13UA total (MW/oC)

513.19769.78Thermal duty (MWt)

6 4 Number of IHX

3-Loop2-Loop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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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88 545/388Shell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2575.903863.85 Shell side mass flow rate (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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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Number of IHX

3-Loop2-LoopParameters

그림 3.1-7 중간열교환기 형상 및 주요 설계인자

나.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가) IHTS 루프개수

안전성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서 2,3루프 IHTS 계통 설계개념을 비교평가 하였다. 

IHTS 계통은 원자로 정상 운전시에 IHX를 통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증기발생기에 전달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고 시에는 IRACS를 통해 잔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RACS가 

작동되기 위한 IHTS 배관 한 개의 용량은 충분히 크게 설정되었고, IHTS 루프가 한 개 이상이

면 단일고장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2,3루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표 3.1-1과 같이 루프 개수에 따라 주요기기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에

서와 같이 기기 크기는 2루프는 경우는 3루프 경우에 비해 최대 20% 정도 더 크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정도의 기기 크기는 기기 제작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2

루프 경우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고유개념 IHTS루프는 2루프로 설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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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루프 3 루프 크기 비
직경(m) 높이(m) 직경(m) 높이(m) 직경(%) 높이(%)

PHTS 펌프 2.64 N/A 2.31 N/A 14.29 N/A
IHTS 펌프 1.73 N/A 1.68 N/A 2.98 N/A

IHX 2.58 8.82 2.15 7.94 20.00 11.08

증기발생

기

헬리컬 코일 3.29 8.44 2.80 8.46 17.50 -0.24
이중벽

직관형
2.34 28.3 1.92 28.3 21.88 0.00

표 3.1-1 2,3루프 주요기기 외형크기

나) PHTS 펌프개수

IHTS루프를 2개로 설정할 경우 PHTS 펌프 개수를 루프당 2개 혹은 4개로 설치할 수 있

다. PHTS 펌프 개수 선정 기준은 펌프 직경, 자유액면 최소 잠김 깊이 및 펌프 축 길이, 플라

이 휠 크기 및 제작성을 고려한 현재 사용경험 유무이다.

펌프 직경은 표 3.1-2와 같이 2 펌프의 경우 2.15m, 4 펌프의 경우 1.8m로서 그림 3.1-3과

같이 동일 환형공간 내부의 IHX 직경 2.58m에 비해 작으므로 두 경우 모두 만족한다.

자유액면 최소 잠김 깊이는 원자로 용기 커버가스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가정한 경우 2펌프

의 경우 13.89m, 4펌프의 경우 5.22m이다. 이와 같은 설계특성으로 4펌프의 경우 수직배치에

유연성이 있다. 이로 인해 펌프 축이 길어지면 펌프 축에서 발생하는 진동문제를 용이하게 제

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증된 기술의 적용 관점에서 4펌프의 경우는 프랑스 Super Phenix 원자로 펌프 사양과 매

우 유사하므로 현 시점에서 구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펌프의 경우 현재까지 소듐냉각 고

속로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제작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원자로 정지 초기에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PHTS 펌프에 플라이휠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SFR PHTS계통은 낮은 압력으로 운전되므로 펌프 회전속도가 표

3.1-2와 같이 약 450RPM으로 운전된다. 따라서 펌프 Coastdown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00RPM 이상으로 회전되는 경수로에 비해 펌프 Inertia Moment 16배 이상의 관성모멘트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2펌프를 사용할 경우 플라이휠의 크기가 과다하게 커지므로 4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펌프제작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IHTS 2루프 경우 IHTS 각 루프당 PHTS 펌프 2개씩, 총 4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설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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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4-pump 2-pump

Flow Rate  [m^3/min] 270 540

Total Head [m] 54.66 54.66

Rotational Speed [rpm] 450 450

Specific Speed [] 367.8 520

Pump Efficiency [%] 80 80

Motor Power [MWe] 3.11 6.21

Pump Outlet Diameter [m] 1.80 2.15

Pump Inlet Diameter [m] 2.15 2.64

Required NPSH [m] 11.35 18.02

Free Surface to Pump Distance
[m]

5.22 13.89

표 3.1-2 2, 4펌프 개념의 PHTS 펌프 설계특성 비교

다)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KALIMER-600에 적용한 헬리컬

코일형 단일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와 이중벽 밀착 직관형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두 가지를 후보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두 설계개념의 경제성, 안전성, 제작성 및 가동 중 검사측면에서

비교검토를 수행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이중벽 직관형 증기발생기 제작비용은 단일벽 직관형 증기발생기에 비해

열전달 성능이 저하되므로 더 많은 전열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 경험이 없으므로 표 3.1-3의 CRBR 기기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표 3.1-3에 설

정된 바와 같이 전체 기기 구매비용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제작비용은 원자로 계통 주요기기

총액의 3%정도이므로 증기발생기가 형태에 따라 원자로 계통 기기 값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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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백분율

Reactor Vessel 5%

Control Rod Drives 8%

Sodium Pumps 32%

Containment Vessel 19%

Design of Intermediate Heat Exchanger 5%

Steam Generator 2%

Steam Generator  3%

Reactor Vessel Closure Head 9%

Primary Sodium Pump Guard Vessel 3%

Intermediate Heat Exchanger Guard
Vessel 3%

Reactor Guard Vessel 3%

Core Support Structure 3%

Cold Leg Check Valves 4%

SUB - TOTAL : 100%

표 3.1-3 CRBR 주요기기 가격 비

또한 일본 JAEA의 경험에 의하면 이중벽 직관형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헬리컬 코일형 단

일벽 전열관에 비해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중벽 증기발생기와 단일벽

증기발생기 사이의 경제적 효과는 전체 원자로 계통 기기 비용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에 의한 소듐-물 반응 사고 배제 측면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장점은 전열관 파단사고의 확률을 감소시켜 증기발

생기 전열관 파손에 의해 소듐냉각 고속로의 가장 취약점으로 알려진 소듐-물 반응 사고를 줄

일 수 있다.

전열관 제작성 측면에서 단일벽보다는 이중벽이, 직관형 보다는 헬리칼 코일형이 전열관 제

작측면에서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중벽 헬리컬 코일 전열관의 경우 내외관 사

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쉘 제작 측면에서는 전열관의 열팽창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쉘에 미치는 열응력을 흡

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온정지 상태(약 20

0℃)와 출력 운전 중 소듐의 온도(약 545℃) 사이에 많은 온도차(약 345℃)로 인해 전열관의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쉘측에 열응력이 발생한다. 헬리컬 코일형 증기발생기 경우

전열관의 열 팽창이 코일 기하형상 특성으로 대부분 전열관에 흡수되므로 쉘에 미치는 열응력

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직관형의 경우 전열관이 직선으로 되어, 전열관의 열팽창 및 수축이 전열관에서 흡

수되지 못하는 특성으로 전열관과 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이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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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와 같은 열응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중벽 직관형 전열관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JAEA/미쓰비시의 경우 증기발생기 쉘 측의 탄성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Groove를 설치하는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의 설계수명을 40년-60년으로 설정하고, SFR의 경

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이 발전소 안전에 매우 중요하므로 원자로 가동 중 검사가 필

요하다. SFR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 기술을 이용하여 전열관의 건전성을 검사한다.

따라서 헬리컬코일형 전열관의 경우, 전열관 기항형상 때문에 초음파 검사 방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에 직관형의 경우 초음파 검사방법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배치 측면에서는 헬리컬 형의 경우 증기발생기 총 길이가 약 20m 정도가 되나, 직관형의

경우 총 길이가 약 40m 정도가 되므로 증기발생기 배치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증기발생기 형태별 장단점을 표 3.1-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의 결과

와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공학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결정적인 문제점이 없는 반면에, 헬리

컬 코일형의 경우 결정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중벽 직관형 증기발생기 설계개념을 제 4

세대 SFR의 후보개념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벽 헬리컬형 이중벽 직관형 이중벽 헬리컬형
경제성 O △ △

안전성 X O O
전열관 제작성 O △ X
쉘측 열응력 O △ O
배치 특성 O △ O
가동 중 검사 X O X

표 3.1-4 증기발생기 형태별 장단점 비교(O: 우수, △: 보통, X:열등)

라) 에너지 전환계통

대부분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에너지 전환계통으로 물/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을 사용한다. 그러나 Gen IV 국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에

너지 전환계통으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채택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은 냉각재로 초임계 CO2를 사용하는 계통 설계개념으로 그림

3.1-8과 같이 터빈 입구온도가 500℃ 이상에서는 계통 효율이 Rankine Cycle에 비해 높고, 온

도에 따른 계통 효율 증가속도가 더 좋으며, 그림 3.1-9와 같이 동일출력의 경우 Rankine

Cycle에 비해 터빈 크기가 거의 1/20배 정도로 작아서 기기비용이 매우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터빈 크기 축소로 인해 기기 설치를 위한 건물크기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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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EA에서 250MWe 루프형 SFR의 건물배치를 기준으로 건물크기의 감소를 평가한 결과

그림 3.1-10과 같이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할 경우 Rankine Cycle을 적용한 경우

에 비해 터빈 건물을 건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건물 부피의 약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1-8 에너지 전환계통 효율비교

그림 3.1-9 에너지 전환계통별 터빈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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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시 SFR 건물공간 감소 평가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SFR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초임계 CO2 환경에서 터빈 및 압축기 등의 Turbo-machinery 기기 제작성 및 성능검

증

- 고온 고압용 고집적 열교환기 제작성 및 성능검증

- 계통 제어논리 설정 및 검증

- 초임계 CO2 환경 재료 부식성 검증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개발이 완료될 경우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제4세대 SFR 에너

지 전환계통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과열 증기

Rankine Cycle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열증기 Rankine Cycle을 기본개념으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참조개념으로 선택한다.

마) 커버가스계통

커버가스계통은 원자로용기 내부의 열수력변동(압력 및 수위변화)을 수용하는 기능, 원자로

용기 관통부의 밀봉부가 소듐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부차적으로

펌프 씰 및 IHX의 완충기능이 설계 특성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

커버가스계통의 설계는 일차적으로 Constant Mass(CM) 운전을 할 것인지 또는 Constant

Pressure(CP) 운전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CM 운전 방식은 일정량의 커버가스를 사용

하여 운전하면서 PHTS의 계통 압력을 소듐 온도변화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변

화시키는 방식이며, CP 운전 방식은 PHTS의 계통 압력을 가스의 주입/배출을 통해 일정한 압

력으로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3-1]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험로, 실증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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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급 액체금속로는 CP 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용급 원자로 중에서는 EFR과

ALMR이 CM 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M운전 방식에서 커버가스의 양은 저온정지와 정상운전시의 PHTS 온도 및 압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운전되는 커버가스계통이 없는 ALMR의 개념을 도입한

KALIMER-600은 정상운전 시의 운전조건(대기압, 545℃ 고온풀 온도)에 도달하기위해 저온정

지 (40 kPa, 200℃)시에 요구되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커버가스(헬륨) 질량이 설정된다.

즉 정상운전 조건에 도달하면서 고온풀 수위 증가와 커버가스의 부피 감소에 따른 압력증

가가 계통압력을 결정한다. 저온정지 및 정상운전 온도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커버가스의 비체

적 변화와 ALMR의 CM 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 Gen IV SFR의 커버가스를 위한 요구공간을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1에 나타나 있듯이 40 kPa, 200℃ 저온정지 조건에서 대

기압, 545℃ 고온풀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 루프의 경우 Reactor baffle 상단과 원자로헤

드 하단 사이의 가스 공간 길이가 2.45 m 확보되어야 하며, 3 루프의 경우에는 2.36 m 확보되

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 압력이 2기압 일 경우에 요구되는 길이는 2루프와 3루프에 대해 모

두 0.45 m가 요구된다.

2기압 경우 2루프와 3루프의 요구 길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듯이 545℃

에서 가스의 비체적 변화율이 대기압일 경우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CM 운전 방식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운전되는 커버가스계통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계통이 단순한 장점이 있

으나, 원하는 정상운전 압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공의 저온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가

요구되며, 정확한 가스 공간의 부피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 압력이 원자로용기 외

부로부터의 공기유입방지와 PHTS 펌프의 Cavitation 여유도 확보를 위해 대기압보다 높은 압

력에서 운전될 경우에는 운전기간 동안 가스의 누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압력 감소를 운전

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운전 중 가스공간에서의 방사선 준위에 대한 요건이

요구될 경우 커버가스의 정화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M운전 방식을 채택하는 EFR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커버가

스 계통을 원자로헤드에 연결하여 운전 중에 커버가스를 정화하고, 0.105~0.123 MPa의 정상운

전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커버가스를 주입/배출한다.

또한 커버가스 계통 가스 재고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커버가스의 부피가 매우 클 경우에는

정상운전에 도달됨에 따라 야기되는 상대적인 부피의 변화

(저온정지  정상운전 저온정지 )가 작기 때문에 저온정지 시의 운전조건을 진공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ALIMER와 ALMR의 CM 운전 방식이 계통 단순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누설에 따른 압력변동 보상, 저온정지에서 진공상태 유지, 운전 중 가스영역의

방사능 준위 제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CP 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에는 계통이 추가되어 계통구성 및 운전방법 등에 관련된 설계업무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PHTS 계통 설계 시의 여유도 확보, 운전 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펌프 cavitation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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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스 누설 보상 등) 해결의 용이성 측면에서 CM 방식 보다는 더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원자로의 경우 CP 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M 방식을 적용한 EFR의 경우에

도 온라인으로 운전되는 독립적인 커버가스계통이 가스정화 및 부분적인 압력제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CP 운전방식을 적용한 커버가스계통의 설계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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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압력 변화 대비 헬륨 비체적 변화 및 Gen IV SFR의 커버가스

요구공간

바) 결론

후보개념 비교평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2루프 IHTS 계통 설계개념

- 4개의 PHTS 펌프 설계개념

- 직관형 이중벽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 과열증기 Rankine Cycle을 기본개념으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참조개념의 에

너지 전환계통 설계개념

- 일정압력(CP) 커버가스 압력제어 설계개념

다.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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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개념 비교평가를 통해서 설정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은 다음과 같다.

- 2루프 IHTS 계통 설계개념

- 4개의 PHTS 펌프 설계개념

- 직관형 이중벽 증기발생기 설계개념

- 과열증기 Rankine Cycle을 기본개념으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참조개념의 에너

지 전환계통 설계개념

- 일정압력(CP) 커버가스 압력제어 설계개념

1) PHTS

본 장에서는 고유개념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용기 내부 예비 배치도를 기준으

로 유체계통 설계 관점에서 만족되어야할 대상 요건들에 대하여 평가 또는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 원자로용기 내부 최소 소듐 질량 요건

- 운전상태 별 소듐 액위 변화 검토

- 단열판 위치 요건

- 원자로헤드 위치 요건 검토

- DHX barrel 상단 위치 요건

- IHX로의 가스 흡입 방지를 위한 자유액면 (풀 표면)과 IHX window 사이의 높이 차이

요건

- 노심과 IHX 열중심 (thermal center) 사이의 높이 차이 검토

- 펌프 배치 위치 검토

- 하부 유입실 설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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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 19.50
E1 18.30
E2 16.45
E3 16.15
E4 14.98
E5 14.29
E6 13.60
E7 13.45
E8 11.15
E9 9.00
E10 7.50
E11 6.50
E12 2.90
E13 1.80
E14 3.05
E15 0.80
E16 0.00
E17 -0.25
E18 6.20
E19 5.50
E20 3.80

V1 159.50
V2 46.56
V3 81.85
V4 112.43
V5 74.11
V6 471.81
V7 126.06
V8 278.89
V9 102.75
V10 84.40
V11 158.54
V12 40.65
V13 335.68
V14 35.63
V15 147.71
V16 5.98
V17 21.90
V18 378.34

Vcold 762.25
Vhot 624.58
Vavg 710.30
Vsodium 2097.13
Vrv 2479.44

그림 3.1-12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로용기 내부 예비 배치도

각 요건들에 대한 상세 검토 및 평가 방법은 참고문헌[이태호, 2008, 한지웅, 2009]에 상세하

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관계상 도출된 결과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용기 내부 최소 소듐 질량

예비 배치 상의 원자로용기 내부 소듐 질량은 1764.5 ton으로, 최소 요구 소듐 질량인

1715.2 ton보다 크기 때문에 소듐 질량 요건을 만족한다.

나) 운전상태 별 소듐 액위 변화

정격운전, 저온정지 및 PDRC 운전 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내부 소듐 액위를 계산하여 결

과를 표에 나타내었다. 특히 정격운전 시의 고온풀 액위는 IHX 상단 상방향으로 1.16 m에 위

치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원자로용기 내부 예비 배치도에 도시된 고온풀 액위(1.17 m)와 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격운전 조건에서 계산된 고온풀과 저온풀의 액위차는 4.13 m

로 예비 배치 상에 주어진 5 m보다 작으나, IHX 및 펌프 입구까지의 압력손실에 대한 여유도

를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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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운전 상태에 따른 소듐 액위

운전 상태
소듐 액위 (m)

(IHX 상단 상방향 거리)

저온정지 운전 0.07

정격운전 1.16

PDRC 운전 1.59

다) 단열판 위치

단열판 하단은 IHX 상단 상방향으로 1.91 m 이상에 위치해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서 예비 배치의 상의 IHX 상단과 단열판 하단 사이의 거리(3.34 m)는 단열판 위치 요건을 만

족시킨다.

라) 원자로헤드 위치

CM 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 40 kPa의 저온정지 조건으로부터 545℃ 고온풀 온도,

1 기압 정격운전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커버가스의 부피와 운전모드별 소듐 팽창을

계산하여야 하나, CP 운전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커버가스 부피에 대한 유체계통 설계 측면

에서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소듐팽창만을 고려하여 원자로 헤드 높이 요건을 설정한

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커버가스 영역은 CP 운전 방식으로 설계개념이 설정되었기 때

문에 원자로헤드 위치는 소듐 팽창만을 고려하여 예비 배치에서 7 cm 정도 하향 배치되어야

한다.

마) DHX barrel 상단 위치

정격운전 조건 중 DHX barrel 내부로의 소듐 유입 방지와 원자로 정지 후 DHX barrel 상

단을 통한 신속한 월류 발생 측면에서 정격운전 조건에서 고온풀 표면과 DHX barrel 상단 사

이의 거리에 대한 요건을 도출하였으며, 그 거리는 5 cm가 되어야한다.

바) IHX로의 가스 흡입 방지를 위한 자유액면과 IHX window 사이의 높이 차이

액위가 가장 낮은 저온정지 운전조건에서 IHX로의 가스 흡입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자유액

면과 IHX window 사이의 거리를 평가하였다. 기존에 가용한 3개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가스

흡입 방지에 필요한 임계깊이가 계산되었으며, 예비 배치 상의 자유액면과 IHX window 사이

의 거리는 가장 보수적인 임계깊이 계산 값보다 크기 때문에 IHX로의 커버가스 유입이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 노심과 IHX 열중심 사이의 높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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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 후 자연순환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노심의 잔열을 설정하고, 설정된 잔열을 제

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연순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심과 IHX 열중심 사이의 높이 차이

를 검토하였다. 예비 배치 상의 노심과 IHX 열중심 사이의 높이 차이는 IHX를 통한 열침원이

존재할 경우,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으로부터 정격출력 대비 5.4 %에 해당하는 붕괴열이 제거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IHX를 통한 열침원이 없을 경우에는 IHX의 상향 배치하

는 것이 원자로 정지 초기의 노심 냉각성능에 좋은 효과가 있다. 예비 설계상에서 단열판 하단

과 IHX 상단 사이의 간격에는 1.41 m 여유가 존재하며, 이러한 유체설계 관점에서 도출된 여

유 간격은 IHX를 상향 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열판 하단과 IHX 상단 사이의

간격은 유체계통 설계 관점 뿐 만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자유액면의 슬로싱 (sloshing), 커버

가스 영역에 계측기 설치 및 열응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펌프 배치 위치

정상운전상태에서 자유액면으로부터 펌프 배치 깊이에 따른 유효흡입수두 변화를 평가하고,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펌프 설치 깊이를 검토하였다. 유효흡입수두는 설치여유도

를 고려하여 필요흡입수두의 1.3배 이상인 경우만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범위로 가정

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를 대상으로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유액면으로부터 펌프회전차까지 요구되는 최소깊이는 5.22m이다.

자) 하부 유입실 설계 요건

유입실의 직경은 노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린더 형태의 유입실 내부 공간 높이와

PHTS 펌프 방출배관이 연결되는 구멍 크기에 대한 요건을 산출하였다. 유입실 내부 공간의

높이와 연결배관의 크기는 참고문헌[이태호, 2008]에 기술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

하였으며 최종 하부 유입실 설계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6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하부 유입실 설계요건

설계 인자 설계 값 비고

유입실 내부 공간 높이 1 m 유입실 구조물 두께 제외

유입실 연결배관 내경 0.75 m

유입실 연결배관 개 수 8

PHTS 펌프 당 2개 배관, 기계 구조적 건전

성 측면을 고려하여 펌프 위치에 따라 대칭

적으로 배치

2) IHTS

본 장에서는 고유개념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의 중간계통 배관배치 요건을

검토하고, 예비설정된 배관배치도를 기준으로 유체계통 설계 관점에서 중간계통 압력손실량을

생산하였다. 고유개념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루프당 유량증가로 인해 기계식 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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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예정이며, 본 예비설계 단계에서는 기계식 펌프의 길이를 6m로 가정하여 전체 압력손실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가) 배관배치 요건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중간계통 고온/저온 배관배치 요건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는 소듐-물반응사고(SWR)에 대한 압력

방출계통 수용성,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해서는 이중벽 증기발생기의 사고발생 확률, IHX 전

열관 및 배관 설계 등을 검토하여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간계통 배관 배치요건을 설

정하였다.

나) 압력손실

그림 3.1-13은 Loop 1개에 해당되는 중간계통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며, 그림 중 주요부분

(SG, IHX, IHTS 펌프) 입출구, 분지(노드 5) 및 곡관부분 등에 노드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각

노드를 기준으로 배관내의 마찰 손실 및 주요 부분의 형상 손실을 고려하여 압력손실계수를

도출하였으며, 각 부분 온도에 따른 밀도변화를 고려하여 Loop내 유속을 계산하였다. 본 계산

에서는 위치별 온도, SG shell 측 및 IHX 전열관측 압력손실량을 반영하고 Loop당 유량을 환

산하여 최종적으로 각 노드별 압력손실량을 계산하였다.

그림 3.1-13 중간계통 및 계산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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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otleg=0.8[m], I.D. coldleg=1.1[m]

•유량=5888.9[kg/s/loop]

•IHX 출구 온도=528[℃], SG 출구 온도=325[℃], Pump 출구 온도=325.4[℃]

•SG bundle DP=140.00[kPa]

•IHX 전열관측 DP=54.96[kPa]

•pipe 마찰계수=0.012 적용(직경=0.45[m]이상, 마찰계수=0.0234*배관크기^(-0.2332)

단, 배관크기 단위 : INCH)

표 3.1-7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IHTS 압력손실 계산서

G4SFR IHTS 압력손실 계산서(2Loop)주요제원출처 : IOC-FS-004-2007, IOC-FS-002-2007, SFR-MS111-IR-04-2009Rev.00

loop 수 반영 2009.Aug.31
Node X [m] Y [m] Z/H [m] L [m] f Tee60f Elbow14f IV8f D [m] Ktotal T [oC] r [kg/m3] G [kg/m2-s] V [m/s] dPf [kPa] P [kPa] P [atm] Remark

H 1 0 0 0 1.50 0.012 0 0 0 0.80 0.280 528 825.5 5857.7 7.10 0.00 279.29 1.76 IHX outlet
O 2 0 0 1.5 15.38 0.012 0 14 0 0.80 0.191 528 825.5 5857.7 7.10 3.96 263.19 1.60
T 10 15.4 0 1.5 11.50 0.012 0 14 0 0.80 0.399 528 825.5 5857.7 7.10 8.29 254.90 1.52

11 15.4 0 13 3.40 0.012 0 14 0 0.80 0.341 528 825.5 5857.7 7.10 7.08 154.72 0.53
L 12 12 0 13 11.40 0.012 0 14 0 0.80 0.219 528 825.5 5857.7 7.10 4.55 150.17 0.48
E 13 12 0 24.4 2.02 0.012 0 14 0 0.80 0.339 528 825.5 5857.7 7.10 7.05 50.84 -0.50
G 14 12 2.02 24.4 25.30 0.012 0 0 0 0.80 1.310 528 825.5 5857.7 7.10 27.23 0.00 -1.00 Cover Gas

26 12 2.02 -0.9 4.30 0.012 0 0 0 1.10 0.459 325 874.1 6196.6 7.09 140.00 76.86 -0.24 SG outlet
25 12 -2.28 -0.9 2.70 0.012 0 14 0 1.10 0.215 325 874.1 6196.6 7.09 4.72 72.14 -0.29
24 9.28 -2.28 -0.9 7.00 0.012 0 14 0 1.10 0.197 325 874.1 6196.6 7.09 4.34 67.80 -0.33
23 9.28 -2.28 6.1 1.98 0.012 0 0 0 1.10 0.076 325 874.1 6196.6 7.09 1.68 6.12 -0.94 MP inlet

C 22 9.28 -0.88 7.5 4.10 0.012 0 0 0 1.10 1.302 325.4 874.0 6196.6 7.09 28.59 306.77 2.03 MP outlet
O 21 9.28 3.22 7.5 4.00 0.012 0 14 0 1.10 0.213 325.4 874.0 6196.6 7.09 4.67 302.10 1.98
L 20 9.28 3.22 3.5 5.10 0.012 0 14 0 1.10 0.212 325.4 874.0 6196.6 7.09 4.65 331.73 2.27
D 5 4.18 3.22 3.5 3.22 0.012 60 0 0 1.10 0.776 325.4 874.0 6196.6 7.09 17.04 314.69 2.11

4 4.18 0 3.5 4.18 0.012 0 14 0 0.78 0.218 325.4 874.0 6162.0 7.05 4.73 309.97 2.06
L 3 0 0 3.5 2.00 0.012 0 14 0 0.78 0.232 325.4 874.0 6162.0 7.05 5.05 304.92 2.01
E 2 0 0 1.5 1.50 0.012 0 0 0 0.78 0.031 325.4 874.0 6162.0 7.05 0.67 321.39 2.17
G 1' 0 0 0 0.00 0.012 0 0 0 0.78 1.023 325.4 874.0 6162.0 7.05 334.25 2.30 IHX inlet

0 0 0 0 0.00 0.012 0 0 0 0.78 2.475 855.0 6162.0 7.21 54.96 279.29 1.76 IHX lower head
139.40 standard r/d=1.5 r/d=0.02 855.0 total DPf 329.24

•T-junction은 60f 적용 [Crane, 1988]

•elbow는 14f 적용(r/d=1.5 경우) [Crane, 1988]

•유로면적 팽창시 K=1.0, 수축시 K=0.28 적용

다) KALIMER-600 및 Gen IV SFR의 IHTS 압력손실 비교

표 3.1-8에는 Gen IV SFR의 IHTS 압력손실량에 대한 예비계산 결과를 KALIMER-600

IHTS 압력손실량과 비교하였다. Gen IV SFR의 IHTS 압력손실량은 KALIMER-600에 비해 1.3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부분의 국부 압력손실량 및 압력손실 기여도를 상

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KALIMER-600과 Gen IV SFR의 IHTS를 대상으로 배관측, IHX 전열관측

및 증기발생기 shell 측에서의 압력손실량을 각각 비교 도시하였으며 압력손실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IHX에 의한 압력손실 기여도의 경우 전체 압력손실에 대하여 KALIMER-600에서는

20%정도, Gen IV SFR에서는 17%정도 기여한다. 하지만, 압력손실량의 경우 전체 용량에 관계없

이 50kPa 정도로 거의 비슷하며, 이는 IHX 전열관의 길이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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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증기발생기에 의한 압력손실 기여도의 경우 KALIMER-600에서는 30%정도이지만 Gen IV

SFR에서는 40%정도에 이르며,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손실량은 Gen IV SFR이 KALIMER-600에

비해 1.8배정도 증가한다. 이는 Gen IV SFR의 경우 직관형의 증기발생기를 고려하면서 증기발생

기의 전열관 번들 영역 길이가 KALIMER-60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shell측에서의 압력손실량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1-8 KALIMER-600 및 Gen IV SFR의 IHTS 전체 압력손실 비교

KALIMER-600 Gen IV SFR

Total Pressure Drop [kPa] 245.97 329.24

그림 3.1-14 KALIMER-600 및 Gen IV SFR IHTS 국부 압력손실 비교

압력손실 계산결과 분석을 통하여, Gen IV SFR에서 전체 압력손실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증기발생기 shell측 압력손실량임을 파악하였으며, Gen IV SFR에서의 전체 압력손실

량 증가는 대부분 직관형 증기발생기 전열관 번들 영역의 길이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3) RHRS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의 잔열제거계통은 피동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와 비안전등급 능동형 잔열제거계통인 원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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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냉각계통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잔

열제거계통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정지 및 비상정지시 계통의 현열 및 잠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각각의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고유개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통 설계인자를 생산하였다.

가) 피동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

PDRC 계통은 독립된 4개의 루프로 구성되며 각 루프당 1개씩의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와 소듐-공기 열교환기(AHX), 소듐 압력탱크 (expansion tank) 및 DHX와 AHX를 연

결하는 PDRC 주 소듐 배관으로 구성된다.

(1) 소듐-소듐 붕괴열교환기(DHX)

DHX는 원통형 구조로 PHTS와 PDRC 루프 사이의 전열을 위한 전열관 다발과 PDRC 루

프 소듐의 하방향 유동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중앙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DHX의

유량분배와 열응력에 의한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부 튜브시트는 DHX의 외피관

(outer shroud)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열관 하부는 각각의 전열관 분배/연결을 위한 개별 tube

sheet 형태로 설계하여 DHX shell측 소듐의 환형공간 유로를 침해하지 않고 저온 풀 소듐 공

간으로 직접 방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DHX는 원자로 풀 내부의 공간 및 IHX와 1차계통 펌

프 등의 기기 배치를 고려하여 2-루프로 구성되는 중간계통 배관 사이에 180o 방향으로 2기가

배치되며, 수직방향으로는 부분잠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된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DHX의 형상 및 수직배치는 각각 그림 3.1-15 및 그림 3.1-16과 같고, 주요 설계제원

은 표 3.1-9에 정리하였다.

Hot sodium
pool

0.0025

0.125

25%25%25%25%
25%

0.355

0.60

0.65

0.70
0.95

1.00

DHX Tube
bundle Region

DHX shroud

0.350

Unit : m

0.025

DHX cold
sodium

downcomer

DHX support
barrel

0.025

0 .1475

(a) DHX 형상 및 원자로 풀 내부배치 (b) DHX 지지통 내부 반경방향 배치도

그림 3.1-15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DHX 형상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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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DHX 수직배치도

표 3.1-9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DHX 설계제원

DHX 설계인자

열교환기 주형식 관-통형 (Shell-and-tube type)

전열관 형태 직관형

작동 유체
shell PHTS 소듐

tube PDRC 루프 소듐

수량 (EA) 4

제열성능 (MWt) 10

압력손실

(Pa)

shell 850.2 (전열관 입구～출구)

tube 9185.3 (유도관～출구 elbow)

전열관

특성

재질 SUS316L(N)

개수(EA) 90

외경 (m) 0.0217

두께 (mm) 1.65

전열관 배열 (Pitch)
삼각배열, ST=1.50

(Pitch=0.03255m)

상능각(°) 수직

유효전열관 길이 (m) 3.78

총 전열면적 (m2) 23.2

Shell 작동유체 유동면적 (m2) 8.005

Shell 외형크

기

전체높이 (m) -

shroud 내경 (m) 0.65

열교환기 고유 재원

지지통 내경 (m) 0.95

지지통 두께 (m) 0.025

지지통-DHX 간격 (m) 0.125

설치위치 저온 풀 상부 DHX 지지통 내부

(2) 소듐-공기 열교환기(AHX)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PDRC의 소듐-공기 열교환기(sodium-to-air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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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r; AHX)는 DHX와 PDRC 제열용 소듐루프로 연결되어 DHX로부터 PDRC 루프 내부

로 유입된 열을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HX는 그림 3.1-17과 같이

DHX를 통해 가열된 PDRC 루프 소듐은 AHX 전열관 번들 영역의 중앙에 위치한 고온 소듐

유도관을 통해 상방향으로 진행하고, AHX 상부의 expansion tank를 거쳐 상부에 위치하는

hot sodium header에 모인 후, 튜브 시트를 통해 각각의 helical 형태의 전열관으로 분배되도록

설계되었다. 각각의 전열관으로 유입된 고온 소듐은 helical 코일 전열관 내부를 따라 나선형으

로 하강하면서 공기와 역방향 열전달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 때 고온 소듐이 모이는 압력탱크(expansion tank)는 AHX 전열관 및 PDRC 루프 내부

에서의 온도 변화에 의한 냉각재 체적변화를 충분히 흡수하여 PDRC 루프 소듐의 자연순환 유

동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나 원자로 풀 상부와 같이 탱크 상부 공간이 비활성

기체로 충진되어 있다. AHX 전열관에서 냉각된 소듐은 AHX 하단의 cold sodium header에서

다시 합쳐져 PDRC 루프의 저온 소듐관을 통해 DHX로 유입된다. AHX 하단의 공기 입구로부

터 유입된 외부 공기는 전열관 번들 영역을 지나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helical 형태의 소듐

전열관을 냉각하는 구조이며, 가열된 공기는 전열관 번들 상부에서 모여 공기 굴뚝을 통해 대

기중으로 방출된다. 이때 공기 굴뚝의 높이를 36m로 높게 설계하여 공기측 자연순환 유동의

구동력인 밀도차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 AHX의 주요 설계제원은 표 3.1-10과 같다.

그림 3.1-17 AHX의 개념도

표 3.1-10 AHX 설계제원

(3) PDRC 루프 배관 및 압력완충용기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Gen IV SFR)의 PDRC 루프는 원자로 풀 지역에 설치된 DH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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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루프 내부로 유입된 열을 자연순환 소듐 유동에 의해 원자로 건물 상단에 설치된 AHX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폐회로 계통으로 구성된다. PDRC 루프의 배관은 크게 고온 소듐배

관(hot-leg), 저온 소듐배관(cold-leg), DHX 상단의 동축배관(Co-axial pipe)부로 구성되며, 루

프 압력완충용기 (expansion vessel) 부분과 DHX 및 AHX unit 내부의 연결 부위 등을 포함

한다. PDRC 루프의 전 배관은 설계수명 동안 예상되는 PDRC 루프 내부의 온도 과도에 의한

열변형(팽창/수축)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배관 자체에 여러 곳의 곡관부를 설치하도록 설

계되며, 배관의 수평 길이는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건물의 layout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PDRC

루프의 배관 layout 및 설계 제원은 그림 3.1-18과 같다.

피동형 계통인 PDRC 루프 배관 내부의 소듐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온도

및 압력과도를 겪게 되므로, 배관의 소듐 체적변화 및 이에 따른 압력변화 수용을 위하여 고온

관 상부에 압력완충용기(expansion vessel)를 설치하고 용기 내부의 소듐 자유액면 상부에

cover gas를 충진시킨다. 압력완충용기의 형상 및 설계 제원은 그림 3.1-19와 같다.

그림 3.1-18 PDRC 루프 Layout 그림 3.1-19 PDRC 루프 압력완충용기

나) 능동형 잔열제거계통

비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은 기본적으로 펌프 및 공기 blower 등의 소내/외 전력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능동형 기기를 활용하는 계통으로서 대표적으로 급수계통(Feed water system)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유지보수를 위한 원자로 계

획정지시, 적어도 한 개의 급수계통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노심 붕괴열 및 이를 포함

하는 계통의 총 열하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써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정된 발전소 상태까지 계

통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IRACS는 PDRC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되며, 원자로 풀의 열제거를 위하여 DHX 대신 IH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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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중간계통 배관 및 펌프를 활용하여 소듐을 강제 순환시킨다. 또한, 분기 배관 및 밸브를

이용하여 중간계통 배관에서 능동형 공기열교환기(FDHX; Forced draft sodium-to-air heat

eachanger)로의 효과적인 연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능동형 기기 사용의 특성을 반영하

여 운전 영역 및 제열 성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발전소 설계수명

동안에 PDRC 계통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비안전등급 IRACS의 운전

을 통해 “비상 잔열제거운전 후 정지냉각”과 “계획정지”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잔열제거 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중대사고시에는 원자로 풀에 잠겨 있는 IHX의 충분히 큰

전열면적을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 전체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Gen IV SFR의 비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인 IRACS 계통도는 그림 3.1-20과 같다.

그림 3.1-20 Gen IV SFR의 IRACS 개념도

라) 피동 잔열제거계통 작동성 향상 설계개념 개발

완전 피동개념인 PDRC 계통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어떠한 형태의 설계기준 사고가 발

생하더라도 계통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대기 중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이 확보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운전 및 과도기, 그리고 재장전 운전 기간을 포함하는 발전소

전 운전모드에 대하여 PDRC 계통의 열제거용 소듐 루프 내부 소듐이 고화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소듐 고화방지 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는 피동 잔열제

거계통의 안정적인 작동성 확보를 위하여 PDRC 루프 배관 내부의 소듐 고화방지를 위한 독창

적인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국외 특허를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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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GS

증기발생계통(SGS)은 중간계통(IHTS)에서 물/증기로 열을 전달하여 과냉각된 물을 과열증

기로 변환하여 정상 출력운전시에 터빈에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으로 공급하는 계통이

다. 고유개념 증기발생계통은 원자로에 두 개의 독립된 증기발생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의 계통회로는 한쪽 회로의 운전조건이나 사고가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된다.

증기발생계통은 모든 관련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상 또는 과도거동시에 원자로 냉각

에 요구되는 온도수준까지 중간계통의 소듐을 냉각시킬 수 있고, 재장전운전온도까지 중간계통

의 소듐을 냉각시킬 수 있다. 증기발생기내의 소듐-물 경계치 손상과 소듐-물반응사고는 IHX

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증기발생계통은 다음의 부계통과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 증기발생기

- 주증기 및 급수계통

- 증기발생기 보조급수계통

- 물/증기 누설 탐지계통

- 물/증기 덤프계통

두 개의 증기발생계통은 공통의 고압 급수가열계통에 연결된다. 급수는 급수펌프로 19.5 MPa

까지 가압되고, 고압터빈과 주증기관에서 추기되는 증기로 230℃ 까지 가열된다. 증기발생기에서

급수는 중간계통의 소듐으로 가열되며 증기발생기당 1528.7 MWt이 전열되고 503 ℃, 16.7

MPa, 663 kg/s의 과열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발생기 보조급수계통은 기동펌프, SGAWT(SG

Auxiliary Water Tank), 재순환펌프, 배관 및 밸브로 구성되고, 완전급수 상실사고시에 증기발생

기 튜브의 드라이아웃(dryout)을 방지하기위해 최소 30분 이상 물을 공급한다. SGAWT는 기동

운전시와 주급수펌프의 고장시에 증기발생계통에 물을 공급한다. 기동펌프의 개수는 두 대이며,

각 펌프는 정상급수유량의 10%의 용량을 갖는다. 출력이 0%에서 25% 까지는 증기발생기를 통

한 재순환유동이 유지되고, 유동량은 탱크의 수위에 따라 조절된다. 0%에서 10%사이의 출력에

서는 급수가 기동급수펌프로 공급되고, 자연순환으로 SG와 SGAWT사이를 순환한다. 10%이상

의 출력에서는 기동급수펌프는 주급수펌프로 대치되고 재순환은 재순환펌프로 유지된다.

주급수펌프의 개수는 두 개이고, 각 펌프의 용량은 증기발생기당 100%의 용량을 갖는다.

물/증기 누설 탐지계통은 누출감지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통이 있다. 각 탐

지계통은 소듐측으로 물/증기의 누설을 감시, 경보를 주며, 사고가 발생한 증기발생기를 인식한

다. 탐지방법은 수소농도 측정, 음향탐지, 파열판 배관압력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소량누설감지는

액체소듐 속의 수소농도측정으로 하며, 소듐누설의 초기 감지를 위해 이용된다. 중간량 감지는

음향탐지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대량 누설은 소듐이나 파열판 사이의 압력측정으로 이루어진다.

물/증기 덤프계통은 소듐-물반응사고시 증기발생기계통의 물/증기를 급속히 방출하기 위한 것

이며, 각 계통에 각각 제공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는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기와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된 직관형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2가지 형식에 대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헬리컬 코일 증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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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설계는 자체개발한 HSGSA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

기의 설계는 새로 개발한 DWTSG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및 특성분석

가. PHTS 펌프

Gen IV SFR의 PHTS 펌프의 설계는 기존의 하재현[하재현, 2001]의 방법론을 전산코드로 개발

하여 설계하였다. 개발한 펌프 설계코드는 유량, 총양정 및 회전수를 입력하면 펌프 임펠러의 주요사

양들이 출력된다. 이 코드는 임펠러 입구 및 출구에서의 소듐의 속도를 계산하므로 펌프의 입구 및 출

구에서의 파이프 직경 등의 기하학적 설계변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펌프 cavitation margin 설정을

위한 Required-NPSH의 값을 산출한다. Gen IV SFR의 PHTS 펌프는 기계식 원심펌프를 사용하

며, 기본설계는 2-loop 및 3-loop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n IV SFR 일차펌프 설계에 대한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펌프는 기계식 원심펌프이다.

- 펌프의 실양정(Ha)은 0.40 [Mpa] 이다.

- 펌프 당 유량(Q)은 540[m3/min] (2-loop인 경우) 이다.

- 펌프의 효율은 80%이며, 회전수는 450 [rpm]이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일차펌프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1와 같다. 이

표는 2-loop 인 경우 cavitation margin을 확보하기 위하여 펌프 중심에서 자유표면까지의 거

리가 13.53m 이상 요구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실제 원자로 배치에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2-loop 인 경우 펌프 4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 경우의

펌프의 설계변수들은 표 3.1-12에 수록되어 있다. 설계된 펌프의 형상은 그림 3.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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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일차펌프 주요 설계변수

35.637.5Circumferential Velocity [m/s]

1.892.15Pump Outlet Diameter [m]

13.53

18.02

2.64

6

1.59

1.47 

0.57

0.32

5.40

80

578

450

47.53

540

2-Loop

17.88Required NPSH [m]

1.511Impeller Inner Diameter [m]

7.98Free Surface to Pump 
Distance [m]

2.29Pump Inlet Diameter [m]

6Number of Blade []

1.26Impeller Inner Diameter [m]

0.45Boss Diameter [m]

0.25Shaft Diameter [m]

3.45Motor Power [MWe]

80Pump Efficiency [%]

472Specific Speed []

450Rotational Speed [rpm]

47.53Total Head [m]

360Flow Rate  [m^3/min]

3-LoopParameters

35.637.5Circumferential Velocity [m/s]

1.892.15Pump Outlet Diameter [m]

13.53

18.02

2.64

6

1.59

1.47 

0.57

0.32

5.40

80

578

450

47.53

540

2-Loop

17.88Required NPSH [m]

1.511Impeller Inner Diameter [m]

7.98Free Surface to Pump 
Distance [m]

2.29Pump Inlet Diameter [m]

6Number of Blade []

1.26Impeller Inner Diameter [m]

0.45Boss Diameter [m]

0.25Shaft Diameter [m]

3.45Motor Power [MWe]

80Pump Efficiency [%]

472Specific Speed []

450Rotational Speed [rpm]

47.53Total Head [m]

360Flow Rate  [m^3/min]

3-Loop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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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Circumferential Velocity [m/s]

1.76Pump Outlet Diameter [m]

4.86

14.76

2.11

6

1.47

1.13

0.41

0.23

2.59

80

408

450

47.53

270

2-Loop 

(4-Pumps)

Required NPSH [m]

Impeller Inner Diameter [m]

Free Surface to Pump Distance 
[m]

Pump Inlet Diameter [m]

Number of Blade []

Impeller Inner Diameter [m]

Boss Diameter [m]

Shaft Diameter [m]

Motor Power [MWe]

Pump Efficiency [%]

Specific Speed []

Rotational Speed [rpm]

Total Head [m]

Flow Rate  [m^3/min]

Parameters

34.6Circumferential Velocity [m/s]

1.76Pump Outlet Diameter [m]

4.86

14.76

2.11

6

1.47

1.13

0.41

0.23

2.59

80

408

450

47.53

270

2-Loop 

(4-Pumps)

Required NPSH [m]

Impeller Inner Diameter [m]

Free Surface to Pump Distance 
[m]

Pump Inlet Diameter [m]

Number of Blade []

Impeller Inner Diameter [m]

Boss Diameter [m]

Shaft Diameter [m]

Motor Power [MWe]

Pump Efficiency [%]

Specific Speed []

Rotational Speed [rpm]

Total Head [m]

Flow Rate  [m^3/min]

Parameters

표 3.1-12 일차펌프 주요 설계변수(펌프 4대) 그림 3.1-21 일차펌프 형상도

나. IHTS 펌프

Gen IV SFR 액체금속로의 이차펌프의 설계는 일차펌프의 설계코드를 약간 수정하여 설계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n IV SFR 이차펌프 설계에 대한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펌프는 기계식 원심펌프이다.

- 펌프의 실양정(Ha)은 0.32 [Mpa] 이다.

- 펌프 당 유량(Q)은 404[m3/min] (2-loop인 경우) 이다.

- 펌프의 효율은 80%이며, 회전수는 450 [rpm]이다

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이차펌프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3와 같다. 설계된 펌

프의 형상은 그림 3.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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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1.42

1.33

6

33.66

1.43 

1.31

0.44

0.24

3.01

80

599

450

37.35

404.17

2-Loop

31.82Circumferential Velocity [m/s]

1.05Pump Outlet Diameter [m]

11.34

1.23

6 

1.35

1.13 

0.38

0.21

2.07 

80 

489

450  

37.35

269.45 

3-Loop

Required NPSH [m]

Impeller Outer Diameter [m]

Pump Inlet Diameter [m]

Number of Blade []

Impeller Inner Diameter [m]

Boss Diameter [m]

Shaft Diameter [m]

Motor Power [MWe]

Pump Efficiency [%]

Specific Speed []

Rotational Speed [rpm]

Total Head [m]

Flow Rate  [m^3/min]

Parameters

14.85

1.42

1.33

6

33.66

1.43 

1.31

0.44

0.24

3.01

80

599

450

37.35

404.17

2-Loop

31.82Circumferential Velocity [m/s]

1.05Pump Outlet Diameter [m]

11.34

1.23

6 

1.35

1.13 

0.38

0.21

2.07 

80 

489

450  

37.35

269.45 

3-Loop

Required NPSH [m]

Impeller Outer Diameter [m]

Pump Inlet Diameter [m]

Number of Blade []

Impeller Inner Diameter [m]

Boss Diameter [m]

Shaft Diameter [m]

Motor Power [MWe]

Pump Efficiency [%]

Specific Speed []

Rotational Speed [rpm]

Total Head [m]

Flow Rate  [m^3/min]

Parameters

표 3.1-13 IHTS 펌프 주요 설계변수 1-hydrostatic bearing, 2-guiding duct,
                                              3-impeller, 4-delivery header, 5-suction confuser

그림 3.1-22 IHTS 펌프 형상

다. IHX

Gen IV SFR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 설계는 계통 작동온도, 유량 및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IHX의 전열면적과 전열관 배치를 설정하였으며, 전열관 두께는 증기계통의 높은 압력

(16.5MPa)에도 전열관이 파단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로 운전 시 가스흡입 현상이 발

생되지 않도록 IHX 위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IHX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IHX 1차 측 입구의 소듐 온도는 545℃이다.

- IHX 2차 측 입구의 소듐 온도는 325℃이다.

- IHX 1차 측 질량유량은 3863.85 kg/sec (2-loop인 경우)이다.

- IHX 2차 측 질량유량은 2944.43 kg/sec (2-loop인 경우)이다.

IHX의 설계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CONFIG(전열관 배치), ASTEEPL(압력손실 계산) 및

2DHX코드(열전달 계산)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Gen IV

SFR IHX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4에 있다. 그림 3.1-23은 설계된 IHX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세한 설계과정은 최석기[최석기, 2005]를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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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IHX 주요 설계변수들

2.15/8.442.58/8.82Shell diameter/height (m)

TEMA type STEMA type SShape

13.52 14.52Flow hole diameter (mm)

triangulartriangularTube arrangement 

4422/8844 6126/12252 Number of tube/flow hole

46.1554.96Tube side pressure drop (kPa)

15.9/14.1/0.8915.9/14.1/0.89Tube OD/ID/thickness (mm)

6.0 6.5 Tube length (m)

9Cr-1Mo  9Cr-1Mo Tube Material

1.76 1.80 Tube pitch to diameter ratio (P/D)

325.4/529.5 325.4/530.2  Tube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1962.95 2944.43 Tube side mass flow rate (kg/sec)

31.48  34.00Shell side pressure drop (kPa)

545/388.8 545/390 Shell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2575.903863.85 Shell side mass flow rate (kg/sec)

15.0323.13UA total (MW/oC)

511.35768.61Thermal duty (MWt)

4 4 Number of IHX

3-Loop2-LoopParameters

2.15/8.442.58/8.82Shell diameter/height (m)

TEMA type STEMA type SShape

13.52 14.52Flow hole diameter (mm)

triangulartriangularTube arrangement 

4422/8844 6126/12252 Number of tube/flow hole

46.1554.96Tube side pressure drop (kPa)

15.9/14.1/0.8915.9/14.1/0.89Tube OD/ID/thickness (mm)

6.0 6.5 Tube length (m)

9Cr-1Mo  9Cr-1Mo Tube Material

1.76 1.80 Tube pitch to diameter ratio (P/D)

325.4/529.5 325.4/530.2  Tube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1962.95 2944.43 Tube side mass flow rate (kg/sec)

31.48  34.00Shell side pressure drop (kPa)

545/388.8 545/390 Shell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C)

2575.903863.85 Shell side mass flow rate (kg/sec)

15.0323.13UA total (MW/oC)

511.35768.61Thermal duty (MWt)

4 4 Number of IHX

3-Loop2-LoopParameters

Tube

Baffle

Tube 
sheet

Tube 
sheet

Floating 
chamber

Outlet 
nozzle

Shell

Inlet 
nozzle

그림 3.1-23 IHX 형상도

라. 증기발생기

Gen IV SFR 증기발생기는 전열관의 파손 시 소듐-물 반응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된 이중벽

증기발생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중벽 증기발생기의 설계코드는 기존의 헬리칼형 증기발생기 설

계코드를 수정하여 직관형 증기발생기에 맞도록 압력손실 계수 및 열전달 계수 등을 수정하여 개

발하였다. 개발된 설계코드 DWTSG 코드의 상세한 이론적 배경은 최석기 [최석기, 2007]를 참고

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n IV SFR 증기발생기 설계에 대한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1차 측 입구의 소듐 입구 및 출구온도는 528℃ 및 325℃이다.

- 증기발생기 2차 측 입구의 feed water 온도는 2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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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1차 측 소듐 질량유량은 5889 kg/sec (2-loop인 경우)이다.

- 증기발생기 2차 측 steam의 질량유량은 663 kg/sec (2-loop인 경우)이다.

- 증기발생기 2차 측 steam의 출구압력은 16.5MPA이다.

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Gen IV SFR 증기발생기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5에 있

다. 그림 3.1-24는 설계된 증기발생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2.62.6Tube thickness including gap (mm)

13.8/16/1913.8/16/19Tube inner/gap/outer diameters (mm)

31.731.7Tube pitch (mm)

31694750Number of Tubes

9Cr-1Mo9Cr-1MoTube material

28.328.3Tube Heat Transfer length (m)

1.92 2.34 S/G Diameter (m) (gap : 0.02m 포함)

16.5 16.5Main steam pressure (Mpa)

503 503 Main steam temperature (°C)

442663 Main steam mass flow rate (kg/sec)

230 230 Feed water temperature

528/325528/325Sodium inlet/outlet temperature (°C)

3926 5889Sodium flow rate (kg/sec)

5355 8031 Heat transfer area (m2)

1019.1    1528.7  Thermal capacity (MWt)

Straight tubeStraight tubeS/G type

3-Loop2-LoopParameters

2.62.6Tube thickness including gap (mm)

13.8/16/1913.8/16/19Tube inner/gap/outer diameters (mm)

31.731.7Tube pitch (mm)

31694750Number of Tubes

9Cr-1Mo9Cr-1MoTube material

28.328.3Tube Heat Transfer length (m)

1.92 2.34 S/G Diameter (m) (gap : 0.02m 포함)

16.5 16.5Main steam pressure (Mpa)

503 503 Main steam temperature (°C)

442663 Main steam mass flow rate (kg/sec)

230 230 Feed water temperature

528/325528/325Sodium inlet/outlet temperature (°C)

3926 5889Sodium flow rate (kg/sec)

5355 8031 Heat transfer area (m2)

1019.1    1528.7  Thermal capacity (MWt)

Straight tubeStraight tubeS/G type

3-Loop2-LoopParameters

표 3.1-15 증기발생기 주요 설계변수들 그림 3.1-24 증기발생기 형상도

제 2 절 선진기술 개발

1. PDRC 성능분석 실험요건 설정

가. 초기냉각특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Hahn et al., 2007]을 대상으로 원자로 정지 후 72시간 운전

원 대처시간까지의 기간중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본격적인 원자로 풀 냉각 운전모드가 작



동하기 직전까지의 초기냉각특성을 분석하였다. 초기냉각특성분석은 정상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통상적으로 능동형 기기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는 발전소 정전사고

(station blackout)를 가정하였다. 소내 정전으로 인한 원자로 펌프 정시시의 초기냉각성능 특성

은 COMMIX-1AR/P[Garner et al., 19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설계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초기냉각성능은 주로 펌프 관성회전차(flywheel)에 의해 

공급되는 관성유량(Coastdown) 특성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수치해석 모델링

전술한 인자들에 대한 초기냉각성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COMMIX-1AR/P를 사용하여, 

참고문헌[Jeon, 2004, 한지웅, 2008]에서 기술된 방법에 기초하여 각 조건에 적합한 정상상태 

계산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계산결과를 본 과도계산의 초기조건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3.2- 

1(a)는 계산대상인 KALIMER-600 원자로의 수평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며, 그림 3.2-1(b)에서는 

수직단면에서의 원자로풀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각 IHX 중심(OA) 및 Pump 중심(OB)

을 지나는 2개 단면에서의 기기 배치를 수직단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함께 비교,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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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원자로 내부 구조 개략도

본 계산에서는 원통좌표계를 기본으로 반경방향(x), 방향(y), 축방향(z)으로 각각 31, 14, 39

개의 비등간격 격자를 적용하였다. 축방향으로는 고온풀의 소듐 표면으로부터 노심 하단부인 

Core Inlet Plenum 까지를 고려하였으며, 원자로 바닥의 굴곡면은 수평면으로 가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Inlet Plenum 하부로부터 원자로 바닥의 굴곡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환형의 다공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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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동 정체 영역이며, 체적도 전체 소듐 체적의 1.7%정도로서 이들

영역의 배제로 인한 원자로 풀내부 체적 및 유동장 변화는 미소하다. 펌프의 경우 계산영역내

환형의 1/2 펌프 유입구 형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3개의 격자에 3개의 펌프 모델을 각각 설정

하였으며 유량비를 각각 1:2:1로 분배하였다. 이때 펌프 모델은 코드 내장 모델(Homologous 펌

프)을 사용하였다. IHX의 경우 IHX Shell 내부의 tube가 위치하는 각 격자마다 격자체적에 대

한 유체체적의 비율로 표현되는 다공도를 설정하여 내부 유효 체적을 모사하였다.

노심배치도[홍서기, 2006]는 다음 그림과 같고, 노심은 USS, Core, Control Rod, Reflector,

B4C Shield, IVS, Radial Shield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육각형의

Assembly들은 동일 성격의 Assembly들을 합하여 동일 면적을 갖는 실린더형태의 노심 집합

체로 모델링하였으며, 이로부터 노심 집합체별 반경방향 격자간격을 산정하였다. 이때 수직방

향 활성노심(Active Core)영역을 모사하기 위하여 노심입구로부터 상방향으로 1.1m 지점부터

2.1m 지점까지를 활성노심으로 설정하였다.

(a) KALIMER-600의 노심배치도 (b) 등가원형노심모델링

그림 3.2-2 KALIMER-600 노심과 등가원형노심모델 비교

본 계산에서는 원자로의 1/4 부분만을 대상으로 노심 및 IHX tube를 통한 열발생량 및 열

제거량은 노심 및 IHX shell 내부에 위치한 모든 격자에 대하여 단위체적당 열발생량 및 열제

거량 모델을 설정하여 모사하였으며 DHX를 통한 열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완화계수

(Relaxation Factor) 및 반복계산횟수 등의 최적화를 통해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수렴한계를 재

검토한 결과 각 방향 속도성분 및 엔탈피에 대하여 최대값 대비 상대변화율이 5.0E-4 이하인

경우에 수렴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과도운전조건에서도 동일한 수렴한계를 적용

하였다.

2) 1차계통 펌프 관성유량 영향

가) 정상상태 분석

정상상태의 수력학적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 펌프, IHX 및 DHX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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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한 단면에서의 압력 및 유속 분포를 각각 비교한 결과, 노심 입구의 Orifice로부터 노심

출구까지의 압력손실계산결과는 중심으로부터 반경방향 영역별로 각각 0.216, 0.212, 0.214,

0.215 MPa이며 평균 0.214 MPa을 나타낸다. 이는 노심 압력손실 설계값인 0.213 MPa 과 거의

비슷하며, 이로부터 본 계산에서 노심 압력손실 모델링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4 펌프를 통해 토출되는 질량유량이 1932.7kg/s 로서 설계값인 1932.8 kg/s 이

잘 모사되고 있다. 압력분포의 경우 펌프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유입관의 압력분포가 대칭적

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노심 입구 및 출구 평균온도의 경우 각각 390℃ 및 545℃로서 운전조

건을 잘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상상태 계산결과로 부터 COMMIX-1AR/P를 활용한

KALIMER 모델링이 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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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주요 수직단면에서의 압력 및 속도 분포

나) 과도상태 분석

1차계통 펌프 관성유량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로에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원자로 가

동이 중단된 경우를 과도운전조건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

고, 원자로 정지 후 노심 열출력 변화 곡선은 참고문헌[최보영, 2007]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노심 열출력 : 정상운전 대비 6%로 저감후 시간에 따라 붕괴열 감소

- IHX tube측 열제거량 : 운전 정지순간 열제거 기능 상실

- 펌프 질량 유량 : 여러가지 펌프회전차(CDT= 0~300초)에 의한 관성유량조건 고려

관성유량 변화에 따른 초기냉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조건별로 시간에

따른 펌프 양정 변화 곡선이 COMMIX 입력 조건으로 필요하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시간에

따른 펌프 양정 변화 곡선은 참고문헌[Choi, 2005]에 기술된 방법 및 관련 코드를 활용하여 도

출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관성유량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성유량 지속

시간을 25초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계산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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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계산에서는 관성유량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Flywheel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계

산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 펌프는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정

지된 펌프 임펠라에 의한 마찰 손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3.2-1 계산조건별 관성유량 지속시간

Case Name
Coastdown

Time(sec)

Flow halving

time(sec)
Case Name

Coastdown

Time(sec)

Flow halving

time(sec)

CDT000
0(without

Flywheel)
0.00 CDT150 150 11.00

CDT010 10 0.77 CDT175 175 12.84

CDT025 25 1.87 CDT200 200 14.67

CDT050 50 3.69 CDT225 225 16.49

CDT075 75 5.52 CDT250 250 18.32

CDT100 100 7.35 CDT275 275 20.15

CDT125 125 9.18 CDT300 300 21.98

그림 3.2-4는 관성유량 지속 시간이 50초씩 증가되는 조건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른 펌프 유

량변화 곡선을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초기유량에 대한 유량 비율이 0.5일 때의 시간

(유량 반감기)을 비교하면 관성유량 지속 시간이 50초씩 증가될 때 마다 유량반감기가 3.7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 양정변화곡선을

COMMIX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림 3.2-4 시간에 따른 펌프 유량 변화



- 4-45 -

그림 3.2-5는 다양한 펌프 관성유량(CDT) 조건별 수치해석 결과 중 대표적인 조건(CDT=0,

25, 50, 175, 300)에 대한 풀내부 순환유량을 비교, 도시한 것이다. 모든 유량은 정상상태 펌프

유량을 기준으로 정규화된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그림 중 화살표는 관성유량 공급이 중단되는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순환유량 0을 기준으로하여 양수는 관성유량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순환

유동을 의미하며 음수는 순환유동이 관성유량방향과 반대방향인 역류를 의미한다.

우선 펌프가 정지된 조건에서 펌프회전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초기에

0.05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에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차에 의해 일정량의 자연순환 유량이 형

성되며, 이는 시스템 고유의 값에 해당된다. 펌프회전차에 의해 관성유량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초기에 실제 노심을 통과하는 유량은 관성회전차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며, 이것은 추가적으로 공급된 관성유량이 정지 초기에 내부순환유동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이며, 그 기여도는 CDT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관성유량이 공

급되는 풀에서의 내부 순환유량은 풀내부 온도차에 의한 부력효과 및 관성회전차에 의한 관성

력효과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관성유량공급의 종료시점으로 접근할 수록 관성효과는 원자로

정지 초기와는 반대로 풀 내부 순환유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그 기여도는 관성유량

공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대에 이른다. 특히 CDT=175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해효과가 매우

지배적으로 기여하여 풀내부에 역류유동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가 점차 펌프회전차에 의한 효

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로부터 펌프회전차의 설치로 인하여 시스템 고유의 자연순환유동이 일

정기간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5 관성유량공급 변화에 따른 풀내부 순환 유량 변화

다음 그림은 DHX 계통 작동 직전까지의 관성유량공급조건 변화에 따른 노심최고 온도 및

RmfQ[Sim, 2008]의 변화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RmfQ는 유량 저감 속도에 대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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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심 냉각 속도비를 의미한다. 관성유량공급이 없는 경우의 온도분포의 경우 원자로정지

초기에 온도극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는 370초까지 서서히 냉각된다. 이 경우 RmfQ도 거의

1을 유지하며, 이로부터 유량 감소와 노심 온도 저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성유량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RmfQ가 극대점 및 극소점을 형성하면서 급격히 변화한

다. 또한, 극대점 및 노심 과냉 기간(RmfQ>1)은 CDT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유량 및

노심 온도 저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초반의 온도는 극대점을 형성하지 않고 감

소하며, 이러한 온도 감소율은 CDT가 증가함에 따라 노심 과냉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도 극소

점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mfQ 극소점의 경우 매우 짧은 관성유량공급(CDT=25 및

50) 및 장시간의 관성유량공급(CDT=300) 조건에서는 거의 1을 유지한다. 그러나, CDT=175인

경우 RmfQ의 극소점이 매우 작은 값을 유지하며, 이것은 노심 냉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노심 최고 온도는 다른 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

한다. 이렇게 노심 냉각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노심부에서 국부적으로 발달한 저온의

고밀도 유동영역이 일시적으로 관성유동을 방해하여 노심 냉각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CDT=25, 50, 300의 경우에는 저온의 고밀도 유동영역이 관성유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정

도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노심냉각이 방해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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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관성유량공급 변화에 따른 최고 온도 및 RmfQ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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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노심 출구부분의 최고 온도 변화가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관

찰하기 위하여 IHX가 위치한 수직 단면(J=8)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속도 분포를 CDT 조

건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 중 UIS 하단의 점선부분은 노심이 위치한 영역이며, 활성노

심영역은 Z=3.2~4.2 m 에 해당한다. 우선 펌프회전차가 존재하지 않는 CDT=0 인 경우 원자로

시스템 정지 초기 5초에 이미 노심부분의 최대유속이 0.2m/s 미만으로 감소되며, 이때의 유량

은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차에 의해 형성된다. 온도분포의 경우 이러한 자연순환 유량에 의해

고온풀의 소듐이 시간 경과에 따라 IHX 내부를 통해 서서히 저온풀로 이동하고 있으며, 붕괴

열에 의해 노심 부분은 여전히 고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급격한 온도분포변

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CDT=25인 경우 저온풀의 소듐이 활성노심 영역으로 활발히 유입되면서 노심영역이 냉각되

면서, 25초 경과 시점에서 활성노심 하단부분에서 저온영역이 서서히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저온영역은 관성유량 공급이 종료되면 사라지며, 75초 경과 시점을 보면 활

성노심이 위치한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온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저온의 고밀도

영역은 Z=5~6cm 지점에 형성되지만, 고온소듐과 저온소듐간의 활발한 혼합으로 인하여 더 이

상 발달되기는 어려우며, 150초 경과 시점에는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DT=175인 경우 관성유량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초반부터 저온영역이 급격히 확장

되며, 75초 경과 시점에는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의 전체 영역이 냉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0초부터 250초까지 저온의 고밀도 영역이 노심 출구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100초 동안 풀내부 순환유동을 방해하며, 수십초에 걸쳐서 고온의 소듐을 정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하여 고온영역이 노심하부에 위치한 inlet plenum 으로 확장되는 역류현상이 관

찰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심 최고 온도의 극대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고밀도 영역은

350초 경과 시점에서는 저온영역과 고온영역간의 혼합으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게 된다.

CDT=300초인 경우에도 전술한 과냉각 현상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시간동안 공급되

는 관성유량으로 인하여 고온풀의 소듐이 저온풀을 거쳐 다시 노심으로 활발히 공급되면서 저

온의 고밀도 영역이 유동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발달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코어 입구부에서의 역류현상도 존재하지 않고,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차는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된다.

관성유량변화에 따른 풀내부 열유동 분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의 노심

과냉각은 국부적으로 고밀도 영역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고밀도 영역으로 인하여 노심 역류가

발달되어 노심 주변의 소듐 최고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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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CDT 조건별 원자로 풀내부 온도 및 유속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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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성유량조건별 노심역류지속시간 및 온도극대점을 각 조건별로 구분하여 비교 도

시한 것이다. 그림 중 bar와 점은 각각 노심역류지속시간 및 온도극대점을 나타낸다. CDT=10

과 CDT=25인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직후부터 노심온도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극대점

을 도시하지 않았다. 우선 관성유량증가에 따른 온도 극대점 분포는 그림에 표시된 수직 점선

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CDT가 50초 이하인 비교

적 작은 관성회전차에 의해 관성유량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노심온도 극대점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혹은 발행하더라도 노심 최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두 번

째 경우는 CDT가 75초 이상 250초 이하의 관성회전차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의 노

심 온도 극대점은 최소 620도 이상이며, 노심역류 현상이 발생하며, 역류 지속시간도 수십초

이상 지속된다. 또한 역류 지속 시간은 CDT=175까지 CDT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

터는 다시 감소한다. 마지막 경우는 CDT가 275초 이상의 영역으로 거대한 크기의 관성회전차

를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관성유량공급으로 인하여 노심역류 및 노심 온도 극대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KALIMER-600에서 원자로 정지초기에 노심역류 및 노심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관성유량범위는 CDT가 50초 이하인 경우이며, 특히 CDT가 25초 이하로 설계

될 경우 노심 극대점 형성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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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관성유량조건별 노심역류지속시간 및 온도극대점 비교

KALIMER-600의 원자로 정지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풀내부의 소듐체적은 붕괴열에 의

해 서서히 증가하고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고온풀의 소듐이 DHX로 월류(overflow)되기 시작

하면서 후기 냉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DHX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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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류시작 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관성유

량조건 변화에 따른 고온풀 소듐액위 변화 및 DHX 월류시점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DHX 월

류슬롯은 정상상태를 기준으로 고온풀 소듐 액위면으로부터 5cm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림중 y축은 정상상태의 고온풀 소듐 액위면(y=0)으로부터의 상태높이로 표기하였고, 그림중 화

살표는 월류시점을 나타낸다. 관성유량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DHX 월류가 시작되기까지는

655초가 소요되지만, DHX 월류시작까지 필요한 시간은 관성유량공급시간이 증가할 수록 단축

된다. 이로부터 관성회전차의 크기 증가에 의해 DHX 월류시점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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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관성유량조건 변화에 따른 고온풀 소듐액위 변화 및 DHX 월류 시점 변화

나. PDRC 성능입증 실험

1) 실험장치 설계요건

KALIMER-600의 안전등급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DRC의 잔열제거개념을 입증하고, 냉각성능

확보를 위해 관련된 기술현안 해결안을 검증하기위한 실험장치 설계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설

계요건을 도출하였다.

여러 설계기준사건의 분석을 통해 각 사건 별로 주요 열유체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실험장

치 설계 시에 적용되어야 할 주요 열유체 현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

하여 실험장치의 일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로부터 실험장치 유체계통 및 계측계통에

대한 설계요건을 도출하였다.

가) 주요 열유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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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열유체 실험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원

자로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사고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실험목적에 부합하는

실험 매트릭스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 실험 매트릭스별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주요 열유체

현상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척도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상원자로를 축소, 모

의해야 한다.

대상원자로인 KALIMER-600 원자로의 안전해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 사고에는 설계기

준사고 (DBE: Design Basis Events)인 TOP (Transient of Over Power), LOF (Loss of

Flow), LOHS (Loss of Heat Sink), SBO (Station Black Out), 원자로용기 파손사고 등이 있다.

TOP 사고는 제어봉 인출, 노심 내 가스기포 통과, 기타 양의 반응도 삽입 등으로 인하여 노심

출력이 증가하는 사고로서 이 사고의 주요 초점은 초기 반응도 삽입으로 인한 노심 출력상승과

원자로 정지 후 노심에서 발생되는 잔열의 효율적인 제거이다. 원자로 정지 후의 열제거 관련

현상은 초기 PHTS에 축적된 열에너지만이 다를 뿐 관련 현상은 LOF와 대동소이하다.

LOF 사고는 PHTS 펌프의 고장이나 펌프 방출배관 파단 등으로 인하여 노심 냉각능력이

감소하는 사고로서, 실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주요 사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LOHS 사고는 IHTS나 SGS 등의 기능 상실로 노심 냉각 성능이 저하되는 사고로서 피동

잔열제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용기 파손사고는 사고 시 고온풀 액위가 감소함으로써 고온풀 소듐의 DHX를 통한

효율적인 냉각 운전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범주에 속한다.

SBO 사고는 소외전원상실로 인해 LOF와 LOHS가 결합된 사고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 사고의 심각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안전해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사

고이다.

실험장치의 설계요건은 이러한 사고모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다. 즉, 선정된 각각의 실

험대상 사고 과도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열유체 현상이 실험장치에서 적절

하게 모의될 수 있도록 실험장치의 설계 시 요구되는 제반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KALIMER-600 설계의 안전해석 결과 [Kwon, 2005; Kwon et al., 2006; 하귀석 외, 2007]를 활

용하고, 풀형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기존의 해외의 운전 및 사고해석 자료 [US NRC, 1994]를

참조하여 실험대상인 주요 사고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열유체 현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

된 열유체 현상으로부터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열유체 현상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나타내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KALIMER-600을 대상으로 수행한 예비 PIRT 결

과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열유체 현상의 분석을 통해 모의 사고 별로 발생하는 개별적인 열

유체 현상은 실험장치의 설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실험장치의 계통 또는 기기 설계

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주요 열유체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이태호 외, 2009]

나) 실험장치 설계기준

실험장치의 규모는 재현하고자하는 열유체 현상을 커다란 왜곡 없이 모의할 수 있고, 장치 건



- 4-52 -

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타 실험장치와 똑같은 규모를 피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장치의 높이는 1:1 (Full height)로 모의하거나 또는 적절한 길이 축소비에 따라 줄여 모

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들은 실험장치에서의 열생성원, 열침원, 주요 기기에서의 열유체

현상, 구축비용 그리고 실험 재현 시간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높이가 축소된 (Reduced

height) 실험장치에서는 척도해석의 특성으로 인해 1:1 높이비 (Full height) 장치에 비해 속도와

시간 척도가 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속도 척도가 중요한 빠른 과도상태의 모의에는 척도왜

곡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Reduced height 실험장치는 준 평형상태의 느린 과도상태

의 모의에만 적합한 단점이 있다. 또한 Reduced height 실험장치에서는 혼합물 수위, 유동양식,

기포율 등 이상유동에 관련된 변수에 대한 척도왜곡이 증가한다. 참고문헌 [송철화 외, 2001]에

나타난 동일한 압력비와 체적비를 갖는 실험장치에서 Full height 실험장치 대비 Reduced heigh

실험장치의 장. 단점을 표 3.2-2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실험장치의 모의 노심 출력을 Full power 상태로 유지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원자로 노심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만큼의 단위출력밀도를 생성하는 전

기히터를 제작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전기히터의 배치 상 막대한 용량의 전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수로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대규모 열유체 실증시설에서는 모의

노심의 출력을 붕괴열 수준으로 낮추어 모사한다. 노심의 붕괴열 수준의 조건만을 모사하는 실험

장치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의 급격한 과도 현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노심 출력이 붕괴열

규모로 감소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원자로 정지 후의

자연순환유동에 의한 잔열제거성능이 중점적으로 고찰될 예정이기 때문에 붕괴열을 적절히 모사

할 수 있는 수준의 모의 노심 출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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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기술적 측면

. Aspect ratio 증가로 다차원적 열유체 모사 특성 증대

. 자연순환에 중요한 for
 for

조절 용이

. 기기의 단위체적 당 표면적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구조물의
열손실 및 축적열에 의한 척도왜곡 감소

적용성
. 저출력 slow transient 모사에 적합

. 반경방향 출력모사 용이

모사 적합 매트릭스
. Low power, low pressure transient

. Shutdown natural circulation

단
점

기술적 측면

. 속도 및 시간 scale 감소

. 히터의 출력밀도 증가

. Gravity head 및 압력손실 감소

. 시간 scale이 축소되어 반응도 feedback 효과 모사 어려움

적용성

. Fast transient 모사 부적합

. Sequent event 모사 시 계통의 작동시점, 작동지연시간, 작동기
간 등의 왜곡이 커질 수 있음

. 단면의 증가로 구조물 건조비용 증가 (길이 축소보다 단면증가
가 비용 증가를 더 야기함)

모사 부적합

매트릭스
. 유량, 온도, 출력, 압력 등이 급격히 변하는 과도 사건

표 3.2-2 Full height scale 대비 Reduced height scale 장. 단점

실험장치의 높이 척도비의 경우, 모사하고자 하는 실험 매트릭스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

요한 항목이 느린 과도현상인 단상 자연순환 유동에 의한 노심의 잔열제거 성능이며, 또한 1:1 높

이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척도왜곡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Gravity force/Frction force 비 유지

를 위해 주어진 높이비에 대해 구성기기를 통한 압력손실의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Reduced

height 실험장치를 본 실험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높이 척도비는 실험장치

가 설치될 실험실 공간의 최대 높이, 요구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원자로의

크기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1/5로 선정하였다.

체적 척도비의 경우에는 다차원 유동 현상 모사를 위한 원자로용기의 종횡비 (Aspect ratio)

유지, 원자로용기 내부 유동에 대한 충분한 계측 공간 및 기기의 설치 공간 확보, 대상원자로 원

자로용기의 내부 형상 보존, 전기 가열봉의 제작성 및 건설비용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1/125로

결정하였다.

모의 노심 출력의 경우에는 100 % 출력 상태에서의 척도 출력은 대상원자로의 1/55.9인 약 27

MW가 되어 노심 전력공급계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과대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량을

갖는 전기히터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정된 실험 매트릭스에서 노심 출력은 원자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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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용량의 정격 출력을 모의하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모의 노심 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의 시간에 따른 붕괴

열 변화를 고려하여 100 % 척도 출력의 7 %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동유체, 온도 분포 및 압력

조건은 이들 인자에 의한 척도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원자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상에서 기술된 실험장치 설계를 위한 일반 설계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원자로 : KALIMER-600

- 척도비 :

. 체적 척도비 : 1/125

. 높이 척도비 : 1/5

. 모의 노심 출력 : 100 % 척도 출력의 7 %

- 실제 운전조건 (작동유체, 온도, 압력) 모의

- 대상원자로 원자로용기 내부 배치 형태 보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대상원자로를 축소 모의하는 본 실함장치는 대상원자로

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열유체 현상들이 가능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제반 상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실험장치 설계

실험장치은 크게 PHTS와 PDRC로 이루어지는 주계통, 보조계통 및 계측/제어/감시 계통으로

구성된다. PHTS는 모의 원자로용기 및 대상원자로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내부 구조물, 전기

가열봉 집합체로 구성된 모의 노심 계통, 4대의 IHX, 2대의 PHTS 펌프로 구성되며, PDRC는

2대의 DHX, 2대의 AHX, 완충탱크 및 관련배관으로 구성된다.

보조계통은 소듐 공급/정화계통, IHX 가스냉각계통, 열손실보상계통 및 기타 실험장치 운전

에 필요한 계통으로 구성된다. 소듐 공급/정화계통은 주계통에 필요한 17 ton의 액체 소듐을

공급․배출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HX 가스냉각계통은 IHX를 통해 필요한 만큼 열

을 제거하여 실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모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대의 IHX 당 한 개의

루프로 구성되고, 냉각 유체는 N2 가스이다. 열손실보상계통은 부품 표면에서의 과도한 열손실

을 보상하거나 소듐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험장치에서 구역별로 제어되는

전기히터와 단열재로 구성된다. 한다. 이 밖에 실험장치 운전에 필요한 Ar 가스, N2 가스 및

압축공기를 제공하는 가스공급계통, 4.5 MW 용량의 전력공급계통, 화재방호계통이 포함된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3.2-10에 나타내었고, 3차원 배치도를 그림 3.2-11에 도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험장치 설계의 시발점이 되는 척도해석 방법론과 실험장치 주계통의 설계결

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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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2-11 실험장치 3차원 배치도

가) 척도해석

본 실험장치의 설계를 위한 척도해석 방법론으로 Reduced height scale 실험장치에서 자연순

환 현상의 보존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Ishii 척도법을[Ishii et al.,1998] 적용하였다. Ishii 척도법은

3 단계 (3 level)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단계인 Global scaling에서는 연속방정식, 루프를 통한 운동량방정식, 유체 및 고체 영

역에서의 에너지방정식과 유체와 고체의 경계면에서의 열전달에 관계되는 경계조건에 기반한 보

존방정식으로부터 실험장치와 대상원자로 사이에 만족되어야할 전체적인 상사화 요건이 도출된

다. 이 단계를 통해 실험장치와 대상원자로 사이에 계통의 전체적인 정상상태와 과도상태가 보존

될 수 있도록, 기하학적 조건, 시간척도 및 여러 열유동 변수들에 대한 상사요건이 결정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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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는 Boundary flow & inventory scaling이라 하며, 이로부터 각 계통 사이의 유동 및 각

계통의 질량과 에너지 재고 변화량에 대한 상사요건이 도출된다. 마지막 단계인 Local

phenomena scaling에서는 각 기기에서 중요한 국부적 열유체 현상들이 보존되도록 한다.

척도 변수 상사요건 비고

면적,    

길이,    

Richardson 수,  




∆ 
 

기준 속도와 온도증가가 식 (3.2-.13)에

의해 주어지면 자동 만족

Friction 수,  
 



 


 

modified Stanton 수,  


 



,  및 에 대한 상사요건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만족

Time ratio 수, 








 

전도 깊이에 대한 상사요건

  






Heat source 수,  



   

 






Biot 수,  


    







기준 속도,  
″′ 

 



 



기준 온도 차이, ∆ 
″′ 

 





표 3.2-3 Ishii 척도법에 의한 상사요건

Ishii 척도법은 Global scaling과 Boundary flow & inventory scaling으로 이루어지는

Top-down 척도해석 방법과 Bottom-up 방법인 Local phenomena scaling이 결합된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Global scaling과 Boundary flow & inventory scaling은 전체적인 계통 반응의 상사

화를 만족시키지만, 특정 기기 내부의 국부적인 열유체 현상은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부적인 주요 현상에 대한 상사성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Local phenomena

scaling에 의해 도출되는 특정 기기의 상사화 요건이 Global scaling에 의한 상사화 요건과 달라

질 경우에는, 특정 기기 내의 물리적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Global scaling에 따른 주요 열유동

변수의 상사성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기의 기하하적 요건을 Local phenomena scaling에 의한 요

건으로 대치한다. 예를 들면, 배관의 압력손실에 대한 상사성을 보존하기위해 Global scaling에 따

른 이상적인 배관의 유동면적보다 크게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평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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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하여 배관 내부의 체적을 Global scaling에 맞추도록 한다. 즉 특정 기기내의 물리적 현상

을 보존하면서 Global scaling에 따른 주요 변수는 상사성을 보존한다. Ishii 척도법은 높이 척도

비를 1:1로 유지할 경우에 적용되어왔던 체적척도법을 포함하는 보다 일반화된 척도법으로 볼 수

있다.

자연순환유동에 대한 상사요건은 표 3.2-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편 대상원자로인

KALIMER-600에 대해 길이 척도비가 1/5, 면적 척도비가 1/25, 온도 차이 척도비가 1 그리고

대상원자로에서와 같은 유체가 이용되는 실험장치의 Global Scaling Criteria는 표 3.2-3의 요건

과 열원을 통한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표 3.2-4와 같이 주어진다.

설계 인자
척도비 [실험장치/대상원자로]

표현식 수치

Length Ratio  1/5

Area Ratio  1/25

Volume Ratio    × 1/125

Temperature Rise/Drop Ratio 1 1

Velocity Ratio  1/2.24

Time Ratio  1/2.24

Gravity Acceleration Ratio 1 1

Core Power Density Ratio  2.24

Power Ratio  1/55.9

Flow Rate Ratio  1/55.9

Pressure Drop Ratio  1/5

Aspect Ratio  1

표 3.2-4 실험장치의 Global Scaling Criteria

나) 유체계통 설계

(1) PHTS 설계

(가)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는 KALIMER-600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이다.

그림 3.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는 대상원자로와 동일한 배치 형태를

갖는 내부구조물과 실린더 형태의 원자로용기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의 재질은 대상원자로와 동일하게 STS316L이 사용된다.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

(Containment vessel)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Inlet plenum 하단의 Core catcher 부분도 모사되

지 않았다. 격납용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과도한 열손실은 열손실보상계

통의 운전을 통해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형의 Core catcher 내부에서의 유동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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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부의 전체적인 열수력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험장치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순 지지부로 구성하고, 크기는 저온풀의 냉각수 체적 척도비가 유지되도

록 설정하였다.

그림 3.2-12 실험장치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배치

(나) 모의 노심

대상원자로인 KALIMER-600 노심은 3 영역 균질노심이며, 내부 (Inner), 중간 (Middle) 및

외부 (Outer) 연료집합체로 구성되는 유효노심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는 271 개의 핵연료봉으

로 구성되어 있고, 핵연료봉의 직경은 9 mm이다. 유효노심 (Active core)의 높이는 98.7 cm

이고, 전체 노심의 반경방향 등가노심 직경 (Equivalent core diameter)은 5.37 m이다. 100 %

노심 출력은 1523.4 MWt이며, 노심 통과 유량은 7731.3 kg/s 이다.

실험장치의 모의 노심은 실제 핵연료봉이 아닌 전기가열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된 재

질의 차이로 인한 물성치의 차이 및 길이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실제 핵연료봉과 다른 열적

거동을 보일 수 있다. 즉 피복재 온도 변화에 차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냉각재 온도 변

화에 따른 반응도 효과를 모의하기 힘들다.

대상원자로인 KALIMER-600의 핵연료봉의 개수가 90243개 이므로 가열봉의 직경비를 1/1

로 할 경우 (9 mm 직경의 전기가열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3609개, 직경비를 1/2.24로 할 경우

에는 18048개, 직경비를 1/1.5로 할 경우에는 8071개의 전기가열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비에 따라 노심을 설계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전기가열봉이 요구되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지므로 비현실적이다. 또한 실험장치에서는 가열봉 표면의 온도나 가열봉 사이

의 국부 열유동 분포보다는 전체 노심을 통한 냉각재 온도 상승 및 압력손실이 중요한 변수로



- 4-59 -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의 노심의 전기가열봉 직경은 어셈블리 배열, 계측 공간, 전기

가열봉 제작성, 비용, 유동면적 등을 고려하여 29 mm로 결정하였다.

모의 노심은 영역별 유동면적 척도비, 영역별 노심 출력 및 유량 척도비, 노심 높이 및 직

경 척도비 그리고 압력강하 척도비를 보존하고, P/D (피치/직경)를 보존하도록 설계가 수행되

었다. 이에 따라 가열봉은 유효노심 영역에 총 312개가 영역별로 배치되었다. 모의 노심의 배

치 형태 및 100 % 출력 기준 설계인자를 그림 3.2-13에 도시하였다.

Yellow: Inner core
Orange: Middle core
Red: Outer core
Black: Unheated rod
Blue: Bypass region
Gray: Solid structure  

그림 3.2-13 모의 노심의 배치 형태

(다) IHX

중간열교환기(IHX)는 PHTS에서 발생하는 열을 IHTS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방사능에 오염된 일차열전달계통의 소듐이 중간열전달계통이나 격납경계 외부로 누출되지 않

도록 하는 방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대상원자로의 IHX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열교환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2차원 유동 및 전열특

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산해석 도구인 ASTEEPL [심윤섭, 1999; 심윤섭, 2000]과 2DHX [심윤섭,

1999]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하지만 실험장치에서는 IHX 자체의 성능 특성 보다는 계통의 정상

상태 유지 기능 및 IHX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고. 저온 풀 간의 자연순환 유동 통로로서의 기

능이 검증 대상이 된다.

실험장치 열교환기에서의 상사성 평가는 100% 출력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표

3.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 는 잘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압력 손실의 경우

쉘측은 요건인 1/5을 만족시키나, 전열관측은 이상적 압력손실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척도해석을

통해 도출된 실험장치 IHX의 형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는 그림 3.2-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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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설계인자 대상원자로 [P] 실험장치 [M] 척도비 (M/P)
전열량, Q (kWt) 380,900 6,814 0.018
U (W/m2/K) 7856 8402 1.069
전열면적 (m2) 1252.6 20.9 0.017

전열관 길이 (m) 6.00 1.21 0.202
전열관 내경 (mm) 13.4 10.0 0.746
전열관 외경 (mm) 15.9 13.6 0.855
총 전열관 개수 (ea) 4188 406 0.097
유량 (전열관측) (kg/s) 1450.18 25.94 0.018
유량 (쉘측) (kg/s) 1932.83 34.58 0.018

 (
oC) 38.7 38.9 1.005

  (Pa) 40590 6191.5 0.153

 (Pa) 25730 5065.1 0.197

Richardson 수,  - - 1.008

Modified Stanton 수,  - - 0.533

Biot 수,  - - 1.094

Time ratio 수, 
 - - 0.211

표 3.2-5 실험장치 IHX 설계인자

그림 3.2-14 실험장치 IHX의 형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

(라) PHTS 펌프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PHTS 펌프는 실험 초기조건 형성 시 노심출력에 부합하는 유량을 제

공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온도 분포가 대상원자로과 동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

해 실험장치의 PHTS 펌프는 대상원자로의 펌프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하여, 기하학적 및 열유

체적 상사성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원자로의 PHTS 펌프는 원자로가 정지

되어 공급전원이 상실될 경우, 짧지만 일정시간 동안 관성서행 (Coastdown)을 거쳐 운전이 정

지되며, 운전이 정지된 후의 펌프 임펠러는 유동저항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잔열

제거 운전 시 실험장치의 PHTS 펌프에서는 Coastdown 특성, 임펠러를 통한 유동저항이 보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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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험장치의 펌프는 대상원자로에 비해 임펠러 직경을 1/5로 감소시키고, 임펠러 회전 속

도를 2.236배 증가시켜서 대상원자로와 실험장치의 펌프가 동일한 펌프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다. 그러나 100 % 출력 운전을 모사하기 위해 임펠러 회전 속도를 2.236배 증가시키면 속도가

커져 Cavit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험장치의 PHTS 펌프는 100 % 출력기준일 경

우에는 척도법에 따라 1/55.9 로 축소된 유량과 1/5로 축소된 수두로 설계변수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은 100% 척도출력의 7 % 범위 내에서 노심의 잔열을 모사하는 수준에서 수

행될 예정이다. 이로부터 실험장치 펌프 유량 은 노심의 입. 출구 온도를 원형과 동일하게 보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운전 제어성 확보를 위해 100 % 출력기준 척도 유량의

25 %로 결정하였으며, 수두는 발생 가능한 추가 압력강하, 설계 여유 및 제어성 확보를 고려하여

100% 출력기준 척도 수두의 25 %로 결정하였다.

(2) PDRC 설계

(가) DHX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는 원자로 정지 후 일차열전달계통에 축적된 열을 소듐-공기 열교

환기(AHX)와 연결된 PDRC 루프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HX의 설계에서는 앞서 기술한

IHX의 경우와 동일하게 열교환기 전열관 내. 외부에서의 전열계수 및 온도분포 그리고 압력손실

등의 값이 대상원자로의 DHX와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전열관의 개수, 길이, 두께, 형상 등의

DHX 설계인자들을 결정하였다.

실험장치 DHX에서의 상사성 평가는 PDRC의 기준 설계용량을 산정하는 설계점 (Design

point)에서 산출된 열교환기 설계인자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표 3.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 는 잘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압력 손실의 경우 요건인 1/5보다 작게 평가되

었다. 따라서 추가의 압력손실이 요구되며, 이는 필요할 경우 향후 유동저항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보정될 수 있다. 자연순환유동에 중요한 Richardson 수는 상사요건을 만족하도록 열교환기의 설

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벽면 근처 경계층에서의 온도 구배에 연관된 변수인 Modified Stanton

수와 Biot 수는 IHX 경우에 비해 이상적 척도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ified Stanton

수의 경우에는 약 15% 내외의 오차를 가졌으나 열교환기의 척도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무차원 변수인 Biot 수는 5% 내외의 우수한 상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척도해석을 통해 도출된 실험장치 DHX의 형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는 그림 3.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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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 설계인자 대상원자로 [P] 실험장치 [M] 척도비 (M/P)
전열량, Q (kWt) 8,250 148 0.018
U (W/m2/K) 5665 5620 0.992
전열면적 (m2) 25.66 0.50 0.019

전열관 길이 (m) 3.78 0.75 0.198
전열관 내경 (mm) 20 9.0 0.450
전열관 외경 (mm) 24 13.4 0.558
총 전열관 개수 (ea) 90 16 0.178
유량 (전열관측) (kg/s) 44.73 0.80 0.018
유량 (쉘측) (kg/s) 58.37 1.04 0.018

 (
oC) 56.7 56.3 0.993

  (Pa) 6630.4 1146.6 0.173

 (Pa) 332.4 40.5 0.122

Richardson 수,  - - 0.992

Modified Stanton 수,  - - 0.856

Biot 수,  - - 0.948

Time ratio 수, 
 - - 0.370

표 3.2-6 실험장치 DHX 설계인자

그림 3.2-15 실험장치 DHX의 형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

(나) AHX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는 PDRC 소듐 루프를 통해 DHX와 연결되어 DHX로부터 PDRC

루프 내부로 유입된 열을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HX 전열관 안쪽으

로는 고온의 소듐이 흐르고 쉘측으로는 찬 외부 공기가 유동하면서 전열관 내부의 열을 공기측으

로 전달시킨다. 공기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AHX의 소듐 전열관은 열교환기의 체적대비 전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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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 하고 계통 정상운전 중의 낮은 소듐 온도와 과도시 고온 소듐 유입에 의한 전열관 번

들의 열팽창/수축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헬리컬 형태로 설계되었다. 실험장치 AHX의 전열량,

전열관 내. 외측 유량 및 입. 출구 온도차 등은 앞서 기술된 Global Scaling Criteria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실험장치 AHX의 기하형상은 전열관의 직경 및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 ,

 및 전열관 내. 외측 압력손실 등과 같은 국부 열유동 인자들이 보존되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된 AHX의 설계인자를 표 3.2-7에 정리하였다. 실험장치 AHX의 형

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는 그림 3.2-16과 같다.

AHX 설계인자 대상원자로 [P] 실험장치 [M] 척도비 (M/P)

전열량, Q (kWt) 8250 148 0.018
U (W/m2/K) 28.4 27.7 0.975
전열면적 (m2) 1107.4 20.4 0.018
전열관 내경 (mm) 50 17.0 0.340
전열관 외경 (mm) 54 22.8 0.422
총 전열관 개수 (ea) 196 25 0.128

유량 (전열관측) (kg/s) 44.73 0.80 0.018
유량 (쉘측) (kg/s) 33.86 0.61 0.018
 (

oC) 261.6 261.0 0.998

  (Pa) 309.6 301.1 0.973

 (Pa) 185.7 36.3 0.195

Richardson 수,  - - 1.098

Stanton 수,  - - 0.857

Biot 수,  - - 0.945

Time ratio 수, 
 - - 0.213

표 3.2-7 실험장치 AHX 설계인자

그림 3.2-16 실험장치 AHX의 형상 및 전열관 배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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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 개발

가.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개념

경수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자로의 에너지 변환계통에는 물ㆍ증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Rankine 사이클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차세대 원자로 연구의 일환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동력사이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초임계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가스 터빈

Brayton 사이클이 Rankine 증기사이클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가스 터빈 Brayton 사이클에

서 초임계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경우, 헬륨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사이클보다 압축일

(compression work)이 감소되어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듐냉각

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의 에너지 변환계통으로 사용될 경우, 물-소듐 반응

(Sodium-Water Reac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을 에너지 변환계통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듐냉

각 고속로에 연계하여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상운전 조건을 설정하기에 앞서, 초임

계 CO2 Brayton 사이클의 설계인자를 결정하기 위한 전산코드인 RECOBA를 개발하였다. 이 코

드를 이용하여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을 구성하고 설계인자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절

에서는 KALIMER-600과 Gen-IV 소듐냉각 고속로와 연계된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정

상운전 조건을 설정하였다.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의 열평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Na-CO2 열교환기의 입ㆍ출구 온도

및 효용도(effectiveness), 터빈과 압축기의 효율, 저온재생기(Low Temperature Recuperator) 후

단의 유량분배율(flow-split ratio) 등의 설계변수들이 요구된다. 터보기기 및 PCHE의 설계 자료

는 주로 Gen-IV 국제협력을 통하여 출간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다.

유량분배율은 사이클 효율과 PCHE의 전열면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는 LTR의 면적과 사이클 효율에 대한 민감도를 전산코드로서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사이클 효율

은 유량분배율이 69%일 경우 최대가 되나, LTR의 제작성에 제한이 있어, 사이클 효율이 0.3%

감소하더라도 LTR의 전열면적이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유량분배율인 71%로 결정하였다.

1)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계통구성 및 주요기기 특성평가

가) KALIMER-600 계통 열평형

열평형 설정의 대상이 되는 계통은 기본적으로 일차열전달계통(PHTS), 이차열전달계통

(IHTS) 및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 계통으로 구성된다. 각 계통은 열교환기를 통해 인접계통

과 연결된다. 노심에서 발생된 열은 중간열교환기를 통해 PHTS로부터 IHTS로 전달되고,

Na-CO2 열교환기를 통해 IHTS로부터 Brayton 사이클 계통으로 전달된다. Na-CO2열교환기에

서 생산된 고온의 CO2가스는 그림 3.2-17에 나타낸 과정에 따라 터빈에서 팽창과정을 통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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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작동시킨다. 전체적인 계통 열평형은 에너지 변환계통이 Rankine 사이클인 KALIMER-600

증기발생기를 통한 전열량(1528.9 MWt)이 그대로 Na-CO2 열교환기를 통해 IHTS로부터

Brayton 사이클 계통으로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설정되었다. Na-CO2 열교환기를 통한 전열량을

경계조건으로 PHTS와 IHTS 측은 참고문헌 [Lee, 2007]에 기술된 방법론을, Brayton 사이클 계

통 측은 참고문헌 [Kim, 2004]에 기술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KALIMER-600
2007.06.08

986.14 [MWt] 8076.6 kg/s

394.2
7.60

Na 185.8
1 atm 19.98

545.0 189.4
19.98 203.1

7.53

RHRS

184.2
364.7

4.6[MWt]

165.47 [MWt] 19.98

389.8
1521.9[MWt]

31.25 84.80 91.20
7.40 20.00 7.46

390.0 390.0

167.01 [MWt]

7723.5 kg/s
71.0%

29.0%

4.76
Pump

TURBINE
Eff.=93.4% HTR

Ef.=91.7%

CORE

REACTOR
VESSEL

COMP. #1
Eff.=89.1%

COMP. #2
Eff.=87.5%

COOLERCycle Eff. =   42.8 %
Plant Eff.(Gross) =41.3 %
Plant Eff.(Net) = 40.3 %

CO2

EMP

Na-CO2 HX

353.9
19.94

508.0
19.74

764.45 [MWt] X 2

876.17 [MWt]

3.425 X 2

3700.1 kg/s X 2Na
627.78 [MWe]

[C]
[MPa]

LTR
Ef.=94.6%

0.1094
526.0

0.1014
364.0

0.147
30.0

0.101
46.0

13076.4 kg/s

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KALIMER-600
2007.06.08

986.14 [MWt] 8076.6 kg/s

394.2
7.60

Na 185.8
1 atm 19.98

545.0 189.4
19.98 203.1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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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364.7

4.6[MWt]

165.47 [MWt] 19.98

389.8
1521.9[MWt]

31.25 84.80 91.20
7.40 20.00 7.46

390.0 390.0

167.01 [MWt]

7723.5 kg/s
71.0%

29.0%

4.76
Pump

TURBINE
Eff.=93.4% HTR

Ef.=91.7%

CORE

REACTOR
VESSEL

COMP. #1
Eff.=89.1%

COMP. #2
Eff.=87.5%

COOLERCycle Eff. =   42.8 %
Plant Eff.(Gross) =41.3 %
Plant Eff.(Net) = 40.3 %

CO2CO2

EMP

Na-CO2 HX

353.9
19.94

508.0
19.7419.74

764.45 [MWt] X 2

876.17 [MWt]

3.425 X 2

3700.1 kg/s X 2Na
627.78 [MWe]

[C]
[MPa]

[C]
[MPa]

LTR
Ef.=94.6%

0.1094
526.0

0.1094
526.0

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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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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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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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4 kg/s

그림 3.2-17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을 적용한 KALIMER-600 계통 열평형

참고문헌 [Kim, 2004]에 나타난 방법론을 적용하여 Brayton 사이클의 열평형을 설정하기 위

해서는 Na-CO2 열교환기의 Brayton 사이클 계통 측 출구 온도, 열교환기의 효용도

(effectiveness), 압축기 및 터빈의 효율 그리고 저온재생 열교환기 후단에서의 유량 분배율에 대

한 입력자료가 요구된다. 본 해석에서 Na-CO2 열교환기의 Brayton 사이클 계통 측 출구 온도는

Shell and Tube 형식의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최대 전열관 길이가 11 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에서 508 ℃로 설정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은 참고문헌 [Kim, 2005]에 기술되어 있다. 열교환기

(LTR과 HTR) 의 효용도 (effectiveness) 및 압축기 및 터빈의 효율은 이에 관련된 정보가 현재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 중인 Advanced Burner Test Reactor (ABTR)의 설계 자

료 [Chang, 2006]를 적용하였다. 또한 LTR 후단에서의 유량 분배율은 LTR의 전열면적 크기와

계통 효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냉각기 (Cooler) 쪽으로 75 %, 압축기 쪽으로 29 %의 유량이

흐르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Lee, 2007]에 나타난 방법론을 적용하여 PHTS와 IHTS의 열평형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Na-CO2 열교환기의 Brayton 사이클 계통 측 입.출구 온도 및 압력 조건, Brayton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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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압축기 일, 발전소 순 전기출력, 노심 입.출구 온도, 펌프 효율, PHTS 열손실 및 PHTS와

IHTS의 계통 압력강하 자료가 요구된다. PHTS와 IHTS 관련 자료는 Rankine 사이클을 적용한

KALIMER-600의 설계자료를(참고문헌 [Sim, 2005]) 적용하였으며, 발전소 순 전기출력과

Brayton 사이클 계통 관련 자료는 Brayton 사이클의 열평형 설정을 통해 결정된 자료를 사용하

였다. 열평형 설정에 중요한 IHTS 온도 배치는 IHX와 Na-CO2 열교환기의 전열면적을 최소화하

면서, ABTR Na-CO2 열교환기의 효용도[Chang, 2006]에 근접하도록 설정하였다.

전체적인 KALIMER-600계통 열평형에 사용된 입력자료를 표 3.2-8에 나타내었고, 설정된 계

통 열평형을 그림 3.2-17에 도시하였다.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G4SFR 2007.06.13

1971.57 [M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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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S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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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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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26140.8 kg/s

S-CO2 Brayton cycle coupled to G4SFR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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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초임계 CO2 Brayton 사이클을 적용한 Gen-IV SFR 계통 열평형

나) Gen-IV SFR 계통 열평형

KALIMER-600 계통 열평형 설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으며, Na-CO2 열

교환기를 통한 전열량은 3057.4 MWt (참고문헌 [Lee, 2007])로 설정하였다. 표 3.2-8에 나타난 열

평형 설정을 위한 입력자료는 Na-CO2 열교환기의 출구온도와 PHTS 및 IHTS 관련 자료를 제외

하고는 앞절에 기술된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PHTS와 IHTS 관련 자료를 Rankine 사이클

을 적용한 Gen IV SFR 설계자료 (참고문헌 [Lee, 2007])를 적용하였으며, Na-CO2 열교환기의

출구온도는 Brayton 사이클 효율이 KALIMER-600의 경우 (42.8 %)와 같게 되도록 참고문헌

[Kim, 2004]에 기술된 해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508 ℃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인 Gen IV SFR 계통

열평형에 사용된 입력자료를 표 3.2-8에 나타내었고, 설정된 계통 열평형을 그림 3.2-18에 도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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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nput parameter Unit KALIMER-600 Gen IV SFR

Brayton 사이클
thermal balance

Na-CO2 HEX heat transfer
rate [MWt] 1528.9 3057.4

Na-CO2 HEX exit temperature [oC] 508.0 508.0

Turbine efficiency [%] 93.4 93.4

Compressor 1 efficiency [%] 89.1 89.1

Compressor 2 efficiency [%] 87.5 87.5

HTR effectiveness [%] 91.7 91.7

LTR effectiveness [%] 94.6 94.6

LTR downstream flow-split
ratio [-] 71 : 29 71 : 29

PHTS and
IHTS thermal
balance

Na-CO2 HEX heat transfer
rate [MWt] 1528.9 3057.4

Net electric power output [MWe] 627.78 1256.22

Core outlet temperature [oC] 545.0 545.0

Core inlet temperature [oC] 390.0 390.0

PHTS system pressure drop [MPa] 0.45 0.60

IHTS system pressure drop [MPa] 0.40 0.40

PHTS pump efficiency [%] 85 80

IHTS pump efficiency [%] 50 80

PHTS heat loss [%] 0.3 0.3

Na-CO2 HEX CO2inlet
temperature [oC] 353.9 353.8

Na-CO2 HEX CO2 outlet
temperature [oC] 508.0 508.0

Na-CO2 HEX CO2 outlet
pressure [MPa] 19.74 19.74

Na-CO2 HEX CO2
heat-transfer tube pressure
drop

[MPa] 0.2 0.2

Compression work [MW] 332.48 663.56

표 3.2-8 열평형 설정을 위한 입력자료

다) LTR 후단에서의 유량분배율 평가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LTR의 전열면적과 계통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Kim,

2004]에 나타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된 분배 유량 변화에 따른 Brayton 사이클 효율, HTR과

LTR의 UA (overall 열전달계수와 전열면적의 곱) 그리고 HTR과 LTR의 DTLMTD의 변화를

그림 3.2-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ooler 쪽으로의 분기 유량이 증가하면 계통 효율은 선형적으로 감소

하고, HTR의 전열면적은 약간 감소하나 큰 변화는 없으며, LTR의 전열면적은 약 69 % 분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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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지점까지 크게 감소한 후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해석에서는 개발

된 전열면적 산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cooler 쪽으로의 분기 유량이 최대 효율 지점인 65 %, LTR

의 전열면적 감소율이 크게 완화되는 69 %, 70 %, 71% 지점에 대한 LTR 전열면적을 평가하였

으며, 결과를 표 3.2-9에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 최대 효율 지점인 65 % 지점에서는 유로 길이가

PCHE 제작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 % 지점에서는 사이클 효율은 65 % 분기 유

량 대비 1 %가 감소한 반면에 LTR 전열면적은 72 %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

이클 효율과 전열면적 변화를 고려하여cooler 쪽으로의 분기 유량을 71 %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ABTR의 Brayton 사이클에서 LTR 후단에서 cooler 쪽으로의 유량 분배율도 71 %로 설계되어

있다[Chang, 2006].

그림 3.2-19 LTR 후단 분배 유량 변화에 따른 사이클 효율, 전열면적

및 △TLMTD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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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plit ratio [%] 65 69 70 71

Cycle efficiency [%] 43.8 43.1 42.9 42.8

Heat-transfer area of LTR [m2] 263868.9 96429.2 83465.7 73969.3

Area ratio for the 65% flow-split
ratio 1 0.365 0.316 0.280

표 3.2-9 LTR 후단 cooler 쪽으로의 분기유량 변화에 사이클 효율 및 LTR 전

열면적 변화

2) 출력별 발전소 효율 극대화 운전인자 설정

가) Cycle 구조

초임계 CO2 에너지 변환 계통의 출력 변화에 따른 탈설계점 운전인자를 설정하기 위한

Cycle의 기본 구조는 그림 3.2-20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초임계 CO2를 에너지 변환 계통에서

효율적으로 알려진 두 개의 압축기와 recuperator를 사용하는 Recompression Brayton cycle을

기본 구조로 이용하였다. 추가로 출력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기존 전산코드(RECOBA)에서 수

행된 Recompression Brayton cycle 구조에 비해 다름과 같은 항목이 추가하였다.

우선 출력 변화 제어를 위한 압축기 출구에 위치한 throttle valve와 터빈과 압축기 사이의

기어를 추가하였다. Throttle valve는 탈설계점에서 운전할 때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

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터빈과 압축기 사이의 기어는 유량 변화에 따라 터빈과 압축

기의 압축률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기에서의 회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의 전산코드(RECOBA)에서는 출력량에 관계없이 터빈의 입구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Na-CO2 열교환기를 cycle에 추가하여 원자로부터의 출구온도를 일정하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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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초임계 CO2 에너지 변환 계통 개략도

나) Cycle 계산 모델

그림 3.2-20의 초임계 CO2 Recompression Brayton cycle 구조에서 출력 변화에 따른 탈설

계점에서의 운전 인자를 각 구성요소의 특성으로부터 결정하였다. Turbo machinery의 경우에

는 유량 진행 방향에 따라 입구 조건이 결정될 경우 각 구성요소의 압축비와 효율에 따라 출

구에서의 열평형 조건이 결정된다. 열교환기 부분에서는 두 개의 입력조건과 출구조건이 있다.

이러한 열교환기에서는 열교환기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의 보존 법칙과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으로부터 출구조건을 결정하였다. 각 조건은 그림 3.2-20과 같이 주압축기 입구부분(1번)

부터recompression 압축기 출구에 위치한 throttle valve의 출구부분(12번)까지 순차적으로 특

정 오차 이하로 수렴할 때까지 Gauss-Seidel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계산되었다. 각 단계별 계산

모델은 아래와 같다.

• <1>⇒<2>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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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은 각 각 현재 유량에서의 압축기의 효율과 isentropic 과정을 통해 결정되

는 엔탈피 값을 나타낸다.

• <2>⇒<3>

   (3.2-2)

• <3>⇒<4>

      (3.2-3)

여기서 mr은 전체 유량 중 주압축기를 통해 지나가는 유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 <5>⇒<6>

     (3.2-4)

• <6>⇒<7>

    

  
  (3.2-5)

  ln  

  

여기서 , 
Cp,Na, U , A은 각 각 Na의 유량, CO2의 유량, Na의 열용량, 전체 열전

달계수, 전체 전열 면적을 나타낸다. 이 때 위의 식 세 개가 있고 미지수 h7, Q, TNa,o이 있으므

로 Na-CO2 열교환기를 통해 결정되는 CO2의 출구 조건 h7을 구할 수 있다.

• <7>⇒<8>

  
′

 
(3.2-6)

여기서 과 
′은 각 각 현재 유량에서의 터빈의 효율과 isentropic 과정일 때 결정되는 엔

탈피를 나타낸다.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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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계산> input:   output: 

• <9>⇒<10>

<NODE 계산> input:   output: 

• <10>⇒<11>

  


′ 

(3.2-7)

여기서 과 
′ 은 각 각 현재 유량에서의 recompression 압축기의 효율과 isentropic 과정

을 통해 결정되는 엔탈피 값을 나타낸다.

• <11>⇒<12>

   (3.2-8)

그림 3.2-21 열출력 변화에 따른 T-S 선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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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력 변화에 따른 탈설계점 설정

초임계 CO2 Recompression Brayton cycle의 원자로부터의 출력 변화에 따른 탈설계점 운

전인자를 설정하기 위해 inventory control 방식에 근거한 전체 계통의 CO2 유량을 감소시켰

다. 유량 감소에 따라 원자로에서 오는 에너지도 감소하였고, 전체 계통의 설정 인자도 초기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2-21은 서로 다른 세가지 출력 상태에서 전

체 cycle 계통의 T-S 선도를 나타낸다. 우선 압축기와 터빈을 포함한 turbo machinery의 효율

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를 CO2 가 진행함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량에 낮아져서 각 효율이 떨어지므로 그 기울기가 낮은 출력에서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압력 강하를 위한 throttle valve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부분(2⇒3,11

⇒12)에서도 엔트로피 증가를 보인다. 특히 두 압축기로부터의 유량이 합해지는 5번 지점에서

출력 변화에 따른 최적 설정인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00% 정상 출력 상태에서 최대

효율과 안정성이 나타나도록 운전인자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탈설계점에서 각 압축기로부터 오

는 유량의 열평형 상태가 100% 출력 상태에 비해 서로 크게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력이 50%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열평형 상태는 비교적 처음의

정상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량을 변화시키는 inventory

control 방식이 전체 cycle 계통에 큰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출력 변화를 조

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유량 변화에 따른 cycle 계통 내 압력 분포가 그림 3.2-22에 나타나있다. 압력 변화는 크게

압축기와 터빈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100% 출력 상태에서 초기 압축비는 cycle 계통 내에

압력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유량이 변화하여 압축기와 터빈의 압축비의 차

이가 커짐에 따라 계통 내 압력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 부하를 최소로 하기 위해

터빈과 압축비 사이에 기어를 위치시킨다. 실제 계산 결과에서도 유량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압축기의 압축비(기울기: 1⇒2,10⇒11)가 커져야 하는데, 기어 변속을 통해 압축기의 압축비가

터빈의 압축비와 유사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계통 내에 큰 압력 변화가 발

생하지 않도록 부하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어 변속을 통한 압력 조절로도 전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 그림과 나타난 것과 같이 발생된 압력 부하를 throttle

valve(2⇒3,11⇒12)에 인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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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열출력 변화에 계통 내 위치별 압력 분포 변화

라) 결론

최대 출력이 600 MWt 초임계 CO2 Recompression Brayton cycle의 출력 변화에 따른 탈설

계점에서의 운전 인자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어 방식으로 전체 계통의 유량을 변화시키는

inventory control을 이용하였으며, 압력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터빈과 압축기 사이의 회전비

를 조절하는 기어 부분과 압력 부하를 인가할 수 있는 throttle valve를 추가하였다. 또한

critical point 근처의 CO2 물성을 좀더 정확히 묘사하기 위하여 HTR, LTR 열교환기는 NODE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산코드는 기존의 정상상태의 출력

값과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출력변화에 따라 탈설계점에서 운전 인자 및 성능을

평가하였다.

나. Na-CO2 화학반응 모델개발

1) Na-CO2 화학반응 모델개발 및 실험요건 설정

제 4세대 원자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Rankine cycle을

대신하여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에너지 변환계통을 채택하는 소듐냉각 고속로(Sodium

Fast Reactpor; SFR) 개념이 개발 중이다. 초임계 CO2 SFR은 에너지 변환계통의 작동유체로

물/증기 대신 초임계 CO2를 사용함으로써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가장 큰 safety issue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듐-물 반응(SWR) 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초임계 CO2 기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터빈 및 압축기 등 기기 크기를 최소화하고 compression

work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cycle 효율 증진을 통해 경제성 향상에 기여한다[Vacl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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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tal, 2002].

CO2를 냉각재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 개념은 이미 1950년대부터 고려되어져

왔으며, 원자로형(reactor type)에 관계없이 에너지 변환계통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총 14기의 AGR(Advanced Gas cooled Reactor)이 650℃의 고온에

서 약 15년 이상 운전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기(component)나 원자로 구조 재료 등

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CO2 매질을 이

용하는 에너지 변환계통의 설계 및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초임계 CO2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계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Na-CO2 열교환기의 전열관을 중심으로 고압의 CO2기체와 상압의 소듐 사이에 여전히 20MPa

에 달하는 압력경계가 존재하므로, 압력경계 파손시 발생할 수 있는 CO2 기체와 액체 소듐 사

이의 화학반응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Na-CO2 사이의 화학반응은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계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Na-CO2 반응사고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Na-CO2 화

학반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조사/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체-액체간 화학반응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반응현상의 정량화를 위해 필요한 인자들을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실험요건을

도출하였다.

가) Na-CO2 화학반응 기본 특성

Na-CO2 열교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듐과 CO2의 화학반응은 무수히 많은 중간단계의 반

응 (intermediate or elementary reaction) 들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화학반응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현상에서는 주로 기체-액체간 화학반응의 기본 성질과 그 반응의 정도(반응생성물,

반응열 등)가 주된 관심사가 되며,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화학반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액체 소듐과 CO2 기체간 화학반응 현상의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기체와 액체간의 화학반응

특성과 함께 알칼리 금속(Alkaline metal) 자체의 반응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알칼리

금속(Alkaline metal)은 주기율표의 1족에 속하는 반응성이 큰 금속으로서, 자연계에 순물질 상

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루비듐(Rb), 세슘

(Cs), 프란슘(Fr)등이 속하며, 이들 알칼리 금속 중 원자로 냉각재로 주로 고려되는 원소로는

Li, Na, K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알칼리 금속류의 수산화물 계열인 LiOH, NaOH, KOH 등

은 모두 수용성으로서 염기성을 나타내므로 이들 금속에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전자가 1개로서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우며, 이들의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원자번호가 큰 금속원소일수록 쉽게 이온화되어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C.C. Addison, 1984]. 특히, 알칼리 금속

(M)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물(MOH)과 수소기체를 생성하지만, 이산화탄소(CO2) 등

과도 반응 온도에 따라 활발한 반응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액체상태의 소

듐과 CO2 기체가 만나는 경우에는 반응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Na-C-O 세 원소간의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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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 계(Reciprocal ternary reacting system)에 대한 다양한 화학반응의 조합이 가능하다.

o
rHCONagCOlNa D++®+ 22 2)()(4 molkJH o

r /5.442-=D

o
rHCCONagCOlNa D++®+ 322 2)(3)(4 molkJH o

r /0.1081-=D

o
rHgCOgCOsC D+®+ )(2)()( 2 molkJH o

r /4.172+=D

o
rHCONagCOONa D+®+ 3222 )( molkJH o

r /3.319-=D

o
rHgCOCONagCOlNa D++®+ )()(2)(2 322 molkJH o

r /3.454-=D

o
rHCNaONagCOlNa D++®+ 222 5.02)()(5 molkJH o

r /4.432-=D

이 반응 식에서 ∆
은 표준 반응엔탈피 변화로서 (-) 부호는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을, 그리고 (+) 반응은 흡열반응(endothermic reaction)을 의미한다. 본 반응식을 통해

대부분의 Na-CO2 화학반응에서는 산화나트륨(Na2O)와 탄산나트륨(Na2CO3)이 생성됨을 알 수

있으며, 미량의 일산화탄소(CO)가 1차 반응 또는 탄소와 CO2 사이의 2차 반응에 의해서 생성

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CO)의 2차 생성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볼 때 반응 영역의

온도가 700℃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반응성을 나타내

는 지표 중의 하나인 반응 전후의 Gibbs Energy 변화(∆)값이 음으로 바뀌어서 자발적 반응

(spontaneous reaction)으로 전환되는 온도가 700℃ 이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

적 분석이나 실험적 측정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Na-CO2 화학

반응의 반응 생성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알칼리 금속류의 고체 화합물 형태와 탄소 (C), 그리

고 일산화탄소(CO)와 같은 미량의 기체생성물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나) 화학반응 모형개발

Na-CO2 열교환기의 전열관에서 누출되는 고압의 CO2 기체는 jet 형태로 액체 소듐 상으로

유입되어 CO2 기체와 액체 소듐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면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체와 액체 사이의 자유액면(free surface)을 중심으로 하는 표면반응(surface

reaction)으로 정의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a-CO2 화학반응과 같이 대류확산(convective

diffusion)을 동반한 화학반응에서는 반응영역의 온도가 전체적인 화학반응률(reaction rate)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2-23은 대류확산(convective diffusion)을 동반한 화학반

응에서 반응영역의 온도가 전체적인 화학반응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한 그림으로, 온도

의 역수에 대한 Arrhenius plot이라고도 불린다[J.M. Smith, 1970]. 그림과 같이 반응영역의 온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Rate-controlled regime에서는 반응영역의 온도가 전체적인 화학반응률

에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체 반응물 등의 유속 증가와 같은 유동 조건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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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반응온도별 화학반응률 변화 경향

반면에 반응온도 증가에 의해 화학반응속도, ″가 급격히 증가하면 diffusion-controlled

regime으로 전환되면서 반응온도의 영향은 사라지고 기체 반응물의 유동특성이 전체적인 화학

반응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Na-CO2 화학반응의 정량화를 위해서는

rate-controlled regime에 대한 온도영향과 diffusion-controlled regime에 대한 유동특성을 모

두 포함하는 화학반응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Rate-controlled regime에 대한 화학반응 현상은 반응온도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

므로 온도의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Arrhenius 식[Anthony, 2001] [J.M.

Smith, 1970] [Turns, 1999]을 도입하여 반응모형을 설정하였다. Rate-controlled regime에서의

반응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화학반응률()은 실험적으로 구해진 화학반응 속도(k) 및 반응 차수(n), 그리고 활성

화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Arrhenius formula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J.M. Smith, 1970] [Turns, 1999].

  ․  ″․
 ․  exp ․

 ․
 ․

식에서, 는 화학반응이 시작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이고, 은 일반기체상수 (8.314kJ/kmol-K)이며, 는 선지수 인자

(pre-exponential factor) 또는 빈도인자(frequency factor)를 의미한다.

한편, Diffusion-controlled regime에 대한 화학반응 현상은 반응온도에 의한 영향 보다는 기

체 반응물의 유동 특성을 반영한 질량전달 현상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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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다음 식들과 같이 질량전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와 기체상의 농도 변화에

의해 결정되도록 제안되었다.

   ․   ․∞   ․   ․ ․

Diffusion-controlled regime애서의 화학반응률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은 Nusselt 수, Sherwood 수, Stanton 수, 확산계수( )의 함수로 주어지며, 설정된 유동 조건

및 온도조건에 대하여 적절한 Heat/Mass transfer analogy를 수행함으로써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Anthony, 2001]. 즉, 적절한 Analogy를 사용하여 을 결정하고, 농도 변화량()를 측

정하여 확산지배 영역에서의 화학반응률()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Na-CO2 화학반응의 정량화를 위해서는 rate-controlled regime에 대한 온도영향과

diffusion-controlled regime에 대한 유동특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화학반응 모형이 필요하

므로, 본 연구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체-액체 반응 현상에 대하여 두 가지 구별되는 reaction

regime에서의 화학반응 모형을 각각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 ․
 ․ ≃ ″ ․ ․ for Rate-controlled regime

   ․ ․ for Diffusion-controlled regime

2) Na-CO2 경계파손사고 화학반응모델 검증실험

가)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조건

Na-CO2 화학반응 실험은 실제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열교환기에서 고압의 CO2 기체가 저압의 소듐 상으로 주입(injection)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모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모사하고

자 Injection test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압 CO2 기체의 주입현상과 관련된 복잡한 기포 유동

특성 및 이에 동반되는 화학반응 특성, 그리고 기하형상 등에서 오는 물리적 현상 모사에 있어

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험을 통한 반응 현상의 정량화가 매우 어렵다. 특히, 반응 생성물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체 반응생성물로 인한 실험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반응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계면의 면적( )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jection test에 의한 반응현상의 정량화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a-CO2 화학반응 현상의 물리적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식(empirical

formula)을 설정하고, 이 식에 필요한 화학반응 kinetic 인자들을 표면반응 실험을 통해 실험적

으로 결정하여 화학반응 속도(rate constant) 및 반응률(reaction rate)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생산하는 것이 Na-CO2 경계파손사고 화학반응 실험의 주목적이다. Na-CO2 화학반응 실

험은 그림 3.2-24와 같이 표면반응 실험(Test section (I))과 CO2 직접 주입실험(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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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를 통해 표면반응에 의한 단위면적당 반응률 상수(Rate constant),

″를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반응모형 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2-25는 표면

반응 실험장치의 Flow diagram을 나타낸다.

그림 3.2-24 Na-CO2 화학반응 실험장치

그림 3.2-25 Na-CO2 표면반응 실험장치 Flow diagram

고순도 소듐 ingot을 소듐 용융탱크 내부에 넣고 용융시킨 후 소듐 주입배관을 거쳐 반응기

내부로 직접 주입되며, 주입되는 소듐 액위가 반응기 내부의 소듐 tray 상단에 이르면 주입을

중단한다. 이 때 반응기 내부는 순도 99.999%의 고순도 아르곤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inert 환경을 유지시킨다. 이 후 반응기 외부에 설치된 몰드형 가열기(mold-type heater)를 사

용하여 소듐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고, 일정량의 CO2 가스를 반응기 내부로 주입시켜

소듐 자유액면에서 Na-CO2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화학반응 표면은 장치에 부착된 석영

유리 가시창을 통해 관찰되며, 현상을 비디오카메라에 녹화하도록 하였다. 그림 3.2-26은 소듐

이 채워진 반응 경계면의 영상 및 열전대 설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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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소듐 자유표면 영상 및 열전대 위치

반응 후 발생하는 가스성분 반응생성물은 실험장치 루프 하류에서 가스농도 분석기(NDIR)

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반응온도별로 반응기체의 성분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반응계면 주

변에 형성되는 고체 반응생성물은 해당 조건의 실험이 종료된 후에 Glove box로 옮겨져 그림

3.2-27과 같이 시료 채취 후 고체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7 고체반응 생성물 시료채취

실험 중에는 가열기 출력조절을 통해 소듐 및 주입 가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이를 통

해 해당조건 실험의 재현성을 확보하였다. 소듐의 온도는 200℃~600℃까지 전 운전영역을 포함하

도록 설정하였으며, 실제 Na-CO2 열교환기의 온도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CO2 가스의 온도를 20

0℃~600℃로 유지하여 최대한 Na-CO2 가스 사이에 isothermal 조건을 유지시켜 원치 않는 인자

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CO2 가스의 공급유량은 1SLPM 및 5SLPM의 두 가지로 설정하여 반응

현상에서의 질량확산 영향을 관찰하였다. 반응 지속 시간은 실험조건에 따라 20분~120분으로 탄텩

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화학반응률의 결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반응시간을 적용하였다. Na-CO2 표면

반응 실험의 상세 실험조건은 표 3.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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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Na-CO2 표면반응 실험조건

나) Na-CO2 표면반응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실험요건에 의해 Na-CO2 사이의 표면반응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기술하였다. 그림 3.2-28은 각 온도조건에서의 반응 후 소듐표면 상태를 촬영하여 비교한 그

림으로, 소듐 온도가 증가할수록 활발한 반응으로 인해 고체반응 생성물이 반응계면 주변에 두껍

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2-28 Na-CO2 화학반응 후의 반응계면 사진

특히 소듐 온도가 450℃ 이상인 조건에서는 고체반응 생성물의 양이 매우 많고 두껍게 형성되

는 반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응 표면에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유지거나 매우 얇은 반응 생성

물 층이 표면에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는 Na-CO2 화학반응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

가 반응온도, 즉 소듐의 초기온도이며 소듐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화학반응이 반응계면에 국한되

어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림 3.2-29 및 그림 3.2-30에 각각 고체반응생성물 성분

분석 결과 및 기체 반응생성물(CO 가스)의 실시간 성분분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소듐 온도가 증가

할수록 미반응 소듐 및 Na2O 성분은 감소하는 반면, 탄산나트륨(Na2CO3) 및 탄소 성분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앞서 기술한 이론적 반응생성물의 변화 경향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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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Na-CO2 반응시 고체생성물 성분분석 결과

그림 3.2-30 Na-CO2 반응시 CO 가스농도 분석 결과

기체반응 생성물인 일산화탄소(CO) 가스 성분은 이론적으로 동일 실험조건에서 전 반응시간

동안 일정하게 생성되어야 하지만, 소듐의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반응계면에 고체반응 생성물 층이 형성되면서 소듐의 표면 순도가 변하

게 되고, 이와 같은 불순물로 인한 소듐 표면상태의 변화는 CO2 분자가 소듐 표면으로 접근하는

기구(mechanism)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CO2 가스와 소듐이 직접 접촉되는데 있어서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온도조건에서의 순수한 화학반응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체반응물 층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실험조건에 대하여

기록된 농도 data를 통해 외삽(extrapolation)을 수행하여 반응 표면이 깨끗한 경우에 대한 가상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반응률 결정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실험조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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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가스 농도 및 고체반응 생성물 성분분석 결과를 표 3.2-11에 정리하였다.

표 3.2-11 Na-CO2 표면반응 실험결과

소듐과 CO2 사이의 반응률()은 반응계면의 상태가 항상 깨끗하다는 가정 하에 각 온도별로

CO 가스 농도의 첨두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 ) CO
igCOCO

CO
Nas X

XXX
m

MgR ×
++

×=
2

2sec)/(
&

식에서 는 각 성분기체의 농도(vppm)이며,  와
 
는 각각 소듐의 분자량과 CO2 가

스 공급유량(mol/sec)을 의미한다. 하첨자 “”는 초기조건 설정을 위해 공급되는 Argon 가스

및 미량의 불순물 농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반응률 결정 과정을 통해 그림 3.2-31과 같이 반응

률을 의미하는 Arrhenius 선도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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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반응온도 영향을 나타내는 Arrhenius plot

본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화학반응률을 다음 식과 같이 반응온도의 영향을 잘 표현하는

경험식인 Arrhenius 경험식과 등가시키면, 화학반응 모형의 계수가 결정된다. 즉, Logarithmic

linearity를 토대로 Arrhenius 선도상의 기울기와 절편을 활용하면 그림 3.2-32와 같이 활성화

에너지() 및 선지수계수(Pre-exponent coefficient),  등의 화학반응 모형계수를 각각 계산

할 수 있다.

( )
)(

ln)ln( 0 KTR
EAKR a

ss ×
-×=

그림 3.2-32는 공급되는 CO2의 체적유량 (1SLPM 및 5 SLPM), 즉 반응계면에서의 CO2 가

스 속도가 화학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로서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고온 소듐 조건에서 CO2 공급 유량을 5배로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한 후 Arrhenius

경험식에 의해 화학반응률을 계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CO2의 체적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CO의 절대 생성량은 상대적으로 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반응률 자

체는 1 SLPM (기준 경우)과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어 질량확산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a-CO2 화학반응 영역이 rate-controlled regime에 속하는 증거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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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Na-CO2 화학반응시의 질량확산 영향 비교

결과적으로 표면반응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해 주어진 온도 및 유량 조건에서의 Na-CO2 화학

반응률을 결정하였으며, 그림 3.2-33과 같이 화학반응시 온도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소듐의 온도가 460℃ 부근에서 화학반응률이 급격히 변화하는 화학반응에서의 문턱

온도(Threshold temperature)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 온도는 국외연구(프랑스)를 통해 보고

된 바 있는 500℃와 유사한 온도로서,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상세한 실험조건 제어 및 분석을 통

해 제시된 값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33 반응영역 소듐온도에 따른 Na-CO2 화학 반응률 변화

따라서 Na-CO2 표면반응 특성실험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rrhenius 경험식의 모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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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영역 반응모형(Two-zone reaction model)을 개발

하였다. 2영역 반응모형은 전산해석에 의해 구해지는 반응영역의 소듐온도를 이용하여 전체적

인 반응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Na-CO2 압력경계파손 사고의 해

석을 위한 전산해석 모형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이다.

주입반응 특성 실험은 CO2 가스를 소듐 풀에 직접 주입하는 실험으로서, 표면반응 실험을

통해 도출된 화학반응 모형의 특성이 실제 주입반응 시에도 경향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하는 실

험이다. 주입반응 실험에서는 CO2 가스 주입시의 노즐 직경, 누출 유량, 온도 및 압력 등의 실

험인자를 변화시키면서 전반적인 반응률을 평가하였으며,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누출부위 자

체 막힘현상(self-plugging), wastage 특성 등의 부차적인 설계특성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완

료하였다.

기존의 Rankine cycle을 사용하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시의 Wastage effect가 실

제 Na-CO2 반응시에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평가 결과, 그림 3.2-34와 같이 구조물의 손

상 정도가 소듐-물 반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Na-CO2 반응시에

는 부식 등의 2차적인 구조재 손상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2-34 Na-CO2 반응시의 구조재 Wastage 손상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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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1) 혁신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 및 열유동해석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증기 압축 사이클과 비교하여 가스 터빈 사이

클(Brayton cycle)은 단순성, 집적성(Compactness), 경제성 및 상대적으로 짧은 건설기간 등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계통으로 각광받고 있다. Brayton 사이

클을 구동하는데 있어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적절한 입계압력(7.38 MPa)과 적정 운전

온도 조건(500 ～ 700 ℃)에서의 안정성 및 불활성(inertness), 낮은 임계 온도, 그리고 헬륨 등의

이상기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압축일(compression work)의 소요 등으로 인하여 최적의 유체

로 평가받고 있다[Dostal, 2004].

초임계 이산화탄소 Brayton 사이클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요소의 하나는 열교환기이

며, 이것은 사이클 전체의 부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사이클의 부피를 감안할

때 열교환기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집적된(Compact) 형태의 열교환기 설계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의 집적도(Compactness)는 식(3.2-1)의 Colburn j factor로 표현된다

[Hesselgreaves, 2001].

  


 (3.2-1)

식(3.2-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j 값에 대하여 열교환기 내 채널의 수력직경( )가 감소함

에 따라 열교환기의 크기(L)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열교환기의 집적도(Compactness)를 증가시키

기 위해서는 열교환기내 채널의 수력직경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절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고집적 열교환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한 전산유동해석을 수행

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산유동해석 도구로서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초

임계 CO2에 대한 문헌상의 PCHE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전산해석의 적용성을 미리 평가한 후, 신

개념 PCHE 열교환기에 대한 열유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1) 신개념 PCHE 설계안 도출 및 3차원 유동해석

본 연구에서는 PCHE의 열유동 특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Zigzag형 PCHE의 열유동 특성을 향상시킨, 일본 TIT의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

다. TIT에서 개발된 “S" shape fin PCHE의 설계는 우선, 채널 굽힘 점의 형태를 곡면으로 변경

시켜 유동 분리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채널내에서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채널 굽힘 점의 형태를 곡면으로 변경한 설계에 의해 손실된 채널에서의 열전달 향상 측면을

채널의 구조를 핀(Fin)구조로 변경하여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동등한 열전달량을 획득

한 설계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PCHE의 열유동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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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CHE의 여러 개의 지그재그 채널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 대신에, 채널 내에서의 열전달 면적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채널 내에 여러 개의 핀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리

고 수많은 핀의 삽입으로 인한 유동저항의 증가를 고려하여 핀의 구조를 우주항공 분야에서 비행

체의 유동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NACA Airfoil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림 3.2-35 은 기존의

PCHE의 채널 구조 및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PCHE의 채널 구조(Airfoil shape fin)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5 Zigzag 채널형 PCHE 및 Air-foil형 PCHE 채널형상

Case (그림 3.2-35) Lh (mm) Lv (mm)

(a) 3.34 4.0

(b) 3.34 2.0

(c) 3.34 1.0

표 3.2-12 Airfoil fin형 PCHE의 case study를 위한 fin 형상 정보

따라서 도출된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열유동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그재그

채널형 PCHE와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성능을 3차원 유동해석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3.2-35은 기

존 지그재그 채널형 PCHE의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신개념 PCHE 채널 내부에 핀의 충진률

을 변경하면서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그림과 같

이 Lh 및 Lv를 조절하여 채널내부의 fin 충진률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신개념 PCHE의 특장점이다. 유동해석을 위한 PCHE의 해석 영역은 상하의 고온 채널 두층

사이에 저온 채널이 중간에 삽입된 구조로서, 각층에는 각각 3개의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지그재그 채널형 PCHE 및 새롭게 개발한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유동해석을 위

한 입출구 온도 및 압력 조건은 TIT 실험자료 case 614를 참고하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난류모델은  모델의 Standard wall function을 적용하였으며, 초임계 CO2의 물성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NIST WebBook으로부터 획득한 물성치 데이터를 온도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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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wise-Linear 형태로 입력하였다. 또한 해석에는 상용코드인 Fluent 6.3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지그재그 채널의 PCHE와 새롭개 개발된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PCHE의 저온 채널부의 열전달량 및 압력강하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

림 3.2-36에 정리하였다.

그림 3.2-36 유동해석결과: 기존 및 신개념 PCHE의 열전달 및 압력강

하 특성

그림 3.2-37 지그재그 채널형 PCHE와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전열 면적

그림 3.2-36에서 볼 수 있듯이 Airfoil shape fin형 PCHE는 지그재그 채널형 PCHE에 비해 매

우 낮은 압력강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경우 핀의 개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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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즉 Case 1에서 Case 3으로 갈수록 압력강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널내의 유동저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Case 1과 Case 2의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경우 압력강하는 지그재그 채널형 PCHE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총열전달량에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Case 3의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경우 지그재그 채널형 PCHE와 거의 동등한 총열전달량을 보였으며, 압력강하는

지그재그 채널형 PCHE에 비해 1/14 정도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TIT에서 개발된 S-shape fin형 PCHE가 기존의 PCHE와 동등한 총열전달량을 가지면

서 압력강하가 1/6 정도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Airfoil shape fin형 PCHE는

보다 우수한 열유동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Airfoil shape fin형 PCHE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채널들의 열전달 면적 및 채널내의 유동 구조를 관찰하였

다. 그림 3.2-37은 Airfoil shape fin형 PCHE들과 지그재그 채널형 PCHE의 채널들의 열전달 면

적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2-38 기존 PCHE의 지그재그 채널내 유동분포

그림 3.2-39 신개념 PCHE의 airfoil fin 주변의 유동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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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와 41는 지그재그 채널 PCHE와 Airfoil shape fin PCHE의 단면에서의 유동방향으

로의 평균속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그재그 채널형에 비해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평균속도는 약 18 % 정도 작다. 이러한 평균속도 분포에도 불구하고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총열전달량이 지그재그 채널형 PCHE와 거의 동일한 원인은 우선, 열전달 면적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0 기존 PCHE의 채널내부 위치에 따른 유속분포

그림 3.2-41 신개념 PCHE의 채널내부 단면 A에서의 유속분포

그림 3.2-37에서 볼 수 있듯이 Airfoil shape fin형 PCHE의 열전달 면적은 지그재그 채널형

PCHE에 비해 약 30 % 크다. 또한 Airfoil shape fin형 PCHE에서는 그림 3.2-38와 같이 분리 유

동이 없으므로 열전달 계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균일한 열전달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열전달 면적의 증가와 균일한 유동구조가 Airfoil shape fin형 PCHE가

지그재그 채널형 PCHE와 동일한 열전달 성능을 획득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0과 그림 3.2-41은 기존 PCHE 및 신개념 PCHE의 채널내부 유동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Airfoil shape fin형 PCHE에서의 압력강하가 지그재그 채널 PCHE보다 약 1/14 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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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은, 지그재그 채널형 PCHE의 분리유동을 가진 유동구조에 비해 Airfoil shape fin형

PCHE는 fin의 유선형 구조로 인하여 분리 유동이 억제되어 균일한 유동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그재그 채널형 PCHE 및 TIT에서 개발된 S-shape fin형 PCHE와는

다른 설계 개념의 Airfoil shape fin형 PCHE를 새로이 설계하고 열유동 특성을 3차원 유동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새롭게 설계된 Airfoil shape fin형 PCHE는 fin 구조의 삽입으로 인한 열전달

면적의 증대, 핀의 형태를 Airfoil 형태로 설계한 것에 의한 균일한 유동구조의 획득을 통해 기존

의 PCHE 모델들과 동일한 열전달 성능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압력강하 성능을 나타내었

다.

2) 혁신개념 열교환기 열유동해석방법론 검증 실험

본 절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열유동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Airfoil fin형 열교환기

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따라서 열교환기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열교

환기의 열전달량 및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유동 루프를 설계 및 제작하

였다. 그림 3.2-42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실험루프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열교환기의 고온측 유체로 이산화탄소를 저온측 유체로 1차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1차 증류

수의 입구온도는 항온수조(constant temperature bath)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실험루프에서 계

측되어야 할 주요 변수는 시스템 압력, CO2의 유량, 물의 유량, 측정부 입출구의 CO2 및 물의 온

도와 압력, 그리고 CO2의 측정부 입출구에서의 차압이다.

그림 3.2-42(a) 열교환기 성능검증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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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b) 열교환기 성능검증 실험장치

초임계 CO2의 유동 실험을 위해 루프의 시스템 압력은 임계압보다 높은 값으로 가압이 되어

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임계압력은 7.38 MPa 이므로, 루프내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입계압력보다

높게 가압하기 위하여 boost pump를 사용하였다. 이 펌프는 가압된 공기로써 작동되며, 가압공기

는 정압 레귤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그리고 CO2는 5 MPa 의 액체상태로 사이폰이 부착되

어 있는 컨테이너로부터 실험압력의 과냉 액체상태로 루프에 가압된다.

실험루프의 모든 위치에서의 온도는 K-type ungrounded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

전대는 0.2 ℃의 정확도로 보정하였다. 열교환기 입구단을 제외한 루프내의 CO2의 압력은 다이얼

형태의 게이지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열교환기 입구에서의 압력은 절대압력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강하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Zigzag 채널형 열교환기와 Airfoil fin형 열교환기가 제작하였다. 열교환

기의 재질은 SS 304가 사용되었으며, 제작을 위하여 광화학적 식각 및 확산접합공정이 수행되었

다. 열교환기는 두 개의 채널 사이에 한 개의 채널이 삽입되어 있는 “Double banking"구조로 제

작 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의 유닛들이 5층으로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두 개의 채널

구조에는 CO2가, 한 개의 채널 구조에는 증류수가 대항류(Counter-current)로 흐르게 된다. 그림

3.2-43는 제작된 식각된 열교환기 판(plate) 및 확산접합된 열교환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열교환기의 열유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내에서의 열전달량 및 압

력강하를 측정하게 된다. 압력강하 데이터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별도의 데이터 환

산(data reduction)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열전달량은 입출구 온도 및 압력을 이용하여

차후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고온부의 유체가 CO2이고, 저온부의 유체가 증류수

이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을 통하여 열전달량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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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식각된 열교환기 판 및 확산접합된 열교환기 샘플

CO2
Pressure

(MPa)

CO2 Mass

flow rate

(kg/s)

Water

Pressure

(MPa)

Water Mass

flow rate

(kg/s)

CO2 Inlet

temperature

()

Water Inlet

temperature

()

8 - 8.9 0.002 - 0.023 1 atm 0.00957 38 20

표 3.2-13 열교환기 성능검증 실험조건


  

 
  (3.2-2)

      (3.2-3)

   
 (3.2-4)

위의 식들에서  
(W)는 CO2가 증류수로 전달하는 열전달량을,  

(W)는 증류수가 이산

화탄소로부터 얻는 열전달량을, m ()은 각유체의 질량유속을, i (kJ/kg)는 엔탈피 그리고

 (W)는 열교환기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손실을 나타낸다. 열교환기 내에서의 압력강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열교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유동변수들의 계산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동변

수들에는 수력직경 ( ), 레이놀즈 수 (Re), 마찰계수 (friction factor, f)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

들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2-5)

 





(3.2-6)

 

∆
(3.2-7)

위의 식들에서 V ()은 열교환기의 전체 부피를, A ()은 열교환기의 단면면적을, L ()은

열교환기의 길이를,  (
)는 열교환기에서의 최소자유유동 면적을 그리고  (

)는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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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열전달 면적을 나타낸다.

그림 3.2-44 CO2 유량에 따른 전체 열교환량 및 압력손실 변화량

본 실험에서는 증류수의 입구온도 및 유량, CO2의 입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CO2

의 유량을 변화시켜가며 열교환기 측정부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44은 CO2의 유량에 따른 열교환기에서의 전체 열교환량 및 압력손실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Zigzag 채널 및 Airfoil fin 열교환기에서의 각 유량에 따른 열전달량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irfoil fin 열교환기에서의 압력강하 값은 유량에

따라 Zigzag 채널형 열교환기의 압력강하에 비해 1/5 ～ 1/10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열교환기 내 채널구조로 인한 유동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Zigzag 채널형의 경우 채널의 꺾임 구조로 인하여 꺾임점 부근에서 유동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

고 이 영역에서 유동방향과 반대되는 유동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구조는 채널내에서의 압

력강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Airfoil fin 구조의 경우 fin의 유선형 구조로 인

하여 유동 분리(flow separation) 현상이 감소하여 채널내에서의 유동저항이 Zigzag 채널형에 비

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실험의 결과는 이러한 두 개의 열교환기 내에서의 유동저항의 결과를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Zigzag 채널 열교환기의 경우 유체의 유동경로에 꺾임이 존재함으로써 열전달

면적을 넓히고 꺾이는 점에서의 유동에 와류를 형성하여 열전달의 향상을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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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Airfoil fin 열교환기는, 열전달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유로중간에 수많은 핀을 배치하

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n의 형상을 Airfoil 형태로 설계하여

압력강하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Zigzag 채널형 열교환기에서의 채널형상으로 인

한 열전달면적 향상 및 와류생성으로 인한 열전달계수 향상과 Airfoil fin형 열교환기의 fin 배치

로 인한 열전달 성능 향상이 결과적으로 두 개의 열교환기에서 동일한 열전달 성능을 갖게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위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irfoil fin형 열교환기는 Zigzag 채널형 열교

환기와 동일한 열전달 성능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압력강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이전의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동일 열전달 성능에서 Airfoil fin형 열교환기의 압력강하 값은

Zigzag 채널형 열교환기에 비해 1/20 수준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였었다. 수치해석과 실험의 이와

같은 편차는 주로 열교환기 제작과정에서의 채널 형상이 수치해석 수행 시에 설계되었던 형상과

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작된 열교환기 채널 형상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교환기내 채널의 단면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채널 시편을 wire cutting 가공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채널단면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열교환

기 채널형상을 분석하였다. 단면정보 측정시 Airfoil fin 열교환기의 경우 중간부분 및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셀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식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면 사

진 측정결과에서 Airfoil fin 채널에서 유로가 좁아지는 부분에서는 유로폭 대비 0.66 의 비율로

식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Zigzag 채널의 경우 비교적 유로폭이 넓고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

므로 표면으로부터 좌표를 추출하여 표면정보를 측정하였다. 표 3.2-14은 Airfoil fin 및 Zigzag

채널 열교환기의 표면 정보를 나타낸다.

      L 

Airfoil 5.605 8400.07 0.347 130

Zigzag 8.89 6463.22 0.715 130

표 3.2-14 Airfoil fin형 및 Zigzag형 PCHE 열교환기의 표면 정보

위의 열교환기 형상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압력강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열교환기가 갖는 마찰계수값을 Reynolds 수에 따라 표현하였다 (그림 3.2-45). 그림과 같이

Airfoil fin형 열교환기의 마찰계수는 Zigzag 채널형 열교환기에 비해 1/20 ～ 1/30 수준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Airfoil fin형 열교환기의 압력강하 성능이 기존의 열교환기에 비해 현

저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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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Airfoil fin형 및 Zigzag 채널형 PCHE

열교환기의 마찰계수

제 3 절 국내기반기술 개발

1. IHX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

가. 검증 실험장치 실험요건 설정

중간열교환기 열전달해석 설계코드 2DHX에 사용되는 번들경사류(bundle inclined flow)의 열전

달 계수의 설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 실험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실험요건서를

작성하였다. 작동유체로 소듐을 사용하며, 전열관의 배열은 삼각형(triangular) 및 확장삼각형

(expanded triangular)의 2 종류로 한다. 실험은 평형류(parallel flow), 교차류 (cross flow) 및 경사

류(inclinded flow)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측정한다. 이 요건서에는 가열 진열관의 수, heater의

power, 측정위치, 측정변수 및 유량범위를 지정한다. 또한 측정의 정확도 및 실험온도를 명시하였

고, 실험 데이터의 축적요건을 설정하였다. 상세한 실험요건은 참고문헌[최석기, 2007]을 참고한

다.

나. 압력손실 평가 전산코드 (ASTEEPL)

소듐냉각 고속로 IHX에서의 유동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IHX의 설계에는 많은 종류의 상

관식들이 사용된다. 전열관을 가로지르는 번들경사류 및 전열관과 평행한 평행류에서의 압력손

실, 전열관과 baffle 사이의 간격 및 flow hole에서의 압력손실, 창(window)영역에서의 압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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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상관식들이 필요하다. 현재 IHX 설계코드 ASTEEPL에 사용되고 있는 상관식들 중 중

요한 상관식은 평행류, 교차류 및 경사류에 대한 상관식이다. ASTEEPL 코드의 번들경사류에 대

한 상관식은 교차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과 평행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을 조합하여 구한

다. 교차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은 Taborek[1984]의 상관식을 사용하고, 평행류에 대한 압력

손실 상관식은 Idelchik[1986]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교차류 및 경사류에 대한 상관식들 중 현재 널리 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관식은 ESDU 상

관식[1979]과 Idelchik의 상관식이다. ASTEEPL에 장착되어 있는 교차류에 대한 Taborek의 상관

식은 열교환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관식으로 일반적인 번들경사류에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ESDU 상관식과 Idelchik의 상관식은 소듐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다.

ESDU 상관식과 Idelchik의 상관식은 ASTEEPL 코드에 장착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ESDU 상관식 및 Idelchik의 상관식을 소듐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평가하고, 이

상관식들을 ASTEEPL코드에 장착하고자 한다.

1) ASTEEPL 코드의 평행류 상관식 검증

ASTEEPL 코드 평행류 상관식 검증은 실험 data가 없어 CFD 방법을 사용하였다. CFD 해석

에 사용된 코드는 CFX-11 상용코드이고, 이 코드에서 제공하는 4개의 난류모델(SST, RNG,

RSTM-SSG, RRSTM)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격자는 50만-60만개를 사용하였다.

그림3.3-1은 4개의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마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ST 난류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마찰계수를 예측하며, ASTEEPL 코드에 장

착된 Idelchik의 마찰계수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Idelchik의 상관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관식이고, 이러한 CFD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은 이 상관식이 충분히 정확한 상관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 ASTEEPL 코드의 교차류 상관식 검증

ASTEEPL 코드의 교차류에 대한 상관식 검증은 소듐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검

증하고자 한다. 이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STEEPL 코드에 장착된 교차류에 대한

Taborek의 상관식은 압력손실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보수적인 상관식 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Idelchik 및 ESDU 상관식은 실험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ASTEEPL 코드에 장

착된 Taborek의 상관식을 Idelchik 이나 ESDU 상관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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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ASTEEPL 코드의 평행류 상관식과 계산결과 비교

그림 3.3-2 ASTEEPL 코드의 교차류 상관식과 실험자료 및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

3) ASTEEPL 코드의 경사류 상관식 검증

앞 절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ASTEEPL 코드에 장착된 Taborek의 상관식은 교차류의 경우 압

력손실을 과다하게 예측한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ASTEEPL 코드에서는 경사류에

대한 상관식을 교차류와 평행류에 대한 상관식을 조합하여 구한다. 그러나 이 조합법은 아직 검

증되지 않았고 복잡하다. 우리가 실험자료로 입증된 경사류에 대한 상관식이 있다면 그 상관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IHX 설계코드 ASTEEPL 코드에 장착되어 있는 평행류, 교차류 및 경사류의 압력손실 상관식

및 처리법들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평행류에 사용된 Idelchik의 상관식은 적절하나, 교차류에

사용된 Taborek의 상관식은 압력손실을 과다하게 예측함을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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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EPL 코드의 경사류 해석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복잡함으로 실험자료로 검증된

Idelchik의 상관식이나 ESDU 상관식을 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였다.

다.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2DHX)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의 shell 측에는 소듐이 흘러가며 전열관으로 열전달을 일으

킨다. 소듐은 액체금속으로 전도도가 물보다 커서 Prandtl 수가 매우 적다 (Pr=0.0047～0.0055).

그러므로 물실험으로 얻어진 열전달상관식을 사용할 수 없고, 소듐을 작동유체로 실험을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러나 소듐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실험은 매우 고가이고 어렵다. 이 경우 CFD를

사용하여 기존의 상관식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연구일 것이다. 소듐을 작동유체로 행한 실험은

주로 1950-1960년도에 수행되었고, 열전달 상관식이 많지 않고 열전달계수 상관식간의 차이가 많

아 특정 유동에 적합한 상관식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CFD 방법을 사용하여 평형

류, 교차류 및 경사류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여 기존의 열전달 상관식을 평가하였다.

난류 열유동 해석 시 난류모델의 선택은 해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CFX-11 코드 [ANSYS Inc., 2006]에 내장되어 있는 4종류의 난류모델들을 먼저 평가 하였다. 이

4종류 난류모델은 RNG (Re-Normalization Group) e-k 모델, SST 모델 (Shear Stress

Transport Turbulence Model), SSG-RSTM 모델 (SSG-Reynolds Stress Tubulence Model) 및

Omega-RSTM 모델 (Omega-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이다. 이 모델들 중 RNG

e-k 모델 및 SSG-RSTM 모델은 고 레이놀즈 수 모델이고, 벽면 근처에서 벽함수를 사용한

다. SST 모델 및 Omega-RSTM 모델은 저 레이놀즈 수 모델이며 벽면까지 계산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평가결과 고 레이놀즈 수 난류모델 중에 SSG-RSTM 모델이 RNG e-k 난류

모델 보다 더 정확한 해를 산출하며, 저 레이놀즈 수 난류모델들 중에는 Omega-RSTM 모델과

SST 모델이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의 해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 레이놀즈

수 난류모델로는 SSG-RSTM 모델을, 저 레이놀즈 수 난류모델로는 SST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였다. 이들 모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FX-11 Manual [ANSYS Inc., 2006]에 설명되

어 있다.

전열관이 많이 위치한 원통관이나, 직사각형 관 속을 액체금속 소듐이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 유동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outinpwbw TTCmTThA -=- & (3.3-1)

만약 출구온도( outT )와 평균온도( bT : bulk temperature)를 수치해석으로 구할 수 있으면 평균

Nusselt 수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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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소듐의 입구온도( inT )는 818K이고, 전열관의 온도( wT )는 598K이다. 전열관의 직경은

12.7mm이고, 평균온도( bT )는 전열관 번들을 통과하는 유동의 체적평균온도(volume average

temperature)를 사용하였다. 대략 350,000-560,000개의 수치격자를 사용하였다. 평형류의 경우

P/D 값이 1.85이며 교차류와 경사류의 경우 1.6이다. 수치계산은 입구에서의 질량유량 값을 변화

여 가며 수행하였다. 입구유량은 0.54kg/sec-5.4kg/sec 범위에서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

고, 이에 대한 Peclet 수의 범위는 40≤Pe≤400에 해당된다.

1) 평형류 열전달 상관식 평가

그림 3.3-3은 SST 모델과 SSG-RSTM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Nusselt 값을 기존의 상관식

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Graber와

Rieger의 상관식과 차이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Kisohara와 Westing House 상관식은 거의 동

일하게 Nusselt 수를 예측하며, 다른 상관식과는 다르게 Peclet 수가 증가함에 따라 Nusselt 수가

급격하게 상승함을 보여준다. Peclet 수가 적을 때 ( 40»Pe )에는 본 수치결과와 비슷하나 Peclet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Lubarsky-Kaufman과

Seban-Shimazaki 상관식은 본 수치결과보다 전 Peclet 수의 영역( 40040 ££ Pe )에서 과소하게

Nusselt 수를 예측함을 보여준다. Peclet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는 소듐의 경우 전도도가 높

아 열전달은 분자전도(molecular conduction)로 일어난다. 이 경우 열전달 계수의 변화 형태는

SST모델의 계산결과처럼 약간 오목해야한다. SSG-RSTM 모델은 고 레이놀즈 수 모델이며 벽

면 근처에서 벽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벽면 근처의 열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

러므로 Peclet 수가 적을 경우 SST모델의 해석결과와 차이가 있다. Peclet 수가 크면 두 모델이

거의 같은 값의 Nusselt 수를 예측함을 관찰함을 알 수 있다. 본 SST 모델에 의한 해석결과를 바

탕으로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상관식은 기존의 Graber-Rieger 및

Seban-Shimazaki 상관식들과 열전달계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Peclet 수의 변화에 따른

Nusselt의 증가 경향은 동일함을 관찰할 수 있다.



- 4-102 -

그림 3.3-3 평형류 열전달계수

2) 교차류 열전달 상관식 평가

그림 3.3-4는 교차류( °= 90b )인 경우 Peclet 수의 증가에 따른 Nusselt 수의 변화를 Log-Log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Peclet 수( max,)( vPe )는 입구 최대속도에 기초하고 있다.

이 그림은 SSG-RSTM 모델로 계산한 결과는 Hsu의 상관식과 잘 일치하며, SST 모델로 계산한

결과는 Dwyer의 상관식과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다. Hsu의 상관식은 유동이 2차원, 비압축성 유

체이며, 비점성(inviscid), 비회전성(irrotational) 유동이라는 가정 하에 이론적 개발되었다.

SSG-RSTM 모델이 Hsu의 상관식과 잘 일치한다는 것은 고 레이놀즈 수 모델인 SSG-RSTM

모델과 벽함수를 사용할 경우 유동이 비점성(inviscid), 비회전성(irrotational) 이라는 가정과 유사

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 레이놀즈 수 모델로 계산한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벽함수

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또한 Peclet 수가 적은 경우( 100max,)( £vPe ) 소듐과 같은 저 Prandtl

수 (low Prandtl number) 유체의 유동현상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Peclet 수가 적은 경우 SG-RSTM 모델은 SST 모델 보다 과소하게 열전달 계수를 계산함을 관

찰할 수 있다. SST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는 Dwyer의 상관식과 잘 일치하며, Peclet 수가 큰 경

우 Kalish-Dwyer 상관식과도 잘 일치한다. SST 모델은 벽면까지 열유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벽

면 근처의 유동을 적절하게 예측한다. 이 그림은 또한 Kalish-Dwyer이 Peclet 수가 적을 경우 열

전달 계수를 과대하게 예측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차류인 경우 Dwyer 상관식을 사용함이 적

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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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교차류 열전달계수

3) 경사류 열전달 상관식 평가

그림 3.3-5는 각각 경사각도가 60°인 경우 Peclet 수에 따른 Nusselt 수의 변화를 Log-Log 그

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 보고된 경사류에 대한 열전달 상관식은 매우 적다. 문헌

상에 보고된 상관식들은 Kalish-Dwyer 상관식, Dwyer 상관식 및 Dwyer의 수정된 상관식 등이

다. Dwyer의 상관식은 기존의 Hsu의 상관식에 유동각도의 영향만을 고려한 함수를 곱한 상관식

이다. 그러므로 이 상관식은 교차류에서 보여준 Hsu의 상관식의 단점을 피할 수 없다. 즉 이 상

관식은 Peclet 수가 적을 경우 과소하게 열전달계수를 예측함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림 3.3-5은 이

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Kalish-Dwyer 상관식은 NaK를 작동유체로 실험으로

구한 상관식이다. 그림 3.3-5은 또한 SSG-RSTM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Dwyer의 상

관식과 잘 일치하며, SST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Dwyer의 수정된 상관식과 잘 일치함

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교차류의 해석에서 관찰된 현상이다. 이 그림에서 Kalish-Dwyer 상

관식은 Peclet 수가 150보다 큰 경우 열전달계수를 과소하게 예측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사각도

가 30°인 경우인 경우에도 경사각도가 60°인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열전달계수의 값의 크기가 같은 Peclet 수인 경우 경사각도가 60°인 경우 보다 적게 예측한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사류인 경우 Dwyer의 수정된 상관식을 사용함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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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경사류( 60°) 열전달계수

2.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

가. 실험요건 설정

본 연구는 추후 수행될 이중벽증기발생기 실험에 대한 실험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실험은

이중벽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적 성능과 수력학적 불안전성(instability) 특성 및 DNB 현상을 파

악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소듐유동의 열전달계수

- Preheat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

- Nucleate boiling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

- Film boiling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

- Superheat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

- DNB quality

- 유동 불안정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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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gging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

1) 실험변수의 요약

본 실험의 실험변수는 시험부의 열용량(heat capacity), 시험부의 형태와 크기, 전열관의 크기,

전열관 , 튜브시트(tube sheet), bellows 및 외부 barrel의 재질 등이다. 표 3.3-1은 본 실험의 요약

된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1 Main specification of 1MW double-wall-tube steam generator

Item Specification

Size

Once-Through Type

Double-Wall-Tube Steam

Generator

Type
Height 22m

Outer Diameter of SG 350mm

Materials

Heat Transfer Tube Mod.9Cr-1Mo
Tubesheet Mod.9Cr-1Mo
Bellows SUS316

Outer Barrel 2-11/4Cr-1Mo

Heat Capacity
Nominal 1MWt
Maximum 1.2MWt

Heat Transfer

Tube

Type Mechanically Bonded Type
Outer Diameter 19.0mm

Outer Tube Thickness 1.9mm
Inner Tube Thickness 1.5mm

Number of Tubes
Water/Steam Tubes 6 (After Plugging)

Tubes for Leak Detection Test 2

Length of Transfer Region 18m

2) 실험의 시험부 (test section)

가) 시험부의 형태

그림 3.3-6은 정면에서 본 시험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3-7는 위에서 본 시험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7은 plugging 실험의 plugged 튜브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3.3-8은 온도측정 위치, DNB 온도 측정 thermocouple의 위치 및 baffle plate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9는 그림 3.3-8에 보여진 A, B, C 단면에서의 온도측정 위치를 보여준다. 이 그림

은 또한 tierod 및 dummy 튜브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3.3-10는 baffle plate에서의 시험부의

상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또한 DNB 온도측정 튜브의 위치, tierod, 소듐 온도 측

정 위치, 누설감지(leakage detection) 튜브, plugged 튜브, dummy 튜브 및 flow hole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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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A-A Cross Section

: Steam/Water Tube
: Dummy Tube
: Tierod

 

그림 3.3-6 시험부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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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시험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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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온도측정 위치(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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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온도측정 위치(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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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Baffle plate에서의 상세 단면도

나) 실험조건

(1) 물실험 조건

표 3.3-2 Water flow test condition

Sodium Inlet Temperature (℃) 320
Sodium Flow Rate (ton/hour) 20 16 12 8 6
Water Inlet Temperature (℃) 240 200
Water Pressure (kg/cm2G) 132
Water Flow Rate (ton/hour)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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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유동 실험 조건

표 3.3-3 Two-phase flow test condition

Sodium Inlet Temperature (℃) 450
Sodium Flow Rate (ton/hour) 12 10 8

Water Inlet Temperature (℃) 240
Water Pressure (kg/cm2G) 132 100
Water Flow Rate (ton/hour) 2 1.6

(3) Superheated flow 실험 조건

표 3.3-4 Superheated flow test condition

Sodium Inlet Temperature (℃) 500 470 450
Sodium Flow Rate (ton/hour) 21 19 17 10
Water Inlet Temperature (℃) 240
Water Pressure (kg/cm2G) 150 130
Water Flow Rate (ton/hour) 2 1.8 1.6 1.3 0.9

다) 실험자료 측정요건

(1) 요구 실험자료

본 실험에서 요구되는 실험자료는 소듐온도, 소듐유량, 물 온도, 물 압력 및 유량 등이다. 그리

고 위의 그림들에서 제시한 다수의 위치에서의 온도의 평균및 표준편차(root-mean-square)이다.

(2) 실험자료의 오차 요건

표 3.3-5 Measurement error

Parameters Error

Experimental

error

Average flow rate measurement error 1.0-2.5 %
Average temperature measurement error ±0.5.℃

Tube size ±0.1 mm
Flow hole diameter error ±0.1 mm

Tierod, dummy tube diameter error ±0.2 mm

Position measurement error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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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가. 유체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평가 및 보완

대용량 고속로의 운전 상태 모사 및 제어 논리 개발을 위하여 성능분석 전산코드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개발하는 방안으로는 초기 열수력학적 모델링부터 시작하여

모든 해석 모듈을 개발하여 전체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구축하는 방안과 현재 상업용 혹은 연구용

으로 사용가능한 기본 해석 체제를 이용하여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개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해석의 안정성, 실시간성 그리고 사용자의 개발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

본적으로 제공되는 상용 성능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Gen IV SFR 전체의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구

축하는 방안으로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개발의 용이성과 함께 유지

보수 노력의 최소화에 근거하여 상용 해석체제를 기본 엔진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상업적으로 화학플랜트 및 원자력플랜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능해석 체제용 엔진

중에서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엔진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두 외, 2005][성승환, 2007][강한옥,

2000]

- Flownex, Advanced Technology Engineering Service Co.

- Flowmaster, Flowmaster Korea Co.

- GT tools, CD-ADAPCO Co.

- MMS SW, nHance Technologies, Inc.

- MARS, KAERI

각 엔진들은 각 적용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개발되어 왔으며, 각 적용 분야에 따른 장/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Gen IV SFR 성능해석체제 개발을 위한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

자력 플랜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MMS, MARS, FLOWNEX 코드가 원자력플랜트

성능해석체제에 사용된 적이 있는 코드로써 우선 선정되었으며, 이 세 코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 비교하였다.

아래 Gen IV SFR 성능해석 체제 개발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후보 군 중에서 적용성이 우수한 MMS, MARS, FLOWNEX 세 가지 엔진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비교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각 항목들은 동등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

며, 각 항목들의 종합 순위에 따라 성능해석 체제 엔진을 선정하였다. 아래 검토 결과 최종적

으로 MMS가 가장 우수한 엔진으로 평가되었다.

① Gen IV SFR 적용을 위한 노심 모델 : MARS ≒ MMS > FLOWNEX

* MARS는 경수로 노심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Gen IV SFR 노심 모델은 point kinetic

model을 안전해석팀에서 개발중에 있었음.

* MMS는 SMART 노심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point kinetics model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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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IV SFR 적용성 용이.

* FLOWNEX는 고온 가스로 노심 모델.

* FLOWMASTER, GT-COOL은 노심 모델이 없는 일반적인 열유체 해석 모델만을 가

지고 있으며, 노심 모델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어 기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추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 소듐 물성치 : MARS> MMS ≒ FLOWNEX

* MARS는 소듐 물성치 내장됨.

* MMS 및 FLOWNEX는 사용자 루틴으로 추가 경우에 따라 새로운 기기 및 모듈 설계

가 가능하며, 소듐 물성치를 uesr library 형태로 개발 가능함. 특히 MMS는

COMGEN 기능을 통하여 Gen IV SFR 전용의 모듈 개발 가능함.

* table 형태의 물성치를 제공하여 interpolation routine 개발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됨.

* MMS는 SMART에서 비슷한 모듈 개발 경험 많이 가지고 있음. FLOWNEX는 국내

딜러의 지원 필요하나 국내 딜러는 원자력 경험이 전무함.

③ PHTS 모사 가능성 : MMS ≒ MARS > FLOWNEX

* MMS는 SMART 모사 완료 -> POOL 형 원자로 모사 가능 및 자유 액면 추적 가능

함.

* MARS는 일반화된 1-D 모델 추적 가능 -> POOL 형 원자로 모사 가능 및 자유 액면

추적 가능함. (HOMOGENEOUS MODEL)

④ 헬리컬 증기발생기 모델 : MARS ≒ MMS > FLOWNEX

* MARS와 MMS는 헬리컬 증기 발생기 모델 적용 가능.

⑤ 가스터빈 및 압축기 해석 (S-CO2 cycle 적용성) : FLOWNEX > MARS ≒ MMS

* 모두 성능 곡선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나, FLOWNEX는 고온 가스로이므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S-CO2 cycle에 대한 적용성은 모두 미약함.

⑥ 사용자 개발 편의성 : MMS ≒ FLOWNEX > MARS

* 모델 개발을 제외한 사용자 입력 처리 및 GUI 환경 등만을 고려할 때 MMS,

FLOWNEX가 가장 유리함.

* MARS 는 전통적인 입력에 기준하여 일부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나, 가장 구형의 입력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력자료 생산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MMS는 평형상태 계산 능력이 없는 대신에 열평형에 기초하여 간단한 연산 수행, 입

력 처리 용이함.

* FLOWNEX 역시 MMS 와 유사한 형태를 지원함.

⑦ 실시간성 : MMS > FLOWNEX> MARS

* MMS는 RTC 모듈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모델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빠른 연산을

위하여 RTC 모듈 사용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실시간보다 매우 빠른 연산이 가능함.

* MARS는 node 수에 직접적으로 비례, FLOWNEX 는 중간 정도. MARS가 동일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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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실행 속도가 가장 느린 엔진으로 고려됨.

⑧ 개발자 지원 : MARS >≒ MMS > FLOWNEX

* MARS는 국내 개발 코드이므로 코드 내부까지 수정 가능

* MMS는 참고문헌에 적시한 바와 같이 스마트 팀에서 SMART용 성능해석체제 개발

및 독자적인 모듈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외부가 아니라 MARS와 유사하게

국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FLOWNEX는 국내 딜러 지원이나, 기술적인 문제

는 본사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⑨ 도입 가격 : MARS > MMS > FLOWNEX

* MARS 수출은 불가능하나 연구소 내에서 사용시에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음. MMS는

FLOWNEX 대비 저렴

나.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기본 체제 구축

MMS 코드는 소듐 물성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하

여 소듐 물성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물성치 루틴을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MMS source code 및

모듈에 연계한 후에 다양한 component 모듈에 적용하여 성능해석코드의 기본 체제를 구축하

였다. 최종적으로 본 단계에서의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는 Gen IV SFR 플랜트를 대상으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설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최종적인 성능분석 전산코드는 차기 단계 목표 플랜트를 대상으로 수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성

능분석을 위한 충분한 설계 자료가 제공되는 KALIMER-600 고속로를 대상으로 각

component 및 노심 그리고 각종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루프 모델을 기본으로 성능분석 전산코

드를 개발하였다.[한도희 외, 2007]

1) MMS 코드 특징 및 사용 환경

MMS 코드는 windows GUI 환경에서 모든 사용자 입력 및 모듈 그리고 모델 개발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래 그림 3.3-11은 대표적인 사용자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필요한

모듈의 선택 및 입력값 처리를 하나의 GUI 환경에서 구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입력 자료 생산 후에 MMS 해석 수행 체계는 다음 그림3.3-12과 같다. 개발 초기에

는 외부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소듐 물성치를 정의하여 AP기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차

년도에 물성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AP 기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한 component 모듈들을 개

발하여 분석 모델에 활용하였다.

2) 소듐 물성치 루틴 개발

MMS 코드는 기본적으로 물/증기 그리고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스 및 이상 기체 물

성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Gen IV SFR 혹은 KALIMER-600과 같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 4-115 -

고속로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소듐 물성치 루틴을 추가하여야 한다.[ANL, 1979] 소듐 물

성치는 정적물성치 (xprop.m) 동적물성치(xpropd.m, xprops.m) 그리고 열역학 물성치

(xcpprop.m) 등이 있다. 정적물성치는 모듈내의 압력, 엔탈피 조건에서 온도, 밀도를 산출하고,

동적물성치는 동일 조건에서 밀도의 변화율을 산정한다. 그리고 열역학물성치 루틴은 열해석을

위한 비열 등을 산출한다. 사용자 모델에 적절한 component 모델을 개발하는 CompGen 기능

과 함께 소듐 물성치로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build 하여 AP 기법을 이용한 각 component 모

델을 사용하여 성능분석 전산코드로 수정하였다.

그림 3.3-11 MMS 사용자 환경 그림 3.3-12 MMS 연산 수행 흐름

3) PHTS 모델링 및 노심 모델

개발된 소듐 물성치 모듈과 MMS 코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파이프 및 펌프 그리고

노심 모델을 이용하여 Gen IV SFR의 원형인 KALIMER-600 원자로를 해석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PHTS 성능분석 모델에는 파이프, 펌프 및 각 모듈을 연계하기 위한 Ujunc 모듈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3-13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PHTS 배관은 MARS 입력 자료 및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공간 및 기기 자료를 생산하였고, 앞으로 이에 따라 각 파이프

모듈의 압력강하 인자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PHTS 배관 루프에 대한 MMS 모델을 완성하

였다. [하귀석, 2007]

MMS 코드에서 사용가능한 노심 모델은 기본적으로 point kinetics model을 기본으로 decay

heat model, Doppler reactivity model, Moderator temperature model이 포함되어 있으며, 6

delayed neutron group을 사용하여 천이 해석을 수행한다. 여기서 Gen IV SFR과 같은 고속로

특성을 반영하여 xenon, iodine의 독물질 효과는 배제하였다. 또한 고속로 노심 내의 반응도

궤환 효과도 기존 경수로와 많이 상이하다. 따라서 노심의 실행 모듈인 fuel.m 의 내부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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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노심의 반응도 궤환 효과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러한 고속로 반응도 궤환 효과는

KALIMER-600 안전해석 입력자료를 활용하였다. [하귀석 외, 2007][이용범 외, 2007] 즉, 반응

도 궤환 효과는 MARS와 동일하에 Doppler 및 MTC를 대치한 소듐 냉각재 밀도 변화에 의한

반응도 변화식으로 표현하였다. 현재 radial 및 axial expansion 에 대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모델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림 3.3-13 KALIMER-600 배관

구성도

그림 3.3-14 MARS 대비 MMS 노드

지정

5) IHTS 및 증기발생기 해석 모델

IHTS 루프 역시 MARS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발하였으며, 열전달 모사를 위하여 MMS 코드

에 연계한 열전달 상관식은 노심 내 bundle 열전달을 위해 Modified Schad correlation, 소듐 열교

환기 shell side를 위하여 Graber-Rieger correlation 그리고 그 외 tube나 pipe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Aoki model이 적용하였다.[하귀석 외, 2008] Gen IV SFR과 KALIMER-600 플랜트의

증기발생기는 과열증기 사이클을 이용한 관류형 증기발생기이다. 증기발생기 모델은 증기발생

기 설계 코드에 기준하여 동일한 열전달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김연식, 1998]

IHX와 증기발생기를 포함한 IHTS 루프 모델은 다음 그림 3.3-15에 PHTS 루프와 같이 나타

내었으며, 상세 해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성능분석 전산체제 내에 PHTS 및 IHTS 유

량을 제어하기 위한 펌프 제어기가 모델되어 있으며, 또한 BOP 모델이전에 급수 유량 변화에 따

른 출력 변화를 모사하기 위한 급수 제어 밸브 역시 모델하였다. 제어봉 모사를 포함한 각종 제

어기 모듈의 모델 내용은 다음 절의 부하 추종 해석 결과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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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IHTS 및 PHTS 루프 모델

다.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BOP 해석 모델을 따로 개발하고 개발된 PHTS/IHTS 및 증기발생기 모델과 BOP 해석 모

델을 결합하였다. 즉, 하나의 모델로 구성하기에는 모델이 너무 커져서, PHTS/IHTS 모델과

BOP 모델을 따로 개발한 후에 통합 모델로 결합하였다. PHTS/IHTS 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

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BOP 모델 개략도는 다음 그림 3.3-16과 같다.

그림 3.3-16 BOP 루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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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 단계에서 PHTS 및 IHTS 급수 유량 제어 모델도 개발하였다. 현재

KALIMER-600 부하추종 운전 전략에 따르면, 저출력 운전 시에 온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PHTS/IHTS 유량도 같이 제어를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소듐 누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듐 유량 제어는 제어 밸브가 아니라 펌프 회전수 제어에 의한 유량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발된 성능분석 전산코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해석 결과는 다음 표 3.3-6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급수 압력의 오차를 제외

하고 모두 설계치에 근사함을 볼 수 있었다. 상세한 설계 자료는 참고 문헌 [한도희 외, 2007]

에 기술되어 있다.

Parameters reference result Error (%)

Reactor Power [MW] 1523.4 1531.8 0.55

Generator Power [MW] 637.5 643.5 0.94

Temperature at core inlet/outlet [oC] 390/545 389.2/544.9 0.21/0.02

PHTS flow rate [kg/s] 7731.3 7731.3 0.0

Temperature at IHX inlet/outlet in IHTS [oC] 320.7/526.0 318.9/525.8 0.56/0.04

IHTS flow rate [kg/s] 5800.7 5800.7 0.0

Feedwater Temperature [oC] 230.0 229.8 0.09

Feedwater Pressure [MPa] 19.5 17.1 12.3

Steam Temperature [oC] 503.1 504.2 0.21

Steam Pressure [MPa] 16.5 16.2 1.8

Steam and feedwater flow rate [kg/s] 663.25 664.5 0.19

표 3.3-6 KALIMER-600 정상상태 해석 결과

라. 부하추종 운전 모사

개발된 KALIMER-600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부하추종 운전을 위한 제어봉 프로그

램과 PHTS/IHTS 유량 및 급수 제어 논리를 개발하였다. 부하추종 운전을 위한 제어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먼저 개발될 제어 논리를 위한 제약사항 (constraints)를 개발하였다. Gen IV

SFR과 같은 고속로는 고온 조건에서 운전되므로 먼저 PHTS 풀의 온도에 대한 제약사항을

설정하였다. 현재 고속로는 매우 저압에서 운전되므로 압력에 대한 기준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

으며, 추후 커버가스 영역의 압력제어 기준이 설정된 후에 다시 고려하기로 하고, 현재는 온도

에 대한 제약사항만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① 저온풀 온도는 4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reactor vessel 을 구성하는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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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의 creep condition을 위배하기 않기 위함이다.

② PHTS 풀 내의 평균 온도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역시 고온으로 운전되

는 고속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부하 추종 운전 중에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온

도 변화에 의한 구조물의 변화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③ PHTS 및 IHTS 유량은 최소 50%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소듐 냉각재의 저 유

량에 따른 thermal stratification 현상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원자로 출력제어 논리에 있어서, 제어되는 변수는 온도, 압력 그리고 원자로 출력이 있으며

제어 가능한 변수는 PHTS/IHTS 유량 및 제어봉의 위치와 이동속도가 있다. 또한 원자로 출

력 제어는 10% step change 및 5%/min ramp rate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논리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제어논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개발된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100-50-100%

부하추종에 대한 모사를 수행하였다.

출력제어논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제어 논리를 시험하였다. 첫 번째로

PHTS 평균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봉 구동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 경우에 저온풀의 온

도가 원자로 출력 저하에 따라 상승하게 되므로 첫 번째 온도 제약사항을 위배하게 된다. 두

번째로 PHTS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HTS/IHTS 유량을 원자로 출력에 따라 변

화시키는 제어 논리를 시험하였다.[Srinivasan, 2006][Chang, 1989] 이 경우에는 온도에 대한

제약 사항은 위배하지 않으나, 원자로 출력이 부하추종 운전 기간동안 많이 출렁이게 된다. 최

종적으로 두 번째 제어 논리에서 PHTS/IHTS 유량 변화를 원자로 출력이 아니라, 부하 요구

량에 따라 제어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하추종 운전 기간 동안에 원자로 출력의 진동에 의한

PHTS/IHTS 유량 변화를 최소화시켜 원자로 출력이 안정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어봉 구동 논리를 PHTS 평균 온도 일정 유지 만이 아니라 원자로출력과 터빈 출력의 편차

도 동시에 보상하도록 설정하였다. [강한옥 2008][Na 2006] 이로써 안정적인 원자로 출력 제어

뿐만 아니라 원자로 출력과 터빈 출력 사이의 편차도 일정 범위 이내로 만족하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부하추종 운전 모사 결과는 그림 3.3-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3-17-a)는 출력 요구량의 변

화에 따른 터빈 출력 및 원자로 출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b)와 c)는 PHTS 및 IHTS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PHTS 평균온도는 일정 값으로 유지됨을 볼 수 있으며, 저온풀의 온도

역시 온도 제약 사항을 위배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유량 변화는 그림 d)에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노심내의 반응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e)에 제어봉의 움직임을 표시하였다. 제

어봉의 구동 속도는 0.0075cm/sec 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정하였다. 현재 Gen IV SFR

과 KALIMER-600의 제어봉 구동 논리는 따로 설정된 것이 없으므로, primary bank가 모두

동시에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제어봉 구동 논리를 개발하여, 필요한 반응도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제어봉가(control rod worth)가 매우 크므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

의 구동 속도는 시행착오에 의하여 초기 값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후 연구 개발 진행에 따라

변경될 것이며 원자로 출력과 터빈 출력 사이의 차이나 응답 성능은 앞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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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변수들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급수 온도 및 증기 온도는 그림 f)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부하추종 기간 동안 약간 변화함을 볼 수 있다. 그림 g)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OP

구성 및 제어 논리는 일부간의 편차나 증기 압력의 심한 변화 등 수정해야할 사항들이 존재한

다. 그림 h)에 급수조절 및 터빈 제어 밸브의 궤도를 나타내었다. NSSS side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유량 제어를 위한 기본 제어 논리는 개발되었으며, BOP 최적화 이후에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a) power (b) temperature of PHTS

(c) temperature of IHTS (d) flow rate of PHTS, IHTS and feedwater

(e) control rod position (f) temperature of steam and fee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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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essure of steam and feedwater (h) valve position of FW and turbine

그림 3.3-17 부하추종 운전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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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설정을 위한 유체계통 핵심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제3장에 설명

한 바와 같으며 각 연구 개발 목표별의 연구개발 실적 및 달성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

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고

유

개

념

설

정

유체계통

고유개념

-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

-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100

- 유체계통 후보개념 예비구성(‘07)

․Rankine Cycle 적용 2,3루프

SFR 계통 및 기기 설계개념

설정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적용

SFR 계통 및 기기 설계개념

설정

- 유체계통 후보개념 비교평가

․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2루프 IHTS/SGS 설계개념 평가

․능동 및 피동 잔열제거계통

설계특성 비교평가

․Rankine 및 초임계 CO2 Brayton

Cycle 동력 전환계통 특성평가

- 유체계통 고유개념 도출

․1,200MWe 유체계통 설계인자

설정 및 경제성 평가자료 생산

․PDRC 소듐 고화방지 설계개념

도출

․예비 PSA 평가를 통한 능동

피동 복합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 설정

․보호계통 설계요건 및 발전소

운전 제어전략 설정

유체계통

주요기기

-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

-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

100

- 유체계통 주요기기 설계특성

분석을 통한 전열면적, NPSHR

등 계통설계 평가를 위한 기기

설계자료 생산

- 경제성, 안전성 및 기기 제작성

평가를 통한 주요기기 (PHTS

펌프, IHTS 펌프, 증기발생기,

IHX) 설계요건 설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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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선

진

기

술

개

발

PDRC

성능입증

- PDRC 성능입증

실험요건 설정

- PDRC 성능평가 및

설계개선

-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

구축

100

- PDRC 성능입증 실험요건 설정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요건설정

․주요기기 및 계측제어 장치

설계요건 설정

․실험장치 모형제작

-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및

설계개념 개선

․원자로 풀 열유동 특성분석

전산해석 모델개발

․피동잔열게거 개념 설계 민감도

분석을 통한 PHTS 펌프

Coastdown 유량요건 설정

-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

․시험요건 및 사업관리절차 수립

․1차 기본설계 (예비설계)

․설계 타당성 평가를 위한

Scoping 해석

- 실험장치 기반시설 구축)

․전력공급계통 구축

․소듐 및 저장시설 구축

- 열교환기 (IHX, DHX, AHX)

성능시험 및 계측방법론 개발을

위한 소듐 기기시험루프 설계

및 시방 작성

Na-CO2
경계파손 사고

화학반응 모델

개발

- 화학반응 모델 개발 및

실험요건설정

- 화학반응 모델 검증실험

- Na-CO2 경계파손사고

특성분석 전산모델 검증

100

- Na-CO2 화학반응 모델 및

실험요건 설정

- Na-CO2 화학반응 실험자료

생산

- Na-CO2 화학반응 실험자료를

활용한 전산모델 검증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

- 혁신개념 열교환기

열유동 특성 검증

실험장치 구축

-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및 열유동

해석 방법론 검증실험

100

- CFD 전산해석을 통한 Airfoil

형태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

- 혁신개념 열교환기 열유동 특성

검증 실험장치 구축 및

시편제작

-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검증실험 완료 및 설계개념

검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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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기

반

기

술

개

발

IHX 성능분석 

전산코드 

검증실험

- 검증 실험장치 상사성 

분석 및 실험요건 설정

- 압력손실 평가 

전산코드(ASTEEPL)

-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2DHX)

- 공개된 실험자료를 활용한 수직 

평형류 열전달 및 압력손실 

해석모델 설정

- 수치해석적 기법을 사용한 

경사류 열전달 및 압력손실 

해석을 통한 상관식 개발

- ASTEEPL 및 2DHX 전산코드 

상관식 수정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검증실험

- 상사성 분석 및 

실험요건 설정

-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열전달 실험을 위한 실험요건 

설정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 기본체제 구축

- 2차측 해석모델 구축

-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 전산코드의 안정성, 적용성,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MMS 전산코드를 

기본체제로 구축

- 초임계 CO2 Brayton Cycle을 

적용한 2차측 해석모델 구축

- 계통 성능해석 및 과도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적 제어논리 

해석모듈 구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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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에서는 계통의 경제성과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국내외 액체금속로

설계 특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

로 1000MWth 이상의 대용량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피동 잔열제거 계통 PDRC가 채택된

KALIMER-600 설계개념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신개념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원자로 풀

내부의 정밀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산코드 및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KALIMER-600 기본 설계개념이 제 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참조노

형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기술적 우수성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를 완성하여 KALIMER-600이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본 원자로 노형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계통설계 측면에서 본 단계에서 개발된 신설계 개념의 도입 및 검증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며, 유체계통 전산체제 측면에서는 본 단계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의 검증

및 신개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통 및 기기 특성 분석 코드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바로 다음 단계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대상의 구체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측면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유체계통 고유개념 설정

∙고유개념 설정을 통해 개발된 설계방법론 및 설계인자는 향후 유체계통 선진기술

실용가능성 입증 및 실증로 유체계통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됨.

∙주요기기 설계요건 설정을 통해 개발된 기기 설계 전산코드, 설계방법론 및 기기

생산가능성 조사 결과는 실증로 표준설계 사양설정에 활용됨.

◦선진기술 개발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 건설을 위하여 개발된 실험장치 기본설계요건, 계측제어

계통 설계요건 및 기반시설은 차기단계에서 피동잔열제거 설계개념 입증 실험 및

원자로 계통 IET(Integral Effect Test) 실험장치 건설에 활용됨.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을 통해 개발된 계통 및 기기 설계 및

해석방법론, Na-CO2 화학반응 모델 및 혁신개념 열교환기 설계개념 개발은

차기단계에서 적용성 평가에 활용됨.

◦국내 기반기술 개발

∙중간열교환기 압력손실 및 열전달 분석 전산코드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중간열교환기 성능분석 전산코드는 향후 실증로 중간열교환기 설계개념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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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됨.

∙계통성능분석 전산코드는 향후 실증로 개념설계시 계통 성능평가에 활용됨.

- 경제․사회적 측면

◦계통 및 기기 크기, 개수 등이 최적화된 고유개념 개발을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

비용을 기존 소듐냉각고속로 대비 10%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정됨.

◦초임계 CO2 Brayton Cycle 에너지 전환계통 개발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용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증기 터빈 대신 크기가 1/20이하로 작은 가스터빈을 사용하여 기기 구

매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관련된 건물 공간을 축소시켜 건설비용을 7%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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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고유개념 설정

- 40th TWG-FR 2006

- India PFBR Brochure for R&D items

◦PDRC 실험장치 건설

- CEA2 code, NASA

- Proceedings of ICONE-17 (Belgium), ASME, 2009

- Extended Synopse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st Reactors and Related Fuel

Cycles (FR09), 2009

◦초임계 CO2 Brayton Cycle 개념개발

- Gen IV CD&BOP PMB meeting FY08 deliverables

- Supercritical CO2 Power Cycle Symposium proceeding, RPI, USA, 2009

◦성능해석코드 개발 관련

- IAEA,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AEA Technical Reports

series No 239 (1984)

- IAEA, Fast Reactor Database 2006 Update, IAEA-TECDOC-15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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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기계 핵심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 이상 고온이며, 경제성을 낮추는 중간열전달계통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간계통에 고온 열적 특성이 우수한 FMS(Ferritic-

Martensitic Steel) 재료를 채택하여 원자로 기기와 중간계통의 배치 단순화를 추구한다.

또한 소듐환경에서 원자로구조물 ISI 시간 단축, FMS 소듐 배관에 대한 LBB 적용, 고

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개발이 극복해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를 갖고 있는 것은 경제 산업적 측면에

서 가치가 높다. 또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많은 Gen IV 원

자로가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로 이를 선도적

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용화코드를 수출하

는 것이 가능하다.

-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온구조 건전성 확보 및 소듐 배관에 대한 양단파단 가능성이 없다

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고온 LBB 설계는 유지보수비 절감이라는 이점 뿐 만아니

라 대중 수용성과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SFR 고유 구조개념 도출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경제성 향상 후보구조개념 도출

․경제성향상 원자로기기 개념도출

․경제성향상 IHTS 배관 대형화 개념도출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개념 도출

․경제성 향상 구조개념 설정

․고유 구조개념 3D 형상화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다중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방사각 제어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S/W 개발 및 스캐너 설치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 및 스캐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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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시스템 수중 실증시험 (2mm 해상도)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 기술개발

․고온 LBB 적용 경제성 향상 방안도출

․고온 LBB 시험시설 구축

․FMS 재료 LBB 평가용 탄소성- 크립 균열 해석모델 개발

․고온 LBB 적용 기반시험

․FMS 재료 고온하중영향 균열성장시험

․FMS 재료 고온용접부 균열성장시험

․FMS 재료 고온 LBB 평가 코드(SECA) 개발

-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구축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 (SIE ASME-NH) 개발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 (SIE ASME-NH) 검증

Ⅳ. 연구개발결과
- SFR 고유 구조개념 도출

․상위설계요건으로 1200MWe 용량에 대하여 도출된 후보 개념의 구조 타당성을 평가하

고, 기기 크기를 반영한 원자로용기 내부 기기 배치를 수행하였다. 2루프와 3루프 후

보 구조개념도 생산 및 배관 대형화 개념과 일치하는 하부지지방식 동축배관 구조개념

을 도출하였다.

․신재료 적용으로 루프당 배관길이를 60m 단축으로 경제성향상 IHTS 배관 대형화 개

념을 도출하였다.

․독자개념 SG/펌프 일체형 구조개념 도출, 통합 노내 핵연료교환/검사 장치 통합개념

제시 및 타당성 확인 등으로 경제성향상 원자로기기 개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개념

의 3차원 형상화 모델링을 통하여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를 위한 고온/음향 차폐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를 수행하고, 웨이브가이드 센서 수중성능시험을 통한 다음과 같이 SFR 적용 가능성

확인하였다.

+ 10m 장거리 S/N비 15dB 이상 확보

+ 2mm 표면 손상결함 탐지 성능 검증 및 최대 0.8mm 결함 탐지 가능성 확인

+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스캔 형상화 프로그램 US-Multiview 2.0/3.0 개발

․또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방사각 ±5° 변환 및 경사구조물 탐지성능 시험검증을 수

행하여 Gen IV CD&BOP 국제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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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LBB 평가 기본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SS316 재료의 고온 LBB

평가절차 전산화 코드(SECA-LBB 316) 개발 및 계산 정확성을 1%오차 범위에서 확인

하였다.

․FMS 재료의 고온 LBB 적용 탄소성-크립 균열성장해석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FMS 튜브구조물에 대한 균열 성장시험 (23개 시편) 및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검증

을 수행하였다.

․FMS 판재구조물 고온균열 성장시험 및 고온 LBB 평가 전산코드(SECA-LBB P91)

개발하였다.

-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고온설계평가 전산코드(SIE40 ASME-NH)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

고,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두산중공업)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일반 사용자를 위

한 세부 사용지침서 발간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용자 검증으로 평가 소요시간의 70%이상을 단축하는 것으로 확

인하였고, 고온구조설계 관련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ASME C&S 고온분과 위원회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ASME-NH 고온설계코드 표준개정에 참여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고유 개념개발 결과는 앞으로 수행할 표준설계 인가 및 상세설계 단계의 기계설계에

활용될 것이며, Gen IV 원자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기술은 고온 불투명 소듐환경의 원격 가동중검사(ISI)에 경제적으

로 활용가능하며,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적용 내부구조물 ISI 기술은 국내 고유기술

로 국제적 기술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일본 JOYO

연구로의 원자로 하부에 떨어진 소형 금속 핀의 탐지에 활용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은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제성 및 대중수용성(PA) 향상을 가

져올 곳이며, 고온 LBB 평가 기술은 Gen-IV 고온 원자로의 LBB 설계 및 구조건전성

향상에 활용가능하다.

- 고온구조 설계평가 기술로 개발한 SIE40 ASME-NH 프로그램은 신뢰성 있는 고온 원자

로 고온구조설계에 활용 가능하여 고온구조 설계효율성을 70% 이산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설계평가 기술은 국내 원자력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력 증

진에 활용되고, ASME 고온 분과위원회 참여 및 NRC 현안이슈 능동 대처하는 데에 계

속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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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y for Gen IV SFR Structures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 The coolant temperature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SFR) is higher than 500℃

and there exis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IHTS) which causes lower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a SFR. IHTS is adopted to avoid the potential direct

contact of primary sodium with steam in the case of Steam Generator(SG) tube

failure. As one methodology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it is proposed to use

FMS (Ferritic-Martensitic Steel) material such as Mod.9Cr-1Mo steel with excellent

thermal properties and heat resistant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IHTS piping and

heat exchanger components, which can result in a simplification of IHTS

arrangements and improvement of the SFR economy. In addition, every efforts need

to be made to develop key technologies on In-Service Inspection time reduction for

reactor internals in sodium environments,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LBB to

FMS piping, and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evaluation codes.

- Securing competitive conceptual mechanical design technologies for SFR structures is

invaluable from the viewpoint of economy and industry. Since the Gen-IV SFR

reactor is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evaluation computer program is in the interest of industries.

Domestic technology in this field can be upgraded by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evaluation computer programs, which can enable us

to export the commercialized codes.

- High temperature LBB design, which aims to prove the probability of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DEGB) is extremely low, will contribute to acquiring the high

temperature structural integrity technically and quantitatively. This should contribute

to saving of maintenance cost, defence in depth safety as well as the promotion of a

public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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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SFR inherent structural concept

․Structural concept for key components

․Candidate structural concepts with improved economic efficiency

․Reactor component concepts with improved economic efficiency

․Large bored IHTS piping system with improved economic efficiency

․Integrated concept of in-vessel refueling machine and inspection equipment

․Establishment of structural concepts with economic efficiency

․3-dimensional drawing of inherent structural concepts

- Development of semi-permanent in-service inspection sensor for reactor internals

․Design of multi waveguide sensor assembly

․Development of software and scanner for damage inspection of reactor internals

with manipulation of radiation beam angle

․Development of damage inspection sensor and scanner for reactor internals

․Validation tests in water on ISI sensor system of damage in reactor internals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LBB assess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Improved economic efficiency through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LBB

․Development of elastic-plastic creep analysis model for crack assessment on

FMS material

․Basic tests for high temperature LBB application technology

․Crack growth tests under high temperature loading for FMS material

․High temperature crack growth tests for FMS structure with weldments

․Development of computer code(SECA) for the assessment of high temperature LBB

of FMS material

- Verification of computation code on high temperature design and evaluation

․Development of computer code(SIE ASME-NH) for high temperature design

evaluation according to the ASME-NH code

․Verification of the SIE ASME-NH computation code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Establishment of SFR advanced structural concept

․Structural adequacy for candidate concept based upon the 1200MWe capacity, which

is one of top tier requirements, was evaluated and component arrangements in a

reactor vessel by reflecting component size and interferences among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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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or structures were carried out.

․Candidate 2-loop and 3-loop structural conceptual drawings were prepared and

bottom support type co-axial piping concept was proposed to be harmonized with a

enlarged piping concepts

․Large-bored IHTS piping system with economical efficiency by shortening the

piping length as 60m long was proposed and this was feasible by adopting a new

material of Mod.9Cr-1Mo steel

․Advanced structural concept of integral steam generator and pump, and integral

in-vessel refueling machine and inspection equipment were proposed. Feasibility

study and economic benefit evaluations by proposed integral concepts were

performed and the corresponding 3-dimensional models were prepared.

- Development of in-service inspection sensor for reactor internals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waveguide sensor assembly design for damage

inspection of reactor internals was performed and the applicability to SFR

application was confirmed by performance tests in water.

․S/N of 15dB for 10m long waveguide sensor and inspection resolution of 2mm

surface defect were confirmed. Maximum 0.8mm defect was found to be detectable.

․Scanning program (US-Multiview 2.0/3,0) was developed and registered as

intellectual properties.

․Validation tests for the manipulation capability of radiation beam by ±5° and

inspection capability of inclined objects were performed and al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contributions to Gen-IV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ject.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LBB assess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Basic test facility for high temperature LBB application technology was established

and a computation code (SECA-LBB 316) for the assessment procedure of high

temperature LBB of SS316 materials was developed.

․Elasto-plastic creep crack growth model for FMS material was proposed and crack

growth tests for FMS tubular specimens were conducted.

․High temperature crack behavior tests for FMS wide plate specimen has been

performed and the LBB evaluation computer code (SECA-LBB P91) was developed

for FMS materials.

- Verification of computation code on high temperature design and evaluation

․A unique computation program (SIE40 ASME-NH) for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evaluation was developed and a detailed user manual for general users

was issued. This technology was transferred to the domestic industry.

․It was confirmed to save evaluation time by 70% with using developed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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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IE40 ASME-NH program is recognized by ASME code committee and

contributes to the revision of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code (ASME-NH).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he inherent concept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be applied to the standard design

and detail design stage and will also contribute to enhance the competitive Gen-IV

reactor development.

- The developed damage inspection technology for reactor internals utilizing a

waveguide ultrasonic sensor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remote in-service inspection

of reactor in opaque sodium environment and can compete for the preoccupancy of

international technology. After successful field tests to validate a developed

technology both in water and in sodium environments, this can be applied to find the

lost pins in the JOYO reactor vessel.

- The economy and PA (Public Acceptance) will be enhanced by the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LBB design and evaluation technology and this can be applied to

the LBB design of Gen-IV reactor structures such as a IHTS piping and a RV to

improve a structural integrity and defence in depth safety.

- A SIE40 ASME-NH computation program for high temperature structure design and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a reliable design of high temperature reactor structures

and can improve a design efficiency by 70%. Developed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echnical level of corresponding domestic industries so that they

can make inroads into the world market. This can contribute to a revision of

ASME-NH and can help actions to solve NRC's pending issues for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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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고유개념 설정

- SFR 고유 구조 개념 도출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 신재료 기기 적용성 평가

- 독자개념의 일체형 SG/펌프 및 IHX 기기 개념 형상화
․경제성향상 후보 구조개념

도출

- 2 & 3루프 후보 개념 도출 및

- 신재료 적용 IHTS 루프길이 최소화 개념도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 이상 고온이며,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중간열전달계통이 존

재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간계통에 고온 열적 특성이 우수한 FMS(Ferritic-Martensitic

Steel) 재료를 채택하여 원자로 기기와 중간계통의 배치 단순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소듐환경

에서 원자로구조물의 ISI 신뢰성 향상 및 검사시간의 단축, FMS 재질의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에

대한 LBB 적용,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의 개발 등이 연구․개발 대상 핵심기술이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개념 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모든 Gen IV 원자로가 고온

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기술이전을 원하는 분야로서 이를 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용화코드의 수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온구조 건전성 확보, 소듐 배관에 대해 양단파단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

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고온 LBB 적용 설계는 유지보수비 절감뿐만 아니라 대중 수용

성과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3년(’07.03.01～’10.02.28), 2단계 2년(’10.03.01～ ’12.02.28), 3단계 5년(’12.03.0

1～’17.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구조개념 설정 및 핵심기반기술 개발

2. 1단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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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경제성향상 원자로 기기

개념 도출

- 2 루프 원자로 기기 최적 배치

- 대형 노심 수용 가능한 UIS 설계

․경제성향상 IHTS 배관

대형화 개념 도출

- 대형 IHTS 배관 최소길이 배치개념 도출

- 하부지지방식 동축배관 개념 도출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개념 도출

- 통합 기기 적용 타당성 확인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제작

․경제성향상 구조개념 설정 - 2 루프 배치특성 평가

- 원자로 안전계통 배치개념 도출
․고유 구조개념 3D 형상화 - 대용량 원자로 고유개념 3D 형상화 및 원자로건물 배치

◦선진기술개발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다중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계/제작

- 웨이브가이드 센서 10m 장거리 초음파 신호감도 검증 시험
․방사각 제어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S/W 개발 및 스캐너

설치

- 이중 회전스캐너 설계 및 제작

- 회전스캐너 이송제어 프로그램 개발

- 시제품의 초음파 발사 방사각(±5°) 변환 성능 확인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 및

스캐너 개발

- 이중 스캐너 제어 및 이미지 형상화 US-MultiView S/W 구축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센서시스템 수중 실증시험

(2mm 해상도)

- 중규모 수중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2mm 정밀도 실증 시험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고온 LBB 적용 경제성향상

방안 도출

- 해외 소듐누출 대책 경제성 평가

- 316SS 고온 LBB 평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SECA-LBB 316)

․고온 LBB 시험시설 구축 - 소형 구조물 시험장치 구축 및 구조시편 크립-피로 손상 시험
․FMS 재료 LBB 평가용

탄소성-크립 균열 해석모델 개발

- A16 절차 적용 비교 분석

- FMS 재료 균열성장 모델 개발
․고온 LBB 적용 기반시험 - 튜브 구조시편 시험 23개 DB 확보

․FMS 재료 고온하중영향

균열성장 시험

- CT 시편 FCG, CCG(크립-피로 균열) 시험(550℃)

․FMS 재료 고온 용접부

균열성장 시험

- 중규모 판재 용접부 크립-피로 시험(550℃)

․FMS 재료 고온 LBB

평가코드 (SECA) 개발

- SECA-LBB P91 프로그램 개발

◦기반기술개발

-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 구축

- 전산코드 모듈 설계 보완

- 코드 입력 재료시험 DB 확보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SIE

ASME-NH) 개발

-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 적용 및 피드백 보완

- SIE40 ASME-NH 프로그램 적용절차서 및 사용자 매뉴얼 발간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SIE ASME-NH) 검증

- 재료 DB 모듈 프로그램 개발

- 산업체 벤치마크 문제 적용 세미나 개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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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은 프랑스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과거 20여 년 동안 개발하여 왔으

나 아직 완전히 실용화되지는 못하였고, 고온 초음파센서의 내구성 및 수명 향상, 초음파

신호처리 및 정밀 화상처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VISUS, 일본에서는 도시바와 미쯔비시를 중심으로 매트릭스 초음파센서를 이

용한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과 수평형 USV 장비를 개발하여 MONJU에 적용하는 등 고

온 소듐 내에서 작동하는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지만 소듐

내부에 직접 액침시키는 방법에서는 기술적으로 적용성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LBB 설계평가 기술개발은 프랑스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CEA를 중심으로

고속로 원자로구조물 설계코드인 RCC-MR의 부록 A16으로 LBB 해석 및 결함평가지침

서를 처음 발간하였다. 하지만 2002년판에 수록된 A16도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316 계

열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Mod.9Cr-1Mo강과 같은 FMS강 구조물

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FMS강에 대해서는 현재 CEA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험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JAEA를 중심으로 고속증식로 LBB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에 대

한 고온 균열건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2000년대 초반에 CEA와 비교연구를 수행하였

지만 이를 구체적인 지침서로 발간하지는 않은 상태라 공개된 자료의 입수는 불가한 실

정이다. Mod.9Cr강과 12Cr강과 같은 FMS 강에 대한 고온 균열건전성 평가기술은

JAEA, CRIEPI, JAPC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고속증식로와 VHTR의 원자로 고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를 1995년에 발간하여 수정해오고 있지만, 고온 LBB와

결함평가기술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DOE가 ASME Standard Technology,

LLC (ASME ST-LLC)와 고온에서 운전되는 Gen IV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개

발에 대한 연구 항목 중에서는 고온 LBB 설계 및 결함평가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고온원자로 설계해석코드는 미국의 ASME-NH가 있으나 Gen IV 고온원자로의 설계목

표인 60년 설계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ASME Code & Standards 산하의 고온원자로 분과에서 현안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ORNL을 중심으로 고온 원자로 구조 설계해석 방

법론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온 소듐냉각 원자로 설계해

석 코드인 RCC-MR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영국은 고온 구조건전

성 평가지침으로 사용되는 R5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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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는 199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미래형원자력시스템개발 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150MWe～1200MWe까지의 제 4세대 소듐냉각원자로 개념설계와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다. 개념설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KALIMER-150

과 KALIMER-600 및 1,200 MWe 상용로에 대한 구조개념 개발이다.

◦KALIMER-150은 그림 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0 MWe 발전용량으로 원자로용기

외경이 7.02m이고, 길이가 18.55m이다. 이는 소규모 소듐냉각 고속원자로의 모듈형 개념

으로 가능한 원자로직경을 줄여 공장제작에 의한 제작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설계개념

이다. 원자로건물 전체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평 면진장치를 적용하였다.

KALIMER-600은 중규모 용량으로 그림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0 MWe용량으로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KALIMER-150에 비하여 원자로 출력이 4배 커지고, 노심 출구온

도가 545℃로 증가하였다. 원자로용기 외경이 11.4 m이고, 길이가 18.0m이다.

◦용량격상 설계기술을 활용하여 1,200 MWe 대용량 원자로 개념설계를 하였다. 상용로 설

계 목적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특히 일본의 JSFR과 경

쟁하기 위해 그림 2.2-3과 같이 용량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원자로내부 가동중 검사기술 개발을 위해 고온 소듐 환경의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의 소듐내부 가시화 검사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웨이브

가이드 초음파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수중 환경에서 본 기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 확

인하였다. 본 기술은 고온 환경에서 센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간

단하며 기계적 구동 없이 빔 방사각을 변환시킬 수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일본의 고속증식 실험로인 JOYO에서 발생한 상부구조물 파손사고에 의한 소형 금속파

편 탐지에 본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 LBB 평가기술개발은 316SS 재료에 대한 고온 LBB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 연

구와 고온 환경 균열 개시 및 성장에 대한 파괴해석 기술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배관

에서의 양단파단으로 인한 소듐 대량누출 가상 사고를 배제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확보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고온구조설계해석 기본지침서의 주요 부분을 전산화하는

구조건전성 평가 설계해석코드(SIE ASME-NH)의 초기 버전을 개발하였다. SIE

ASME-NH 베타버전으로 미국 아르곤국립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납냉각고속로의 개념

설계해석에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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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Vault
- 원자로 지지벽 제공
- PSDRS 자연순환 잔열제거
공기유로 제공

◆ 원자로용기
- SS316 재료
- 외경 7.02m, 두께 0.05m 
- 길이 18.55m

◆ IHTS 전자펌프
- 수량 2개
- 전자기 소듐 순환펌프
- 외경 1.4m, 길이 6m

◆ 증기발생기
- 수량 2개
- 헬리컬 코일 튜브집합체
- 외경 2.8m, 높이 15.6m

◆ 중간 열교환기
- 수량 4개
- 침지식 직관형 열교환기
- 외경 1.15m, 길이 6.9m
- 입구온도

실린더 : 530 oC
전열관 : 340 oC

◆ 전자펌프
- 수량 4개
- 침지식 중앙 회귀형
- 외경 1.2m, 길이 7m
- 작동조건

입구온도 : 350 oC
출구온도 : 360 oC

그림 2.2-1 KALIMER-150 원자로 및 기기 설계개념

◆ 잔열제거계통(DHX, AHX)
- 자연순환으로 잔열제거

- 높이 약 10m, 직경 약 1m 

◆ 중간열교환기 (IHX)
-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열교환

하여 증기발생기로 전달

- 높이 약 7.7m, 외경 약 2.0m

◆ 원자로 1차 냉각재펌프

- 원자로에서 가열된 소듐을
순환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중간
열교환기로 전달 및 냉각재 순환

- 유량 약 4.5m3/sec, 길이 15.3m

◆ 증기발생기(SG)
-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중간

열교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아

고온/고압의 증기 생산

- 높이 약 17.6m, 외경 약 4.1m 

◆ 중간계통 순환펌프 (2차)

-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에
열전달용 중간 소듐냉각재를
전자력으로 순환시킴

- 유량 약 3.32m3/sec

 ◆ 원자로 용기(RV)
- 핵연료, 1차 기기, 제어봉 등 포함
- 높이 약 18m, 내경 약 11.4m, 

두께 0.05m, 무게 270톤

그림 2.2-2 KALIMER-600 원자로 및 기기 설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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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1200MWe 상용 고속원자로 및 기기 설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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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개념 설계기술은 국내에서 고속로에 대한 건설/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서 경험한 문제가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료조사

와 사례연구가 이전 연구들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반영한 경제성 향상 주요 기기 구조개념

설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구조개념 설계기술의 수준은 유사하다.

◦고속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 관점에서 냉각재가 불투명한 소듐이라는 것이

단점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일부 가능하게 되

었다. 그러나 경제성 관점에서 검사기기 센서의 사용수명이 짧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

제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및 시스템 검증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가동중 검사기술은 국내 경수로 가동중 검사기술에

독자 특허 응용기술이 접목되어 한 단계 상승하여 국제적으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속로의 원자로용기와 중간열전달계통 (IHTS) 배관에는 소듐이 유동하며, 배관파단에 대비

한 부가장치가 많이 설치할 경우 이는 고속로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FMS 재질인 Mod.9Cr-1Mo강의 경우에 ASME-NH 등의 고온설계코드에는 세부적 비탄성

설계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층 방어 안전개념의 도모

및 유지보수에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고온 LBB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지만, 동 FMS 재료

의 경우 고온 LBB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CEA의 A16에도 평가절차가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LBB 평가기술 관련 FMS 대상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법을 개발

하여 관련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CEA도 동 연구에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Gen IV 원자로는 대부분 수명이 6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ASME-NH 등 구조 설계코드의

물성치는 40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탄성 거동을 하는 고온구조물의 설계해석기술

에는 사용자의 공학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계산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

산절차를 전산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온구조 설계평가 기술은 미국기계학회 고온분

과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기술동향을 접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SIE40 ASME-NH 전산

화코드를 ASME-NH 코드 개정에 활용하여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고온구조 설계평가의 활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 5-8 -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수치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기계핵심 
기반기술

기계구조 
설계기술

국제 수준
-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의 상세설계 및 운전경험을 통한 

경제성 제고 단계
90

국내 수준
- 경수로에 대한 상세설계, 운전경험과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 및 설계변경기술을 확보.
70

고온구조 
해석기술

국제 수준
- 고온구조물에 대한 비탄성 해석 및 대규모 검증시험 

기술을 보유함.(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인도)
90

국내 수준

- 대부분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비탄성거동은 전용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을 수행 중에 

있음.

60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국제 수준

- ASME-NH(미국), RCC-MR(프랑스), R5(영국), DDS

(일본)등 자체 설계평가 코드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온 LBB 설계평가 코드(초판)을 발간한 상태임.

90

국내 수준

- 액체금속로 적용 코드는 없음. 고온구조 손상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LBB 평가 절차개발과 복잡한 건전성 

평가과정의 전산화 기본체제를 구축함.

70

원자로 
내부구조 ISI

기술

국제 수준

- 액침형 센서(영국PFR, 일본MONJU)를 사용하였으나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고, Rod 형 웨이브가이드 (프랑스 

SPX)는 사용기능에 제한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새로운 빔방사각 변환 특성을 지닌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한 상태임. 이 센서는 

장수명으로 상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ISI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실증시험을 진행중에 있음.

75

노심지진 
해석기술

국제 수준
- 일본, 프랑스 등은 액체금속로 노심 지진 특성해석을 위해 

대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함.
90

국내 수준

- 하부지지방식, 고밀도 배열 및 500℃ 이상의 고온 환경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코드개발과 소규모 시험검증연구가 

진행됨.

65

원자로
건물 

면진기술

국제 수준
ㆍ원자력발전소용으로 면진설계지침서를 일본에서 개발하였

고, 3차원 면진장치를 개발하는 수준에 있음.
80

국내 수준

- 국내의 경우 면진설계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면진장치는 축소규모로 설계와 시험이 이루어진 상태임.

3차원 면진장치는 KAERI에서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취득함.

70

< 소듐냉각고속로 국내외 기술수준>



- 5-9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SFR 고유 구조개념 도출

1. 1,200MWe SFR 기기배치도 작성

1,200MWe 소듐냉각 고속로(SFR)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루프 수 최소화, 간결한

내부기기 배치, 통합기기 개발 및 기기대형화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표 3.1-1은 원자로 대용량

설계 가능성, 원자로 구조 및 배관 단순화, 신개념의 설계 적합성 및 고온구조설계 등에 대한 현

안이슈와 설계접근법을 항목별로 기술하였다[3.1-1～2].

1,200MWe 원자로 기기 배치의 후보 개념으로 2-루프 및 3-루프를 설정하였고[3.1-3～4], 후

보 개념들 중에서 경제성향상 개념에 적합한 2-루프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발 노형

으로 선정하고 기기 배치 개념을 도출하였다[3.1-5]. 경제성향상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루프 수

최소화 개념을 구현하고 간결한 내부기기 배치설계를 위해서 2-루프 시스템을 최종 기기배치 개

념으로 선정하였고,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실현성 관점에서 기기 배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림

3.1-1은 원자로용기 내에 일차펌프, IHX, DHX가 각각 4기씩 설치되는 2-루프 시스템의 3차원

형상화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열전달계통은 2-루프로 구성되지

만 노내 기기배치는 4-루프 형식이다[3.1-6].

Design Requirements Issues Design Approaches

- Reactor capacity,

1,200MWe

- Number of loop

(2 or 3)

- Extended concept of KALIMER-600

- Large components (SG, pump, piping)

- Simple system

arrangement

- IHTS piping layout

- Large piping diameter(110cm)

- Evaluation of piping size limit

- Large coaxial piping on reactor head

- Minimization of loop piping length w/

new materials

- High compatibility

with advanced design

- Simple

- Easy to inspection & repair

- Seismic isolation

- Integrated components

- LBB application for RV & IHTS piping

- Innovative ISI w/ access path,

minimum welds

- Elevated temperature,

core exit 545℃ &

72hours at 650℃

- 60 years design life

- Creep deformation

- Improvement of the design and

evaluation technologies

- High temperature material DB

- Stress relaxation design technology

표 3.1-1 구조설계 현안이슈 및 설계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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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루프 시스템 배치 개념도 그림 3.1-2 원자로용기 내부 주요기기 상세배치도

1,200MWe SFR의 원자로 내부 기기 및 구조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3.1-1, 3.1-7].

첫째, 용량 증가에 따라 일차펌프 사용 개수가 2기에서 4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펌프 직

경이 기존 2.64m에서 2.15m로 감소하였지만 중간열교환기(IHX)의 직경이 2.6m로 기존과 동일하

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의 직경은 기존과 동일하게 14.5m로 유지되었다. 프랑스 SPX가 1,240MWe

용량에 원자로용기 직경이 21.05m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기배치 개념은 용량 대비 원자로용기

의 직경을 최소화한 것이다.

둘째, 그림 3.1-2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주요기기 배치 단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기기 고정을 위

한 플랜지 설치를 고려하여 약 50cm의 기기 간격이 확보하였다. 또한 기계식 펌프를 적용하는 일

차펌프의 최대 축 길이가 현재 10m 정도임을 고려할 때 펌프 출구의 수직 위치가 상승하게 되었

고, 이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펌프와 유입실을 연결하는 1차 계통 배관구조물의 길이를

길게 하였다. 그림 3.1-3은 1,200MWe SFR의 각 단면에서의 수직 배치 개념 및 주요 부위에서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3.1-8].

셋째, 원자로용기의 길이는 커버가스 영역의 축소와 유체계통 설계를 통하여 18.0m로 설계하

였다[3.1-9]. 또한 원자로용기 하부의 유입실에 연결되는 배관은 유체계통 의견을 반영하여 내경

이 0.75m, 개수는 펌프당 2개로 설정하였다. 원자로용기 내부의 구역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소듐

부피는 약 2,140톤으로 계산되었다[3.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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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HX-Pump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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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HX - DHX 단면

그림 3.1-3 1200MWe SFR의 단면별 수직 기기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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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는 그림 3.1-3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치 설계에 따른 각 구조물들의 개념설계 치수

및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Components Diameter (m) Height (m) Weight(tons) Materials

Reactor Vessel 14.5/14.4 18 356 SS 316

Containment Vessel 14.95/14.9 18.35 179 2.25Cr-1Mo

Reactor Baffle 14.35/14.3 - 64.5 SS 316

Support Barrel 7.9/7.8 10.05 98.7 SS 316

Inlet Plenum 8.0/7.8 1.25 107 SS 316

Core Support Structure 8.0 ~ 8.3/7.7 0.85 26 SS 316

Upper Internal Structure 4.7/4.65 10.2 67.9 SS 316

Reactor Head 14.95 /7.2 0.5 382 SS 316

Core shield 760/750 4.3 40.6 SS 316

Plates, barrels, core

catcher, inlet pipes, etc
- - 112.7 SS 316

IHX x 4ea 2.6 7.8 160 Mod.9Cr-1Mo

Rotatable plugs(large & small) 7.2 / 5.6 0.5 193.7 SS 316

Primary Sodium Pump x 4ea 2.15 12.0 - -

표 3.1-2 원자로구조물 및 기기의 외형치수 및 사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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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부내부구조물 및 노내 핵연료 교환기 설계 평가

원자로용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하나는 연료교환기 설계개념이다. 원자로 직경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 회전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노심이 큰 경우 검증되지 않은 대형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현안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중 회전플러그를 1200MWe 원자로의 연료

교환기 개념으로 채용하였다[3.1-14].

1200MWe 용량의 큰 노심 및 제어봉 배치 설계에 적합한 노내 핵연료 교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중 회전플러그 및 상부내부구조물의 설계 값을 계산하고 노심집합체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노내 주요기기 및 노심 배치를 고려하여 모든 핵연료 집합체에 7m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 3.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 교환기의 고정팔 길이를 1.1m로 설정하였고,

대형 및 소형 회전플러그 직경을 각각 7.2m, 5.6m로 설정하였다.

대형 및 소형 회전플러그의 중심은 원자로헤드 중심에서 각각 좌/우로 24cm, 40cm 편심시켰

다. 회전플러그 중앙에 위치하는 상부내부구조물(UIS)은 노심 최외각 제어봉의 대각선 거리

4.42m를 수용할 수 있도록 UIS 원통의 직경을 4.7m로 설정하였으나, 핵연료 교환기가 접근할 수

없는 노심 영역이 존재하게 되므로 UIS 하부 원통의 직경을 4.4m로 설정하였다.

그림 3.1-5는 이와 같이 설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상부내부구조물의 설계 개념도 및 핵연

료교환기의 접근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교환기는 노심

핵연료집합체의 전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UIS 하단부 직경이 드라이

버 핵연료의 최외각 대각선 거리인 4.92m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최외각 노심 핵연료집합체 상

단에는 온도 계측 센서를 바로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3.1-15].

그림 3.1-4 노내 핵연료교환기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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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핵연료교환기 접근성평가 결과

그림 3.1-6은 1200MWe 용량의 노심에 적용할 핵연료교환기 및 UIS의설계 개념을 3차원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림 3.1-6 노내 핵연료 교환기 및 UIS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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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HTS 단순화 개념 도출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IHTS 루프 수를 최소화함에 따라 대형 배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대

형 배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Mod.9Cr-1Mo강으로 배관 재료를 교체하고, 고온 배관과 저온

배관의 높이차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루프당 배관 길이를 경쟁노형(JSFR) 대비 60m 단축하는

설계 개념을 도출하여 구조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배관 대형화 개념을 수용하는 하부지지방

식 IHX 동축배관 구조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림 3.1-7은 경제성향상을 위한 2-루프 IHTS의 기

기배치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7 2-루프 IHTS 기기배치 평면도

가. 2-루프 중간계통 배관배치 개념 평가

경제성향상을 위해 채택한 2-루프형 IHTS에는 중간열교환기가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반면, 2차 소듐 순환펌프 및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용기 밖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2-루프형 IHTS

배치 개념[3.1-16]에 대한 몇 가지 극복사항이 있다. 첫째는 대구경 배관의 제작성이고, 둘째는 지

진하중과 고온 열팽창에 따른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배관 배치가 필요하다.

SG는 전열관의 형상에 따라 직관형, 나선형이 검토되고, 이와 더불어 단일벽 및 이중벽 전열

관 개념도 동시에 검토되어 소듐-물 반응을 줄이기 위한 이중벽전열관이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

하였다. 이로부터 최종 설정된 증기발생기는 제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관형 이중벽 전열관

SG이다. 2-루프 시스템에 적용하는 직관형 SG의 기기 크기는 직경이 2.4m, 높이는 37.4m로 설

정되었는데, 여기서 전열관의 길이는 28.3m이다. 이러한 증기발생기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체 계통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설정하였다[3.1-17～18].

- SG - IHX 전열관 중심간 수직 높이 차 : 20m 이상

- 고온관 최저점과 저온관 최고점 높이 차 : 2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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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IHTS 배치 요건 및 배치 개념도

즉, 원자로 정지 직후 IHTS를 통해 10%의 자연순환 유량 확보를 위해 IHX와 SG의 열중심

거리는 20m 이상, SG 전열관 파손 시 소듐-물 반응물의 IHX 유입 방지를 위해 저온관 상단과

고온관 수평부 하단의 높이차는 21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HTS 순환펌프 후보개념

으로는 소듐 밀봉 성능이 우수하고 진동이 작은 밀봉모터펌프(canned motor pump)와 일반 모터

기계식펌프(mechanical pump)를 고려하였다. 현재까지 SFR에는 밀봉모터펌프를 적용한 사례가

없지만 AP1000 경수로 원자로에 적용을 진행하고 있는 등 미래기술로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개념설계에서 밀봉모터펌프를 우선 적용하였다. 그림 3.1-8은 설정된 기기 개념을 적용하여

배치 요건을 만족하도록 배치 설계한 IHTS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3.1-19]. 이때의 배관 길이는

루프당 약 165m이다.

고온 배관은 대구경이면서 단일 배관의 길이가 약 40m에 이르기 때문에 배관 및 냉각재의 무

게를 지지하기 위하여 4부분에 수직 지지물 설치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온 배관은 내경

이 0.8m, 두께가 1.1cm로 설정하였으며, 재질은 열팽창이 작아 배관팽창에 의한 노즐하중을 줄여

주는 Mod.9Cr-1Mo로 설정하였다.

배관 및 냉각재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하여 수직 지지물 설치를 고려한 경우에 응력 제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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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저온 배관은 직경이 1.1m로 비교적 크게 설정되었지만

운전온도가 낮고 열팽창이 작아서 응력 값이 고온배관에 비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valuation Items
Section-1 Section-2

Cal. Limit Cal. Limit

Primary
stress
limits

Membrane 21.6 91.8 19.5 91.8

Membrane +

Bending
35.0 201.3 29.8 201.3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0.242 0.495 0.52 0.495

Creep ratchet 0.044 1.0 0.018 1.0

Creep-
Fatigue
damage

Fatigue damage 0.11e-4 0.07 0.13e-4 0.007

Creep damage 0.30 0.99 0.929 0.999

그림 3.1-9 고온 배관의 일차응력 분포도 및 설계 평가 결과

그림 3.1-9는 자체 개발한 고온구조 설계평가 전산코드인 SIE ASME-NH[3.1-20]를 활용하여

IHTS 고온배관의 주요 취약부에 대한 설계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정된 두 부분은 제한

치를 만족하였으나 설계 여유도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IHTS가 설치되는 원자로건물 공간을 현

재보다 크게 설정하여 배관 및 기기들을 배치하면 설계 여유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1].

그리고 저온 배관은 운전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팽창이 작을 뿐만 아니라 역U자형 배관이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함으로써 대구경 저온 배관에는 최대 열응력이 약 30MPa로 나타났다. 저온

배관에 대한 상세 설계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30℃에서Mod.9Cr-1Mo 강의  값이

190MPa임을 고려하면 그림 3.1-8의 배치 개념은 설계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경제성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IHTS 배관 길이를 단축하고 루프수를 최소화함에 따라 저온

관에 Tee 분기 구조물 적용이 불가피하였다. 저온 배관을 연결하는 Tee 분기 구조물 역시 정상

운전 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응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IHX로의 균등 유량 분배도

유체계통 검토의견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유체 계통에서는 일차계통 소듐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IHTS 소듐을 공기

로 냉각하는 IRACS(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림

3.1-10은 IHTS에 IRACS를 연결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ACS 배

관을 IHTS의 증기발생기 및 순환펌프에 연결함으로써 Tee 구조물 및 배관 용접부를 최소화하였

다[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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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IHTS 및 IRACS 연결 개념도

나. 중간계통 SG/펌프 일체형 개념

SFR 개발에 있어서 증기발생기와 이차펌프를 연결하는 배관을 제거하는 단순화 설계는 높은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본 설계와 다른 선택형 대안개념

으로 배관 단순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개념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중의 일안으로 SG/펌프 일체

형 기기를 사용하는 개념이 제안되었다[3.1-23～24].

SKIRT 

SUPPORT

MAIN STEAM 

PIPE

FEED LINE

CMP

Hot Leg

Cold Leg

Tube

SKIRT 

SUPPORT

MAIN STEAM 

PIPE

FEED LINE

CMP

Hot Leg

Cold Leg

Tube

S/G

(Bottom View)

Pump PumpFL

Discharge hole

S/G

(Bottom View)

Pump PumpFL

Discharge hole

그림 3.1-11 SG/펌프 일체형 기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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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SG/펌프 기기 개념은 그림 3.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펌프로부터의 소듐냉각재 누출

가능성을 완전 배제시킨 밀봉모터펌프(Canned Motor Pump, CMP)를 증기발생기 하단에 도입하

는 개념이다. 이러한 일체형 기기를 SFR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200MWe 급의 상용화 원전에 적

용 가능한 대형 CMP의 개발과 수평배치 개념인 IHTS 배관계통에 적합한 중간열교환기의 개발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일체형 SG/펌프 기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풀형 원자로에 적합한 IHX 기기 개념이 필요

하다. 그림 3.1-12는 PRISM 원자로에 채용한 kidney형과 유사한 IHX에 대한 설계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개념에서 원자로내부의 고온 일차소듐은 그림 3.1-12에 나타난 IHX의 상단 슬롯을 통

해 유입되어 직관형 튜브내의 중간계통소듐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한다.

Cold Leg Cold LegHot Leg

Hot Primary 
Coolant

Lower Chamber

Upper Chamber

Tube

Discharge 
Nozzle

Cold Leg Cold LegHot Leg

Hot Primary 
Coolant

Lower Chamber

Upper Chamber

Tube

Discharge 
Nozzle

그림 3.1-12 Kidney형 IHX 개념도

2개의 IHTS 저온배관에서 유입된 중간계통소듐은 IHX 내부의 직관 원통을 따라 하부 공동에

모인 다음 튜브시트를 통해 균일하게 직관튜브내로 분배되어 일차소듐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흐

르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고온 중간계통소듐은 IHX의 상단 공동에 모여 하나의 중간계통 고

온배관노즐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이송된다.

그림 3.1-13은 kidney 형 중간열교환기를 사용한 원자로내부구조 배치 개념과 중간계통 배관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중간계통 배관 루프는 완만한 곡관을

갖는 2개의 저온 배관과 1개의 고온 직관으로 구성되어 배관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경제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은 선택적 개념으로 원자로 구조배치와 제작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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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Kidney형 IHX를 사용한 원자로내부 기기배치 개념도

다. 중간계통 배관 현안 이슈

IHTS 배관계통에서 고온관의 내경 및 두께는 각각 0.8m, 11.1mm, SG의 쉘 두께는 30mm이

며, 재료는 모두 Mod.9Cr-1Mo강이다. 이 계통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는 중간열교환기

(IHX) 출구에 있는 동축배관, 기기(IHX, SG)들과 연결되는 배관 노즐부 및 밸브 설치부로 판단

된다.

이 중에서 우선 대형 동축 배관의 취약부는 그림 3.1-14(a)에서 보인 바와 같이 A) 배관 열팽

창 하중을 지지하는 배관연결부, B) 기기 하중에 따른 지지구조물, C)동축 배관 열팽창에 의한 원

자로헤드와의 접합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25].

KALIMER-600

고온소듐
안내원통

(A)

(B)

(C)

단열제

배관열팽창 및 외부하중
2.5배 증가

온도차
증가

배관/원자로헤드
접합부 열팽창증가

(a) 동축배관 개념도 (b) 하부 지지방식 개선형상

그림 3.1-14 대구경 동축 배관 초기 개념 및 개선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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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물의 축방향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으로 원자로헤드 접합부에 나타나는 취약성은 동

축배관과 원자로헤드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다. IHTS 배관

의 열팽창 하중은 동축 구조물 자체의 형상으로는 흡수할 수 있는 하중이 매우 작다. 따라서

IHTS 배관과 연결되는 동축 배관 접합부는 배관 열팽창을 지지할 수 있으면서 제작이 간편한 그

림 3.1-14(b)에 나타낸 Y-형 구조로 설정하였다[3.1-26～27].

다른 구조 취약부인 노즐 부위에 대한 평가는 지지하중과 열하중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계

산하고, 전달하중에 대한 노즐부 건전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진하중에 대한 자세한

입력하중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열 하중에 대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열 하중에 있어서 배관 지

지점은 열팽창을 구속하는 변위구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림 3.1-15와 같은 노즐형상 모델 및 built-in 형상 모델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Mises 응력은 노즐형상 모델에서는 47.7MPa, built-in 모델에서는 56.3MPa로 비교적 작게 나타

났고, 수직방향 최대 변형률()은 노즐 모델에서 0.006%, built-in 모델에서는 0.022%로 계산되

었다. 정상상태 하중 하에서 built-in 모델은 노즐 모델에 비해 세 배 이상 크게 계산되어 노즐 형

상을 상세하게 모델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구조인 SG 노즐 접합부에 대해 운전과

도조건을 고려한 크립-피로 손상평가와 고온 파단전누설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채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격납벽 통과 배관의 내외부에는

격납차단 밸브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IRACS 배치 설계에 있어서 유동전환 밸브 최소 1개를 대구

경(직경 1.1m) 배관에 설치해야 한다.

Fx

Fy Fz

Mx

My
Mz

Fx

Fy Fz

Mx

My
Mz

그림 3.1-15 IHTS 배관-SG 연결 노즐 및 시스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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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성 향상 중간계통 배관 구조개념 도출

SFR에는 일차소듐 누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열전달계통 (IHTS)를

도입하였다. KALIMER-150 및 KALIMER-600 원자로는 IHTS 순환펌프로 전자식 펌프를 적용

하였다. 단지 KALIMER-600에서는 KALIMER-150과 달리 고온관의 분기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하였다[3.1-28～29].

이에 따라 두 계통의 중간 계통 배관길이는 고온관 증가에 따라 차이와 기기 크기에 따른 배

치특성이 반영되어 KALIMER-150은 루프당 96.5m, KALIMER-600은 루프당 120m 정도의 배관

길이를 나타내었다.

1200MWe 상용로의 경우 중간계통에 전자펌프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기계식 펌프를 채용하였

다. 그림 3.1-16은 용량별 SFR 원자로에 대한 IHTS 배관 배치 3D 개념도를 나타낸다. 현재 도출

된 후보 노형에는 IHTS 계통의 SG 전열관 파손 시 소듐-물 반응물의 IHX 유입 방지 역U형 배

관, 잔열제거계통(PDRC), SG 이중벽전열관, IRACS 계통 등 다중의 소듐 누출 방호 및 안전 계

통을 적용함에 따라 소듐배관이 더욱 길어져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a) KALIMER-150 (b) KALIMER-600 (c) 1200MWe 원자로

그림 3.1-16 중간계통 배관 및 기기배치 3D 개념도

유체 계통에서는 증기발생기 이중벽 튜브를 사용할 경우 SG 전열관 파손시 1차 튜브에서 저

지되기 때문에 소듐-물 반응물의 IHX 유입 가능성이 적어 배관 배치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

라 역U자형 저온관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배관길이를 루프당 130m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16(c)는 이를 고려한 1200MWe 대용량 원자로의 2-루프 IHTS 배치 개념을 나타

낸 것이다[3.1-30]. 표 3.1-3은 IHTS 펌프 종류 및 SG 전열관의 설계조건에 따라 배관배치 설계

의 루프당 배관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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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S 배관 대형화 개념 도출 경제성 관점 효과

2-루프 IHTS 배관 

배치 개념

기계식 펌프 - 루프당 IHTS 배관 길이 190m

Canned 펌프 - 루프당 IHTS 배관 길이 165m로 단축

이중튜브 적용에 따른 

배관 요건 완화
- 루프당 IHTS 배관 길이 130m로 단축

SG/펌프 일체형 IHTS 배관배치 개념 

(선택형)

- 이차펌프-SG 연결 흡입관 제거

- 루프당 IHTS 배관 길이 60m로 단축 가능

표 3.1-3. IHTS 배관 대형화 개념에 대한 경제성 향상 효과

이와 같은 도출된 IHTS 및 IRACS 배치 개념으로부터 1200MWe 대용량 원자로를 구성하는

계통들의 배치 개념도를 그림 3.1-17에 나타내었다[3.1-31].

그림 3.1-17 1200MWe 원자로 계통 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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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d.9Cr-1Mo강의 기기 제작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SFR IHTS에 Mod.9Cr- 1Mo 강을 사용함으

로써 계통 간결화를 이루어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FR 배관과 기기 구조물

에 대한 제작성 및 적용성을 조사하였는데, 표 3.1-4는 이를 요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8 원자로 주요 구조물 재료 및 특성

적용 기기 극복 사항 적용성 여부

열교환기(IHX,SG 쉘)
- 쉘 두께 50mm 제작성

- SG double walled tube

- 두께 300mm 가능

- 기술개발 필요

배관(IHTS)
- 외경 1.1m, 두께 12.7mm forged 배관,

seamless 배관 제작성
- 외경 1.5m, 두께 250mm 사용 가능

대형 엘보우(IHTS) - 제작사의 제작성 - 사용 가능

용접 및 열처리 - Type IV cracking
- 근본적 해결안은 아니지만 용접과 

열처리로 완화 가능

표 3.1-4 주요기기에 대한 Mod.9Cr-1Mo 강의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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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9Cr-1Mo 강은 600℃ 환경에서 10만 시간 크립 강도가 94MPa에 도달할 정도로 고온 강

도가 우수한 고온 재료로써 1980년대부터 유럽과 일본에서 화력발전소와 화학 공장의 고온 구조

물에 많이 적용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을 위주로 많은 산업체에서 사용경험을 축적하였

다. Mod.9Cr-1Mo강은 ASME Code Sec.III Subsection NH에 2004년에 처음 수록되었으나 아직

까지 건설된 원전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인도가 최근 건설 중인 PFBR의 증기발생기 재료로 사

용하고 있지만 대형 배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일본과 한국이 개발 중인 SFR의 IHTS 배

관에 적용하고 있다.

Mod.9Cr-1Mo강의 관 및 판재 형태 제작성을 살펴보았다. 관 형태로는 두께 100mm, 직경

600mm까지의 크기가 주로 사용되었고 튜브 형태로는 직경 10mm 전후의 크기가 많이 사용되었

다. 판재의 경우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균일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

문에 현재에는 두께 300mm의 후판을 제작 한계로 보고 있다.

이음매 없는 관의 제작은 외경 1.5m, 두께 250mm까지 상용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최대 배관 직경 1.1m와 두께 12.7mm의 배관의 경우 이음매 없는 관의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 엘보우는 상세 설계도면에 따라 유연성은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엘보우와 티 및 플랜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9Cr-1Mo 강의 용

접과 열처리는 기술의 발달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용접시 발생하는 Type IV

cracking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Mod.9Cr-1Mo강을 SFR 고온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열교환기와 대형 배관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원자로기기 개념 적용에 따른 경제성

향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3.1-1].

원자로기기 개념 도출 경제성 관점 효과

원자로 내부기기 배치 최적화 - RV 직경이 SPX(1,242MWe) 대비 70% 수준

SG/펌프 일체형 원자로기기 개념

(Optional design)

- 노내 kidney형 IHX를 2개로 축소, RV직경 축소

- Canned 펌프 적용으로 유지보수성 향상

Mod.9Cr-1Mo강 제작성 분석

- 루프수 축소(대형 배관 적용으로 2-루프 가능)

- 열교환기 크기 축소 (전열관 면적 축소)

- IHTS 배관 길이를 40m 단축(stainless강 적용 대비)

표 3.1-5 원자로기기 개념에 대한 경제성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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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내 핵연료 교환기 및 ISI 통합기기 개념 도출

원자로 기기 및 유지보수 분야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핵연료 교환기와 원자로 내부

검사장치의 기능을 일체화한 통합 기기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미국 특허로 출원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개념화된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 장치는 제작 및 유지보수 분야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연료 교환 기능과 노심 변형 초음파검사 기능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도출한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 장치의 작동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통합기기의 3차원 형상화 작업과 작동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영

상을 제작하였다.

통합 기기는 핵연료 교환 장치와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와 변형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송 경로

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그림 3.1-19는 노내 구조물과 통합기기와의 간섭 여부

와 도출된 통합기기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3.1-32].

그림 3.1-19 통합기기 개념도 및 3차원 시뮬레이션

그림 3.1-20은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장치에 장착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노

심 상부 치수측정과 초음파를 이용한 연료교환기 이동경로 상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개념도이다.

동영상 제작을 위한 그래픽 작업은 3D MAX를 사용하였다. 핵연료 교환 장치의 3차원 형상을 기

본으로 그림 3.1-21과 같이 쉐이딩 및 매핑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구동을 위

해 와이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노내 핵연료 교환기의 구동 중심축, 유니버설조인트 및 그리퍼의

작동과정을 연결하였다.

동영상은 원자로용기 외부의 연료이송 개념, 원자로용기 내부의 노심집합체 교환 개념, 노내

구조물 변형 검사 개념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노내 구조물과 통합기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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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도출된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3.1-33].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 장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경제성향상 효과로는 기기

통합에 따른 기기 단순화와 핵연료 교환 및 원자로내부 검사기간을 2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1-20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 장치 개념도

그림 3.1-21 핵연료 재장전계통의 3차원 구현을 위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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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건물 면진 개념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건물은 국내 가압경수로 건물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로 원자

로건물 하단에는 지진하중이 원자로 건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수평 면진시스템이 적용된

다. 둘째로 격납개념으로 원자로용기를 감싸는 하부격납용기와 원자로헤드 상부 사각형 건물의

일부를 격납경계로 하는 중, 소형 격납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셋째로 원자로 잔열제거 개념으로

공기의 자연대류를 이용한 안전계통을 채용하여 여러 개의 공기배출 굴뚝이 필요하다[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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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ALIMER-150 원자로건물 면진 개념도

 
400 cm

63 cm

120 cm

95 cm 210 cm

120 cm

150 cm

(b) 면진베어링 설치 개념도

그림 3.1-22 KALIMER-150 원자로건물 및 면진베어링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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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건물 설계

KALIMER-150 원자로 건물의 크기는 그림 3.1-22와 같이 길이 52m, 폭 39m, 높이 55m로 개

념설계 되었다. 원자로건물은 면진설계 되었으며, 면진층과 비면진층 사이의 간격은 1.2m를 유지

하였고, 면진베어링은 174개를 배치하였다. 이들 면진베어링은 주로 수직 벽 하부에 위치한다.

600MWe 용량의 KALIMER-600 원자로 건물의 크기는 KALIMER-150에 비하여 15% 평면

적 축소를 하여 길이 49m, 폭 36m, 높이 58m가 되었고, 면진베어링은 164개를 배치하였다. 이 건

물에는 PDRC 계통 배관배치, 피동 원자로격실 냉각계통(Passive Reactor Vault Cooling

System) 적용, 핵연료 이송로 단순화 개념 등을 추가하였다. 0.3g 설계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응답

해석결과 면진장치의 변형량은 6cm로 나타나 크지 않았으며, 면진에 의하여 원자로 건물이 강체

운동을 하여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00MWe 용량으로 설계되는 상용 원자로건물의 크기는 NSSS 주기기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길이 52.5m, 폭이 42.3m, 높이가 58.8m로 KALIEMR-600보다 면적은 26%, 부피는 37% 증가하였

다. 또한 KALIMER-150 용으로 설계된 원자로건물을 발전 용량이 8배 증가된 1200MWe 상용

원자로에 약간 커진 크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량효과에 의한 부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3은 NSSS가 설치된 KALIMER-600 원자로건물과 1200MWe 상용

원자로건물의 3차원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a) KALIMER-600 (b) 1200MWe 상용로

그림 3.1-23 원자로건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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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은 각 원자로 용량에 따른 원자로건물의 크기와 원자로건물에 설치되는 면진베어링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상용 원자로건물 면진에 사용한 면진베어링의 개수는 KALIMER-600과

비교하여 188개로 증가하였다[3.1-34～35].

KALIMER-150 KALIMER-600 1200MWe 상용로

원자로건물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52m x 39m x 55m 49m x 36m x 58m 52.5m x 42.3m x 58.8m

원자로건물 설치

면진베어링 개수
174 164 188

표 3.1-6. 원자로용량에 따른 원자로건물 크기 및 면진베어링 개수

나. 핵연료건물 설계

원자로건물과는 별도로 KALIMER-600 이후의 설계에서는 핵연료 이송, 저장 및 취급계통 건

물도 동일한 면진개념을 도입하였다. 두 건물 사이의 연결은 고정식이 아닌 유연한 연결 구조물

을 설치하여 지진에 의한 상대 변위가 흡수되도록 하였다.

그림 3.1-24는 KALIMER-150의 연료취급계통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25는 KALIMER-

600 및 1200MWe 상용로의 핵연료취급 및 저장계통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로건물과 연료 취급/

저장 건물 사이의 연료이동은 방사선 차폐기능을 가진 캐스크 수송용기가 수행하며, 한 번에 노

심집합체 6개씩 담아서 수송한다[3.1-34～35].

그림 3.1-24 KALIMER-150 핵연료 이동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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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KALIMER-600 핵연료 이동계통

다. 원자로 격납경계 설정

KALIMER-150의 격납은 원자로용기를 15cm 간격을 유지하면서 감싸는 하부격납용기와 상

부 원자로헤드를 덮는 돔형식의 2.25Cr-1Mo 금속으로 제작된 소형 격납이다[3.1-34].

KALIMER-600으로 용량이 격상되면서 그림 3.1-26과 같이 원자로용기를 감싸는 하부격납 개

념은 동일한 반면, 상부 격납체적이 작은 금속 돔형식 개념을 포기하고 원자로헤드 상단에 위치

한 원자로건물 일부를 벽 안쪽에 라이너를 부착하여 격납 공간으로 확장하는 콘크리트 격납개념

을 채택하였다.

1200MWe 상용 원자로의 격납 개념도 KALIMER-600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설계하였다. 단

지 하부 격납공간을 만드는 격납용기와 원자로용기와의 환형공간 간격을 20cm로 증가하여 가동

중검사 접근성을 쉽게 하였다. 표 3.1-7은 원자로 용량에 따른 격납 개념 및 체적을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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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

Crane

그림 3.1-26 KALIMER-600 및 1200MWe 상용 원자로 격납개념

KALIMER-150 KALIMER-600 1200MWe 상용로

격납개념 소형, 금속격납
중형, 하부 금속격납,

상부 콘크리트격납

중형, 하부 금속격납,

상부 콘크리트격납

격납 체적

(㎥)

하부 상부 하부 상부 하부 상부

66.9 1,050 102.4 15,000 181 18,000

표 3.1-7 원자로 용량에 따른 격납 개념 및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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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소듐 냉각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접 육안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

한 소듐의 불투명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초기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소

듐내부 가시화(Under-Sodium Viewing: USV) 기법 및 센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3.2-1～8]. 소듐냉각고속로의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 들은 ASME Sec. XI, Div. 3의 가동중

검사 규정에 의하여 주기적인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2-5].

소듐내부 가시화 기술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 뿐만 아니라 핵연료 교환공정에서

핵연료 어셈블리 위치 확인, 핵연료 이송경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탐지, 노심변형 관찰 등에 적

용되기 때문에 소듐내부 가시화 센서 개발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

로 개발해야 할 핵심 요소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 소듐내부가시화와 가동중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반영구 웨이

브가이드 센서와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을 개발한다. 소듐내부 가시화와 가동중검사에 적

용할 수 있는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을 설계 제작한다. 초음파 탐촉자의 입사파 주파수를 변조

하여 초음파 빔의 방사각을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원천 기술을 근거로 이를 실용화하는 연

구를 수행하며 제작된 길이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의 수중 실증시험을 통해 그 적용 가능

성을 검증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이중회전 플러그를 모사한 이중회전 스캐너를 제작하고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모듈 설계, 제작 및 해석

가. 웨이브가이드 센서 특성

(1) 웨이브가이드 센서

소듐내부 가시화 초음파센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초음파 센서를 고온 소

듐 내에 직접 액침시켜 수행하는 소듐액침 센서 방식과 원자로용기 헤드 외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봉형(rod-type) 웨이브가이드 센서 방

식이다 [3.2-2～6] 소듐내부 가시화 센서 개발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소듐냉각 고속로에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기술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소듐액침 센서

는 영상 가시화 감도가 양호하지만 고온 환경에서 작동 수명의 제한과 성능 유지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봉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고온 소듐에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장시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 주사 및 스캐닝 등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기계적 구동에 대

한 제한이 있다.

최근에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온 고방사능 소듐 환경에서 사용 수명에 제약 없이 원자로 노심

과 내부구조물의 손상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판형(plate-type)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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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10～11]. 개발된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얇고 긴 스테인리스강 판을 따라 전파하고 인접

액체 소듐으로 전파하는 누설 판파를 이용하여 소듐 내부 가시화검사를 수행하는 초음파센서이

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상용 초음파 탐촉자를 원자로 외부에 설치하고 판 웨이브가이드를 이용

하므로 고온 고방사능의 소듐 환경에 반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초음파 탐촉자의 입사파 주

파수를 변조하여 초음파 빔의 방사각을 변환할 수 있어 기존의 봉형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3.2-1은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과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하여 소듐냉

각고속로의 노심과 내부구조물을 원격으로 검사하는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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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과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적용 개념도

(2)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판파 전파 특성과 분산곡선

판 웨이브가이드의 끝단에 사각 입사된 초음파는 판파(Lamb wave)로 전파된다 [3.2-12～13].

판파는 전파모드가 다양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dispersive)

특성이 있다. 판파는 변위 분포에 따라 대칭형(symmetric) 모드와 반대칭형(antisymmetric) 모드

로 분류된다.

대칭모드(S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판 두

께에 대한 입자의 평균 변위는 주로 축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종파(extensional) 모드라고도 한다.

반면에 반대칭 모드(A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반대칭인 분포를 가

지며 입자의 평균 변위가 주로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굽힘(flexural) 모드라고도 한다. 판의

평면경계에서 응력이 0이어야 한다는 경계조건으로부터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에 대한 판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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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속도를 구할 수 있는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

드의 특성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3.2-14].

tan 
tan 

   


, tan 
tan 




   
(3.2-1)

여기서,     이고    이며 k는 파수(wave number), 아래첨자 L과 T는 각각 종

파와 횡파를 의미하며 h는 판 두께의 반이다.

탄성체의 표면이 액체와 접하고 있으면 판에서의 위상 속도가 액체보다 큰 경우, 에너지는 액

체 속으로 누설되며 이때의 판파를 누설 판파(Leaky Lamb wave)라고 한다. 파수 벡터 는 다음

과 같이 복소수이다.

  (3.2-2)

변위는

  (3.2-3)

이고, 복소수 파수를 대입하면


 (3.2-4)

와 같은 식이 되며 는 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항이 된다.

물속에 있는 SS304 판의 경우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수치해석법으로 계산하면 위상

속도 분산곡선을 구할 수 있다. 초음파 에너지의 전파속도는 군속도(Cg)로 나타내어진다. 군속도

는 실제검사에서 시간영역의 초음파 모드 확인과 반사파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

속도는 위상속도의 주파수에 대한 미분으로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3.2-5)

또한, 액체 내부로의 전파 에너지 누설로 인한 감쇠분산 곡선을 구할 수 있다. DISPERSE 프

로그램[3.2-15]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SS304 판의 위상속도와 군속도 및 감쇠의 분산선도를 계

산하여 그 결과를 그림 3.2-2에 나타 내었다. 물속에 있는 SS304 판에서의 판파의 위상속도와 군

속도는 공기 중에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단지 판에 인접한 물속에서

물의 종파속도로 전파하는 Scholte wave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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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물 속에 있는 304SS 판의 위상속도와 군속도 및 감쇠 분산특성 곡선

(3) 누설 판파 모드변환 및 빔 방출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제0차 반대칭(A0) 판파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림 3.2-2의 감쇠 분

산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2 이하인 저주파수 영역에서 판파의 여러 모드 중에 제0차 반

대칭() 모드가 가장 감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0 모드는 입자변위가 판의 두께

방향인 굽힘 모드로서 입자변위의 두께방향 수직성분이 커서 판이 유체와 접촉할 경우 종파모드

로 변환되는 효율이 좋은 누설 판파 (leaky Lamb wave) 모드이다. 그림 3.2-3은 웨이브가이드센

서에서 전파되는 누설 판파의 빔 방출 개념도를 보여준다. 웨이브가이드가 액체 내에 잠기면 웨

이브가이드 내를 전파하던 판파가 모드변환에 의하여 액체내의 종파로 방출되며 이때의 종파 빔

은 Snell의 법칙을 따라 다음의 방사각으로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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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3.2-6)

여기서 은 액체내의 종파속도(물인 경우 상온에서 1480m/s, 소듐인 경우 200℃에서 2450m/s)

이고 는 웨이브가이드에서 전파되는 판파의 위상속도이다.

액체 내로 전파된 종파가 반사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 방사각도로 다시 입사하게 되면 판

파가 웨이브가이드에서 발생하게 되고 초음파 탐촉자가 이 판파를 탐지하여 반사 신호를 감지하

게 된다. 이러한 모드의 변환과정을 거쳐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송수신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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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모드변환과 누설 판파 전파

(4) 빔 방사각 변환 방법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고온 소듐에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의 방사각 조정 및 스캐닝 제한 등 그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은 A0 모드의 분산성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A0 모드는 그림 3.2-4에서와 같이 판의 두께

와 입사주파수의 곱 fd가 3.5 이상 영역은 위상 속도가 일정한 비분산 영역이고 3.5 이하는 분산

영역으로 위상속도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fd가 3.5 이하인 분산 영

역에서는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가 되므로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빔 방사각(θ)이 다음 식과

같이 주파수의 함수로 변화한다.

   
  (3.2-7)

fd가 3.5 이하 영역의 주파수 범위에서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조정하면 A0 판파의 위상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초음파 빔 방사각도(θ)가 변화하게 되며 초음파 빔의 방향을 주파수 튜닝으로 변

환 조정할 수 있다. 초음파 발진 펄스는 tone burst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협대역 주파수 밴드에서

A0 모드의 특정 위상속도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판파를 발진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초음파

웨지 재료로 사용되는 acrylic resin 또는 methyl methacrylate와 같은 폴리머 재료의 종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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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는 2700m/s 이므로 그림 3.2-4와 A0 판파의 위상속도가 2700m/s 이하인 fd가 2.4 이하의 분

산 영역에서는 기존의 고체 웨지로는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고체 웨지 대신에 액체 웨지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fd가 2.4

이하인 영역에서는 물(VL =1480m/s)이나 글리세린(VL = 1920m/s)과 같은 액체 웨지를 사용함

으로써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3.2-5에서와 같이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은 물에서는

fd가 0.5에서 3.5이고 소듐에서는 fd가 1.5에서 3.5 정도이다.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에서 입사펄

스 주파수 변조에 따른 물과 소듐 내에서 A0 모드의 빔 방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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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0 모드의 분산 및 비분산 영역

그림 3.2-5 A0 모드의 위상속도(Cp)와 군속도(Cg) 분산곡선 및 물과 소듐에서의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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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구조 설계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원자로 내부손상검사를 위한 반영구 센서로서 본 연구에서 실제 소듐냉

각고속로에 적용 가능한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3.2-6은 웨이브

가이드 센서의 설계개념도와 센서 상부 단면도를 보여준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노내 상부내부구조물(UIS) 내부의 고온 소듐 영역에 위치하며 원자로헤

드의 회전플러그에 배열로 설치 지지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초음파 탐촉자는 반영구적인

사용을 위하여 저온 영역인 원자로헤드 외부에 위치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길이가 10m, 보

호 튜브의 외경은 19mm, 두께가 1mm 인 가늘고 긴 튜브 구조를 가지고 SS304 재질로 제작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 상부에 초음파센서에 발생된 종파를 A0 모드 판파로 변환하기 위한 액체 웨

지 또는 테프론 재질의 고체 웨지가 장착되며 초음파를 노내 노심상부까지 안내하는 waveguide

plate, 이를 초음파의 에너지가 소듐내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 소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rotection shield tube, 수직 종파를 방출하는 끝단 방사부 등으로 구성된다.

Protection shield tube의 파손으로 소듐이 원자로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

브 내에 두개의 separation plate를 설치하고 노심의 방사선이 웨이브가이드 센서 상부로 방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radiation shield block을 원자로헤드 상단의 shield tube 내에 설치한다.

차폐블록의 두께는 원자로헤드와 차폐체 두께의 합인 65cm로 설정하였으며, 재료는 모두 SS304

를 적용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UIS 내부의 소듐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으로부터 형상 및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튜브 외부에는 anti-vibration plate를 설치한다.

Reactor 
Head

Thermal
Shield
Plate

Sodium
Level

Waveguide
Protection 

Tube

Waveguide 
Plate

Wedge

Ultrasonic 
Sensor

Ultrasonic
Radiation

Beam

Separation  
Plate

Radiation
Sheild Block

Baffle 
Plate

Anti-Vibration
Plate

Anti-Vibration
Plate

Waveguide plate
- t=1mm
- width=15mm

WG Protection tube
- t=1mm
- OD=18.7mm
- HT≒10m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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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웨이브가이드 센서 구조 설계 개념도 및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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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의 온도 및 모드 해석

(1) 온도 해석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원자로 고온풀 영역에 위치하지만 초음파센서는 저온 영역으로 유지되

어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 설계에 대한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정상 운전시의 온도가 545 ℃인 고온 소듐 풀 영역에 잠겨있다. 웨이브

가이드 센서의 온도 분포는 크게 고온 풀 영역과 커버가스 영역, 그리고 원자로헤드 영역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고온 풀 영역의 경우 보호관은 외부 유체의 용량에 비하여 열전달 매체

가 되는 구조물의 크기가 작아서 보호관의 온도는 유체의 온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림 3.2-7은 커

버가스 영역 및 원자로헤드 영역에서의 수직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커버가스 영역에서

는 차폐체 및 원자로헤드에서 온도 구배가 급격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원자로 내부 및 원자로헤드의 열전달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545 ℃의 정상 운전 온도에서의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대한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온 풀 영역 및 커버가스 영역에서의

웨이브가이드 센서 온도는 주변 온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원자로헤드의 웨이브가이드 센서 지

지부 및 초음파 센서의 온도는 그림 3.2-8의 해석 결과로 나타내었다. 원자로헤드 상단면에서의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온도는 48℃이며 초음파 센서 및 웨지의 온도는 외부 공기의 온도와 동일한

40 ℃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초음파 센서는 원자로 정상 운전시 저온 영역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xial Temperature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0 0.3 0.7 1.0 1.4 1.7 2.0 2.4 2.7 3.0

Elevation(m) `

T
e
m

p
e
ra

tu
re

(C
) 

 `

Axial Temp.

그림 3.2-7 커버가스 영역 상단의 온도 분포 특성



- 5-42 -

그림 3.2-8 웨이브가이드 센서 온도 해석 결과

(2) 모드 해석

가늘고 긴 튜브 구조 형상의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대한 모드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강성

을 평가하였다. 초기 모델의 형상은 초기 설정 개념인 보호관과 웨이브가이드 평판의 두께가

1mm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델이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지지는 UIS support plate(1 part)와

UIS lower cylinder plates(2 parts)에서 수평 지지되며, 원자로헤드는 수직방향 지지점이 된다.

또한 UIS 중간원통의 가운데 부분(UIS support plate와 lower cylinder upper plate 사이)에서도

수평 지지되는데, 여기에는 소듐 유동을 허용할 수 있는 구조 형상으로 지지한다.

그림 3.2-9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지지점을 UIS 형상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는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UIS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함이며 실

제는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UIS 내부에 위치한다.

그림 3.2-9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지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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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은 초기 지지 개념에 대한 모드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2-10은 대표적인

모드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UIS 중/상부 원

통부에서 낮은 주파수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실제 원자로에 적

용되기 위해서는 초기 구조 형상에서 낮은 변형 모드가 형성되는 것을 보완하는 수정 모델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튜브의 두께를 보강하거나 현재 설정된 지지점 이외의 추가

적인 지지점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성능 검증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Set Frequency(Hz) Deformed shape

1st 0.754 Plate deformation

2nd 1.008 Plate deformation

3rd 1.085 Plate deformation

4th 1.106 Plate deformation

5th 2.118 Plate deformation

6th 2.844 Plate deformation

7th 3.009 Plate deformation

8th 3.113 Plate deformation

9th 4.095 Tube & Plate deformation

10th 4.256 Tube & Plate deformation

표 3.2-1 초기 모델에 대한 모드 해석 결과

(a) 1차 모드 (b) 9차 모드 (c) 10차 모드

그림 3.2-10 초기 모델에 대한 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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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성능시험

가. 웨이브가이드 센서 검증 장비 구축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관련 특허기술과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어셈블리를 제작하고 수중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를 그

림 3.2-11과 같이 구축하였다. 수중 검사의 정밀도는 2mm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SME

Section V 육안검사에서 요구하는 0.8mm를 실현할 계획이다. 향후 소듐 중에서 검사시스템의 검

증시험을 실시하여 개발 기술의 타당성과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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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웨이브가이드 센서 성능 검증 실험 장치 및 block diagram

나. 웨이브가이드 센서 성능 검증

(1) 송수신 감도 성능 시험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10m 장거리 초음파 전파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10m strip plate와 웨

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에서의 A0 판파 모드 분산 특성시험과 송수신 감도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a) 1m (b) 3m 

(c) 5m (d) 10m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a) 1m (b) 3m 

(c) 5m (d) 10m

그림 3.2-12 10m 판에서 short pulse에 의한 A0 모드 송수신 신호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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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는 펄수 개수가 2개인 short pulse에 의해 발생된 A0 모드의 전파특성 시험 결과로

서 전파거리가 멀어질수록 A0 모드의 분산성이 증가하여 파형의 폭이 증가는 특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단점은 그림 3.2-13에서와 같이 long pulse를 사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이는 long

pulse를 사용하면 주파수의 밴드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m 거리에서는 펄수 개수가 20개 이

상인 long pulse를 사용하면 A0모드의 송수신 신호의 분산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2-14에서와 같이 10m strip plate와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에서의 A0 모드 수중 반사 신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수중 반사체의 반사 신호의 S/N비가 20dB 이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a) 1m (Pulse : 2 Cycles) (b) 3m (Pulse : 5 Cycles) 

(c) 5m (Pulse : 10 Cycles) (d) 10m (Pulse : 20 Cycles)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10mSS304 Plate (t=1mm)

1m3m5m10m

(a) 1m (Pulse : 2 Cycles) (b) 3m (Pulse : 5 Cycles) 

(c) 5m (Pulse : 10 Cycles) (d) 10m (Pulse : 20 Cycles) 

그림 3.2-13 10m 판에서 long pulse에 의한 A0 모드 송수신 신호의 분산성 개선

(a) 웨이브가이드 센서 전파 신호 (b) 수중 반사체의 반사 신호

그림 3.2-14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에서의 A0 판파의 수중 반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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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가시화 손상감지 성능 시험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대한 초음파가시화 성능과 손상감지 해상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모의 표면손상 시험편과 모의 노심을 이용하여 초음파 C-스캔 시험을 수행하였다. 웨이브

가이드 센서는 폭이 15mm 이고 길이가 30cm 와 10m 인 SS304 판과 shield tube에 10m 판이 장

입된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이 사용되었으며 공진주파수가 1MHz인 초음파 탐촉자와 고체 웨

지 또는 액체 웨지를 장착하여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키고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직경이 15mm이고 공진 주파수가 5MHz인 상용 수침형 초음

파 센서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상감지 해상 정밀도 검증시험에서는 그림 3.2-15(a)와 같이 슬릿(slit)과 사각형 및 원형 돌

출부가 있는 모의 표면손상 검증시험편을 이용하여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교 실

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5(b)는 상용 수침형 초음파 센서의 C-스캔 영상을 보여주고 있

으며, 그림 3.2-15(c), (d), (e)는 각각 30cm plate, 10m plate 및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의

C-스캔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시험 결과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사각형 및 원형 돌출부를 감

지해 내었으며 폭이 2mm인 slit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a) 손상감지 검증시험편 (b) 상용 수침센서 (c) 길이 30cm 판 웨이브가이드

(d) 길이 10 m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 (e) 10 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

그림 3.2-15 상용 수침 초음파센서(5MHz, 직경=15mm)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교 실증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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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a)는 모의 노심을 보여준다. 총 7개의 핵연료 어셈블리 중에서 하단부 우측 핵연

료 어셈블리를 임의로 변형시켰으며 변형된 모의 노심에 대한 C-스캔 시험을 수행하였다.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에서 송수신되는 초음파신호에서 어셈블리 상단면과 원형부에 반사 신호

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캐너의 위치 값과 함께 처리하여 스캐닝 결

과를 표현함으로써 모의 노심에 대한 C-스캔 영상을 그림 3.2-16(b), (c), (d)와 같이 가시화할 수

있었으며 10m 거리에서 변형된 핵연료 어셈블리를 원격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a) 모의 노심 (b) 노심 상부의 최대진폭 영상 (c) TOF 영상 (d) 노심 원형부의 진폭 영상

그림 3.2-16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모의 노심 시험체의 C-스캔 영상

다. 초음파 빔 방사각 제어 검증 시험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대한 빔 방사각 제어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7(a)와

같이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공진주파수가 1MHz인 초음파 탐촉자와 액체 웨지를 장착하고

RAM-10000 장비에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켜 입사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 시키면서 초음

파 펄스를 송신하고 goniometer에서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수신하였다. Goniometer의 각도를

37도, 40도, 42도, 44도, 47도로 각각 고정하고 RAM-10000 장비에서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0.5MHz에서 1.5MHz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goniometer에서 반사된 초음파 신호의 주

파수-진폭 분포도 측정하였다. 그림 3.2-19(b)는 goniometer의 경사 각도에 따라 주파수-진폭 분

포도의 중심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입사 주파수를 조정하여 빔 방사각을 변

화시킬 수 있는 결과로써 빔 방사각이 42도를 기준으로 +5도 및 -5도 이상 변환될 수 있음을 검

증하였다.

그림 3.2-18은 초음파 센서의 입사주파수를 각각 1 MHz, 1.5MHz, 2.25MHz로 설정하였을 때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방출되는 방사 빔 프로파일을 보여 준다. 입사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방사

각이 변화함을 보여주는 실증시험 결과이다. 그림 3.2-19는 입사주파수 변화시키면서 ‘SFR’ 글자

가 각인된 시험편의 초음파 C-스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방사빔 각도 변

화에 따라 C-스캔 결과가 변화함을 보여 주는 결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방사빔 각도를 변화

시키면 경사도가 다른 시험체의 C-스캔 가시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해주는 실험 결

과이다.



- 5-48 -

0.6 0.8 1.0 1.2 1.4
0.0

0.2

0.4

0.6

0.8

1.0  37o (1.13MHz)
 40o (1.08MHz)
 42o (1.05MHz)
 44o (1.02MHz)
 47o (0.96MHz)

 

 

Am
p.

Freq.[MHz]

(a) 방사각 변환 검증 시험 개념도 (b) 방사각 변화에 의한 주파수-진폭 분포도

그림 3.2-17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방사각 변환 검증시험

(a) f=1MHz (b) f=1.5MHz (c) f=2.25MHz

0.96MHz
(q=47도)

1.02MHz
(q=44도)

1.05MHz
(q=42도)

1.080MHz
(q=40도)

1.13MHz
(q=37도)

0.96MHz
(q=47도)

1.02MHz
(q=44도)

1.05MHz
(q=42도)

1.080MHz
(q=40도)

1.13MHz
(q=37도)

그림 3.2-18 웨이브가이드 센서 빔 프로화일 그림 3.2-19 방사각 변환 C-스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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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개발

가.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제작

소듐냉각 고속로 KALIMER-600은 그림 3.2-20과 같이 원자로 헤드에 이중회전 플러그가 설

치된다. 이중 회전 플러그는 노심을 기준으로 각 회전플러그의 중심이 편심되어 설치되어 있다.

이중회전 플러그의 회전 구동과 노내 핵연료 교환기를 이용하여 핵연료 교환 공정을 수행한다.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중 회전 플러그에 고정 설치하고 회전 플러그를 이송함으로써 원

하는 노심 집합체 위치에 접근 시킬 수 있다.

그림 3.2-20 KALIMER-600 원자로 및 이중회전 플러그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은 그림 3.2-21과 같이 이중회전 구동 스캐너 장치와 웨이브가이

드 센서, 고출력 초음파 송수신 시스템 (RITEC RAM-3C), 초음파 신호 수집 AD 보드(NI

PCI-5105), 스텝모터 구동 모듈(NI MID-7604), 스캐닝 제어 및 C-스캔 수행 컴퓨터로 구성된다.

스텝 모터와 스캐너 구동 모듈을 통하여 이중 회전 스캐너에 설치된 스텝모터에 기전력과 이동펄

스를 제공하여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위치를 이송 제어한다. 고출력 초음파 시스템에서 송출된

tone burst 신호는 초음파 센서에 보내지고 반사된 신호들을 수신하여 AD 보드를 통하여 초음파

를 디지털화하고, 이미지 맵핑을 위해 신호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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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er Controller
(NI PCI-7350)

Step Motor/Encoder

Stepper Motor Dive
(NI MID-7604)

UT Sensor

Ch. 1 Ch. 3

A/D Board
(NI PCI-5105)

PC 
(LabVIEW based 
C-Scan Imaging)

RAM-5000 3C

Double Rotating
Scanner

RF Out Ch. 1 Ch. 3

Pulse Out

Waveguide
(SUS304 Plate)
1m ~10m(max.)

Frequency Control

Leaky Wave

Wedge

Scanner Controller
(NI PCI-7350)

Step Motor/Encoder

Stepper Motor Dive
(NI MID-7604)

UT Sensor

Ch. 1 Ch. 3

A/D Board
(NI PCI-5105)

PC 
(LabVIEW based 
C-Scan Imaging)

RAM-5000 3C

Double Rotating
Scanner

RF Out Ch. 1 Ch. 3

Pulse Out

Waveguide
(SUS304 Plate)
1m ~10m(max.)

Frequency Control

Leaky Wave

Wedge

그림 3.2-21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block diagram

나. 이중회전 스캐너 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중회전 스캐너 장치는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로 헤드의 이중회전 플러그

를 모사한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로서 그림 3.2-22와 같이 웨이브가

이드 센서가 회전 구동을 하면서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장치이다. 이중회전 스캐너

장치는 KALIMER-600의 이중회전 플러그를 모사하여 1/6.7 비율로 축소 설계 제작되었으며 1)

대형 회전 스캐닝부, 2) 소형 회전 구동부, 3) 3채널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지지부, 4) 모터

구동부, 5) 원통형 수조 tank 및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Scanner
Frame

Water Tank

Step Motor
(Revolution)

중심축 프레임 및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

Step Motor
(Z-Axis, Rotation)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Scanner
Frame

Water Tank

Step Motor
(Revolution)

중심축 프레임 및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

Step Motor
(Z-Axis, Rotation)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스캐너 프레임

수조

스텝 모터
(이중회전부)

중심축 프레임
스텝 모터

(Z-축, 자전)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

웨이브가이드
센서

내부 회전 구동부

외부 회전 구동부

스캐너 프레임

수조

스텝 모터
(이중회전부)

중심축 프레임
스텝 모터

(Z-축, 자전)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

웨이브가이드
센서

그림 3.2-22 이중회전 스캐너 개념도 및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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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회전 스캐너 장치에서 외부 회전 구동부와 내부 회전 구동부는 각각 소듐냉각 고속로의

대형 회전플러그와 소형회전 플러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시계방향(CW)

및 반시계방향(CCW) 회전구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회전부와 내부회전부의 직

경은 각각 80cm와 59cm이다. 외부 및 내부 회전부를 구동하는 2개의 스텝핑 모터와 엔코더 및

모터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로 구성하였다.

중심축 프레임은 내부 회전 구동부 중심에 설치되며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구

조이고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3채널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치

부는 중심축 프레임 축선 상에서 0.01mm 정밀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며 중심부의 웨이브가이

드 센서 설치부가 자전 및 수직이송을 할 수 있는 구동부와 2개의 스텝 모터와 엔코더를 설치하

였다. 수조는 시험체를 물속에서 검사할 수 있는 투명한 아크릴 수조로 가공되었으며 수조 프레

임은 회전 스캐너를 지지하고 수조를 고정하여 받힐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다. 이중회전 스캐너 좌표 설정

편심되어 있는 두 회전 플러그의 좌표 위치는 회전운동 관계 행렬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그

림 3.2-23과 같이  점을 중심으로  만큼 회전을 위한 행렬은 동차좌표로 다음과 같이 표

현한다.

    ··    (3.2-8)

여기서,  와    는 이동행렬로서 각각

  










  
  
  

,     











   
   
  

(3.2-9)

이고, 는 원점을 중심으로  만큼 회전하는 회전 행렬로서

 










cos  sin sin cos 
  

(3.2-10)

이다.

그러므로, 변환 행렬식은

  










cos  sin   cos  sin
sin cos   cos  sin
  

(3.2-1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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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회전 플러그의 점을 편심된 점  를 중심으로  만큼 이동 했다면 ′′′
는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   · (3.2-12)

그림 3.2-23 이중 회전플러그 좌표

라. 손상검사 프로그램 US-MultiView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이중회전 플러그 원자로 헤드를 모사하여 제작된 이중회전 스캐

너를 정밀 구동하면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고출력 초음파신호를 송수신하고 센서 위치 정보와

초음파 신호를 처리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내부손상

검사시스템의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US-MultiView (Under-Sodium MultiView)로 명명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NI 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프로그램 언어인 LabVIEW 8.5.1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LabVIEW(Laboratory Virtual Instrumen- tation Engineer's Workbench)는 C, Pascal, Basic

과 같은 고전적인 텍스트 프로그램 언어와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비교적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3.2-16]. LabVIEW는 매우 다양한 Graphical User Interface와 광범위한

함수와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으며 데이터의 측정, 분석 및 표현에 적절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측정 계측, 모션 컨트d측정 공정 제어 및 자동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LabVIEW는 각종 측정 및 제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함수와 분석 함수가 내장되어있고 실

제 장비와 유사한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가상 인스트루먼

트 (Virtual Instruments: VI) 시스템이라 부른다. LabVIEW의 VI 프로그래밍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프론트 패널은 VI를 컨트롤 하는 것이고, 블록다이어그램은

프론트 패널안의 블록의 와이어링을 통해 VI를 작성한다. 그 와이어들은 실행 아이콘에 연결되

고, 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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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냉각 고속로의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1차년도에서는 XYZ 스캐

너의 이송을 제어하고 1채널 고출력 사각펄스의 초음파 신호를 취득 처리 평가하는 프로그램인

US-MultiView 1.0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에서는 이중회전 스캐너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며 고출

력 사각펄스의 입사주파수를 제어하는 초음파 신호 취득 처리 평가 프로그램 US-MultiView 2.0

을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이중회전 스캐너의 자전 및 공전 스캐닝을 제어하면서 3채널의

초음파 신호를 수신 처리하여 가시화 영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인 US-MultiView 3.0을 개발하

였다.

3채널의 웨이브가이드센서에 고출력 사각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고출력 초음파 시스템

RAM-5000 3C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본 장비의 3채널의 사각펄스 입사 주파수를 조정하여 방사

각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이중회전 스캐너를 이송제어하면서, 3채널의

초음파 신호를 취득하여 영상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3.2-24와 그림 3.2-25는

개발된 US-MultiView 프로그램의 블록 다이아그램과 프런트 패널을 보여준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각 펄스 입사 주파수 변조 및 초음파 빔 방사각 변환 기술과 회

전 스캐닝 mapping 등의 핵심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LabVIEW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C-Scan 테

스트를 통해 검증한 후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

그림 3.2-25의 US-MultiVIEW 프런트 패널에는 ‘A-scan display control’ 패널, 'Gate

configuration' 패널, 'FFT signal analysis' 패널, 'Motion axis control' 패널, ‘RAM-5000 3C

setting' 패널, 'C-scan operation' 패널 등이 나타나 있어 각 패널에서 설정치를 입력하고 검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C-scan operation' 패널에서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구동 제어와

스캐너 range의 설정, 그리고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다. ‘RAM-5000 3C setting' 패널에서 고출력

초음파 시스템의 입사펄스 개수, 주파수, 전압, 게인, 그리고 Low/High pass filter 등을 입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스캐닝 이미지 결과는 C-스캔 display 창에 나타난다.

그림 3.2-24 US-MultiView 프로그램의 블록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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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MultiVIEW Ver. 1 (b) US-MultiVIEW 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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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er Control Module
Pulse Control Module

(c) US-MultiVIEW Ver. 3

그림 3.2-25 US-MultiView 프로그램의 프런트 패널

마. 10 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 실증 실험

US-Multi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의 초음파 가시화 성능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 장착과 초음파 탐촉자 설치를 편리하

게 하기 위하여 그림 3.2-26(a)과 같이 3개의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을 U자 형으로 제작하여 사

각 프레임에 고정 설치하였고,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에 공진주파수가 1MHz인 초음파 탐촉자

에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키고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였다.



US-MultiView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중회전 스캐너를 구동하면서 길이가 13mm 이고 직경이 

6mm인 소형 핀의 금속파편과 노심 mock-up 시험편에 대한 C-스캔 가시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6(c)는 금속파편과 노심 mock-up에 대한 C-스캔 가시화 결과를 보여주는데 금속파편

의 형상과 크기와 방향 등을 명확히 탐지할 수 있으며 변형된 fuel assembly를 탐지해 낼 수 있음

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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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회전 스캐너와 3채널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모듈 실증시험장치 설치 개념도

      

C-scan Image

Loose parts (pins)

 

C-scan Image

Core Mock-up

Deformed
Fuel  Assembly

       (b) 설치 사진                     (c) C-scan 가시화 시험 결과

그림 3.2-26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모듈 실증시험 장치와 US-MultiView 가시화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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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온 LBB 평가 및 적용 기술개발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에 관한 1단계 연구에서는 LBB 적용에 따른 경제성 향상 평가와

Mod.9Cr-1Mo강 재질 튜브의 균열성장 시험 수행을 위한 시험시설을 구축완료하고, 18개의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였고, LBB 평가절차를 전산화한 코드인 SECA-LBB를 개발하였다. 또한 FMS

재질의 IHX 지지구조에 대해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면결함이 존재하는 광판의 균열성

장 시험은 크립-피로 구조시험의 특성상 현재 시험이 진행 중이고, 해석 부문에서의 균열성장 평

가는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시험을 통한 FMS 구조물의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기술의 검증과 관련

하여 시험결과와 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평가절차의 보수성을 정량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FMS 재료의 튜브구조 및 IHX 지지구조 시험 결과는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Gen-IV 원

자로 CD&BOP의 한국 성과물로도 활용하였다.

1. 고온 LBB 적용에 따른 경제성 향상 평가

가압경수로(PWR)의 설계에서는 일반설계요건 항목4(GDC4)[3.3-1]에서 요구하는 배관 양단

파단(DEGB)을 고려해야 한다. GDC4의 양단순간파단(DEGB) 요건을 적용할 경우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배관의 급속파단으로 인한 동적 영향을 대비하여 많은 양의 방진기(snubber), 배관구속

장치(pipe whip restraint) 및 유체분출 차단벽(jet impingement wall)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비해

소듐냉각 고속로(SFR)의 경우에는 배관 양단파단에 따른 소듐의 대규모 누설로 인한 대형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파단전누설(LBB) 기술을 적용하여 DEGB의

가능성을 설계에서 배제하게 되면 많은 양의 방진기, 배관파단구속장치 및 유체분출 차단벽을 없

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로 비대칭 취출하중(blowdown load)과 기기지지구조물의 하중을 감소

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RC의 평가에 따르면 가압경수로 1기에 LBB 적용 시 이득은 1984년 기준으로 약 300억 원

정도가 되고 종사자의 피폭이 40년 설계수명 동안 1000 man-rem이 감소하여 경제성은 물론 안

전성도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3-2]. 고속로의 경우 DEGB로 인한 대형 소듐화

재 대비책에는 대규모 소듐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SPX에서 적용된 개념과 같이 소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격실로 나누고, 각 격실의 화재는 산소 고갈을

통해 질식 소화시키는 방안 등이 있는데 고온 LBB 기술을 적용하여 배관의 양단파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면 이러한 대형설비와 많은 수의 격실 구조를 줄여서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고속로 설계 건설 경험이 실험로나 원형로 수준이어서

상용로 수준의 구체화된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관련 설계 건설 현황 자

료들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용로 수준의 고속로 인허가 경험이 없고, 고속로를 개발하는 나라마다 인허가와

관련한 기본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수로에서와 같은 비교적 일관된 인허가 정책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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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고온 LBB 설계평가 기술은 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정립되기 시작한 최신 기술

로서 기존에 건설되었던 실험로나 원형로에는 적용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되었

던 고속로에서는 압력이 낮고 연성이 높은 재료를 채택함으로써 파단전에 누설을 감지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정성적인 판단과 일정 크기의 누설균열크기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누설 대

비를 수행한 사례가 많았다. 즉, 포괄적 의미의 파단전누설 논리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자와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프랑스 SPX의

경우에는 건설 당시 LBB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단파단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건설

후 규제기관이 LBB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량적인 LBB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설계에서

는 고속로 개발국 대부분이 LBB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개발 중인 유럽, 인

도, 중국, 일본, 한국의 고속로에는 LBB를 적용함으로써 정량적으로 DEGB의 가능성을 설계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고속로의 LBB 적용을 통해 DEGB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형 소듐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소듐화재의 발생 가능 지역을

국한함으로써 진화장비를 소형화하고, 격실 설치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원의 피폭 최소화는 물

론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 고온 LBB 평가 자료 생산용 시험시설 구축 완료

Mod.9Cr-1Mo강 소형 구조물에 대한 고온 LBB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Mod.9Cr-1Mo강

구조물에 대한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구축하였다. 시험

장치는 그림 3.3-1과 같이 기본적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Instron-8516 재료시

험기와 기계적하중 제어장치, 둘째는 5kW 규모의 고주파유도가열 공기 냉각계통과 제어장치, 셋

째는 장거리 줌 현미경 비젼시스템(long woking distance zoom microscope)과 직류전압강하

(DCPD)를 이용한 실시간 균열측정장치이다.

그림 3.3-1 소형 구조 크립-피로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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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계측장치는 그림 3.3-2와 같이 0～5A 용량을 갖는 IPS

12B5 Power Supply와 Yokogawa Data Acquisition(MX-100EF)으로 구성하였고 시편의 전류입

력과 미세전압 출력선은 그림 3.3-3과 같이 무저항 니켈선을 사용하여 점용접하여 사용한다. 본

시험은 고주파 유도가열기와 가열코일을 이용한 550℃의 고온시험이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과 성

장을 측정하기 위한 근접 현미경의 설치는 어려워 그림 3.3-4에 보인 것과 같이 측정거리 285mm

에서 325배까지의 배율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ultra long working distance zoom

microscope(Union UWZ-285)과 파이버 옵틱을 활용한 조명장치로서 비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편의 온도하중 조절 및 온도데이터 수집을 위해 그림 3.3-5와 같이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7

채널의 K-type 열전대를 점용접하였고 시편 중심부의 변형률 측정을 위해 Instron 2632 고온

extensometer를 고온 세라믹코드를 이용해 장착하였다. LabView 언어를 사용하여 가열 및 냉각

온도제어와 온도 수집을 위한 ‘TUBE-CFC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록하였다.

그림 3.3-2 DCPD 계측장치 그림 3.3-3 DCPD 계측선 설치

그림 3.3-4 비젼 시스템 그림 3.3-5 열전대와 Extensometer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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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MS 재료 튜브 구조물에 대한 균열성장 시험 자료 생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od.9Cr-1Mo강 소형 튜브 구조모델은 그림 3.3-6에 보인 것과 같이

길이 100mm, 바깥 외경 15mm, 중심부의 외경 11mm, 그리고 중심부의 내경은 9mm, 두께는

1mm이다. 시편의 중심부에는 원주방향으로 폭 0.18mm, 길이 1.5mm, 2mm, 3mm인 결함을 방전

가공(EDM)으로 제작하여 결함의 끝단에서 크립-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의 표면 조도는 외면과 내면 모두 Rmax값이 6μm이하로 조도가 시험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DCPD는 정전류 조건을 사용하며 시편의 상하단에서 5A의 입력전류를

무저항 니켈 선을 통해 흐르도록 하고, 결함의 상하부 ±5mm 지점에서 전압의 변화 출력을 측정

함으로써 이 값과 균열 크기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3.3-6 소형 튜브시험시편과 결함 방전가공

본 시험에 적용한 하중 조건은 기계적 하중과 열 하중의 조합으로 그림 3.3-7에 보인 것과 같

이 30초 동안 기계적 하중과 온도하중을 In-Phase로 부가하고, 5분 동안 유지한 후 제하하는 크

립-피로 하중을 반복적으로 부가하였다. 기계적 하중의 크기는 6.5kN, 8kN, 9.5kN의 3가지 값을

적용하였고, 온도하중은 550℃를 적용하였다.

그림 3.3-7 크립-피로 균열 시험하중 및 온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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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온도수집데이터(10사이클) 그림 3.3-9 결함우측선단(1cyc, x120)

그림 3.3-8은 7채널의 열전대에서 수집한 온도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림 3.3-9는 1 사이클에서

결함의 우측 선단을 120배로 확대 관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0은 560사이클 후 결

함의 우측선단에서 0.3mm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 9사이클 동안 균열이 1mm

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570사이클에서 불안정 급속파단이 발생하였고, 파단 후의 모습은 그

림 3.3-11과 같다.

결함 길이가 1.5mm, 2mm, 3mm인 튜브시편에 대해 9.5kN, 8kN 및 6.5kN의 3가지 인장 유지

하중을 적용하여 각각 6개씩의 시편 시험을 통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3.3-1에서와 같

다. 표 3.3-1에 보인 것과 같이 결함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작용하중의 크기가 커질수록 파

단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1에 나타낸 3가지 결함크기에 대한 균열성장 양

상을 그림 3.3-12～1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3-10 결함우측선단(560cyc, x120) 그림 3.3-11 파단후결함모습(570cyc,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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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Defect

(kN)
Rupture

Cycle
2mm

Defect
(kN)

Rupture
Cycle

3mm
Defect

(kN)
Rupture

Cycle

CF15-T7 6.5 1881 CF2-T11 6.5 849　 CF3-T3 6.5 570

CF15-T8 6.5 994 CF2-T12 6.5 1259　 CF3-T5 6.5 365

CF15-T4 8 201 CF2-T9 8 333 CF3-T6 8 216

CF15-T5 8 171 CF2-T10 8 161 CF3-T8 8 104

CF15-T1 9.4 19 CF2-T6 9.4 15 CF3-T9 9.4 7

CF15-T3 9.4 11 CF2-T7 9.4 14 CF3-T10 9.4 7

표 3.3-1 하중 크기에 따른 크립-피로 파단횟수 비교

그림 3.3-12 균열성장(CF15) 그림 3.3-13 균열성장(CF2)

그림 3.3-14 균열성장(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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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9Cr-1Mo강의 고온 LBB 평가절차에서 균열 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고온 균열성장에 관

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발간된 설계평가절차 코드에서 제시된 바 없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는 CT 시편을 활용한 고온 피로균열성장(FCG) 시험과 고온 크립균열성장

(CCG) 시험의 수행이 요구된다.

ASTM E647에 제시되어 있는 피로 시험용 CT시편 규격에 맞춰 그림 3.3-15와 같이 셰브론

노치를 갖는 1/2인치 CT시편을 제작하여 500℃, 550℃, 600℃의 3가지 온도와 하중비 R=0.1, 0.3

의 총 6가지 조건에 대하여 20Hz의 하중속도에 대한 고온 피로균열 성장시험을 수행하였고, 결과

를 그림 3.3-16과 3-17에 나타내었다. 또한 하중비 R=0.1인 경우에 대해 500℃, 550℃, 600℃의 3

가지 온도에서 0.1Hz의 하중속도에 대한 고온 피로균열 성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3-18에

나타내었다.

그림 3.3-15 CT 시험편 그림 3.3-16 da/dN-∆K (하중비 0.3,20Hz)

그림 3.3-17 da/dN-∆K(하중비 0.1, 20Hz) 그림 3.3-18 da/dN-∆K(하중비 0.1, 0.1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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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와 표 3.3-3은 앞에서 설명한 고온피로성장 시험데이터를 Paris 법칙에 적용하여 상수

C와 m 값을 구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3.3-1)

하중속도 20Hz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응력비가 낮을수록 피로균열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0.1Hz의 낮은 하중속도 시험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같은 온도에서

하중속도가 빠를수록 균열성장 속도가 느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3.3-2 피로균열 성장식 (Mod.9Cr-1Mo, 20Hz)

표 3.3-3 피로균열성장식 (Mod.9Cr-1Mo, 하중비 0.1, 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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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 LBB 평가절차 전산화 코드(SECA-LBB) 개발

가. LBB 평가 개요 및 전산코드 개발의 필요성

고온에서 운전되는 원자로용기 및 배관 등에 파단전누설(LBB)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

온 구조의 결함평가 절차 및 LBB 평가 절차의 정립이 요구되며, LBB 평가에 있어 신뢰성, 재현

성 및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의 전산코드화가 필요하다.

현재 고온 원자로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고온 LBB 평가절차로는 프랑스 RCC-MR의 부록인

A16[3.3-3]에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영국의 건전성 평가지침인 R6[3.3-4]에도 절차가 제시되

어 있다. 그러나 A16의 평가절차가 적용 대상 재료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으로 국한되어

있고, 아직 전체 평가절차도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R6의 경우에는 평가에 적용

되는 물성치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R6 절차를 따른 평가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료에 대한 A16의 LBB 평가절차를 전

산화하였고, 전산코드명은 SECA(SFR Elevated temperature Crack Assessment code)로 명명하

였다. 또한 Mod.9Cr-1Mo강에 대해서는 A16에 고온 결함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재료에 대해서는 먼저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였다.

Leak

Before

Break

LBB 평가결함 평가

임계균열크기

누설률,
균열의형상

초기 미관통
균열 가정

수명말기
균열관통여부

누설감지
균열크기

관통 균열
가정

균열성장시작

관통균열
불안정파괴

파괴

Yes 

Yes 

Yes 

No 
No 

균열성장해석

임계균열크기

누설률,
균열의형상

초기 미관통
균열 가정

균열개시/성장평가

수명 말
균열관통여부

누설감지
균열크기

균열개시평가

불안정 파괴
평가

균열 불안정
파괴평가

Yes 

No 

No 

균열성장평가

Leak rate 평가기술

Before rupture:
고온균열거동 평가기술

Break 평가:
Instability /LBB성립성

LBB 적용 가

LBB 적용
불가

건전

세 가지 요소기술

- CFCI, CFCG 평가

- 감지가능균열길이 결정

- 임계 균열길이 결정

그림 3.3-19 고온 결함평가 및 파단전누설 평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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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BB 평가 전산코드 SECA-LBB의 개발

고온 구조물의 결함평가 및 LBB의 일반적 해석 개념도는 그림 3.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

함평가 및 LBB 평가로 분리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LBB 평가기술은 세 가지 요소 기술, 즉 누설

율 평가기술, 고온 균열거동 평가기술 및 균열안정성과 LBB 성립성 평가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취약 부위에서의 가상결함에 대해 균열 안정성을 평가하고, 감지가능 균열길이와 안전계수가 고

려된, 불안정 균열성장이 발생하는 균열길이를 비교함으로써 구조물의 파단전누설의 성립성을

평가할 수 있다.

동 절차를 따른 효율적 계산과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그림 3.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LBB의 평가에서는 크립을 무시할 수 있는 저온 부위에 대해서

는 피로 균열의 개시(initiation)와 피로 균열의 성장 평가를 수행하고, 크립을 고려해야하는 고온

부위에 대해서는 크립-피로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한 후 불안정 균열성장 평가결과

와 비교함으로써 결함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Characterize 
defect

Creep
significant

Fatigue Crack 
Analysis

Fatigue
Initiation?

Fast rupture
& Instability

Fatigue 
Growth?

Creep-Fatigue 
Crack Analysis

C-F CI* ?

Instability

C-F CG**?

no

no

Results of
Defect 

Assessment

yes yes

yes yes

no

no

* : Crack Initiation
** : Crack Growth

no yes

C-Fdamage

FCG

CCG

Strain

모듈 (subroutine)

그림 3.3-20 결함 건전성 평가 절차 흐름도

(1) 전산코드 SECA의 구조

전산코드 SECA는 그림 3.3-21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개의 부분, 즉 결함 평가(Part I. Defect

Assessment) 부문과 파단전누설평가(Part II. LBB Assessment) 부문으로 구성된다. SECA 코드

의 Part I은 결함 평가부분으로,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물에 대해 고온 또는 저온 구조물의 피로

균열개시(crack initiation), 피로균열 성장(fatigue crack growth, FCG), 크립균열 성장(creep

crack growth, CCG), 불안정성(instability)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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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B 평가절차 흐름도는 그림 3.3-21과 같다. 전산코드의 계산 프로그램은 그림 3.3-21에서와

같이 비탄성 변형률 계산을 위한 서브루틴 ‘Strain', 크립-피로 손상 평가를 위한 서브루틴

'C-Fdamage', 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위한 서브루틴 ’FCG‘, 그리고 크립 균열성장 평가를 위한

서브루틴 ’CCG' 등으로 구성된다.

SECA 코드의 Part II는 LBB 평가부분으로, 그림 3.3-21에서와 같이 가상 결함으로부터의 감

지가능 균열길이(2CL) 계산, 관통 균열길이(2CP)의 계산, 불안정 균열성장 길이(2CG)의 계산 및

최종 LBB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LBB 프로그램 모듈은 감지가능 균열길이의 계산을

위한 서브루틴(2Cd) 및 불안정 균열길이(2CG)의 계산을 위한 서브루틴(2CG)로 구성된다.

Load cond’ns for
(Fatigue / C-F) Initiation

detectable crack
Length : 2CL
Opening : d

defect at 
penetration : 2Cp

detectable 
through wall defect
internal surf. : 2Cd
external surf.: 2CL

LBB condition
2Cd < 2CG / a

through-wall
defect length : 2CG

Load conditions for
Fast rupture / instability C-Fdamage

FCG

CCG

Main

LBB-2Cd

Subroutine

Strain

Part II

Part I

LBB-2CG

그림 3.3-21 고온 LBB 평가절차 흐름도 및 SECA 프로그램의 구성

(2) 적용 재료의 DB화

SECA 코드는 기본적으로 RCC-MR에 기초하여 손상 및 균열거동을 평가한다. 평가에 사용되

는 재료 물성치는 18개 재료에 대해 RCC-MR의 A3(부록 3)[3.3-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18개 재료 물성치를 모두 그림 3.3-22에서와 같이 엑셀 DB화 하였다. A3은 18개 등재 재료

중 13개 재료에 대해서는 물성치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림 3.3-22에 나타난 5개 재료

에 대해 설계 및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22 RCC-MR의 물성치 A3의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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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A-LBB-316과 SECA-LBB-P91

1차년도에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인 316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크립-피로 손상과 크립-

피로 균열개시 및 균열성장 평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인 SECA-LBB-316을 개발 및 프로그램

등록하였다. A16의 평가절차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만,

Mod.9Cr-1Mo강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Mod.9Cr-1Mo강에 대한 결함평가 절차를 A16기반으로 확장 개발하고, 3차년도에

SECA-LBB-P91을 프로그램 등록하였다.

(4) SECA 코드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SECA 코드의 검증을 위해 SECA 코드의 결함 평가 모듈을 이용하여

IHX 지지구조 시편에 대한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엑셀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에 관해 SECA 코드는 그림 3.3-23과 같

이 신뢰성이 있는 계산결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A 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엑셀

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1% 이내로 일치하였고, 구조시험결과와 비교할 경우 그림 3.3-23과 같이

보수적인 해석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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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SECA 코드를 따른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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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MS 재료 LBB 적용 탄소성-크립 균열성장 해석모델 개발

Mod.9Cr-1Mo강을 포함하는 FMS(Ferritic-Martensitic Steel) 재료에 대해서는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구조시편에 대해 고온 균열거동 평가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구조시험 결

과와 비교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피로 균열성장(FCG) 모델과 크립 균열성장(CCG) 모델은

KAERI 및 프랑스 CEA의 시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3.3-6].

A16은 당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개발되었는데, CEA는 이를 Mod.9Cr-1Mo강

에 확대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Mod.9Cr-1Mo(Gr.91)강의 LBB 요

소기술별 개발 현황은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균열안정성 평가기술 부문에서 두 재료

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기술의 개발이 요망되며, Mod.9Cr-1Mo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결함평가

및 LBB 평가절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A16 (2002) A16 (2007)

Austenitic S.S.

Mod.9Cr-1Mo.

일부 개정

A16 (“2011”)

표 3.3-4 A16 절차의 개발 현황

누설률 평가기술

고온 균열개시 및

성장 평가기술

LBB 성립성 평가기술

LBB 평가
요소 기술

S.S

X

Gr.91

O O

O

D X

O X

균열 안정성 평가기술

표 3.3-5 재료별 LBB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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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온 균열성장 모델

FMS 재료인 Mod.9Cr-1Mo강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위해서는 피로 균열성장(FCG)

모델 및 크립 균열성장(CCG) 모델의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하다. KAERI가 550°C 환경(0.5T 시

편), 응력비(R) 0.1 및 0.3 시험조건에서 얻은 FCG 모델은 각각 식 (3.3-2) 및 식 (3.3-3)에서와

같고, 600°C 환경에서 얻은 CCG 모델은 식 (3.3-4)과 같이 나타났다. 한편 550°C 환경에서 얻은

CEA의 FCG 및 CCG 모델 수식은 식 (3.3-5) 및 (3.3-6)과 같다.

( )1.13153 10 eff
da K
dN

-= ´ D
(3.3-2)

( )1.14562 10 eff
da K
dN

-= ´ D
(3.3-3)

( )0.782 *d 2.11 10
d
a C
t

-= ´
(3.3-4)

( )1.8379.3 10 eff
da K
dN

-= ´ D
(3.3-5)

( )0.6423 *d 4.8 10
d
a C
t

-= ´
(3.3-6)

KAERI가 600°C 환경에서 용접금속에 대해 제시한 CCG 모델은 식 (3.3-7)과 같으며, 이에 대

한 실험 데이터는 그림 3.3-24와 같다.

( )0.922 *d 4.6 10
d
a C
t

-= ´
(3.3-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G91-4
600oC
5000N

Cr
ac

k 
le

ng
th

 (m
m

)

Time (h)

그림 3.3-24 CCG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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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MS 재료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법 개발

FMS 재료의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16에 아직 평가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A16의 균열개시 및 성장 평가

절차를 FMS 재료에 확장시킨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동 절차를 따른 평가결과를 구조시험 결과

와 비교 분석하였다. 균열개시 평가에 적용하는 σd 방법에서 d값을 스테인리스강에서의 50μm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CEA가 제시한 36μm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크립-피로 균열 개시

평가를 수행했다.

Mod.9Cr-1Mo
1

2

316L

Alloy 800HT

Mod.9Cr-1Mo

(a) IHX 지지구조(1/2대칭) (b) 바깥 쉘 부분 전개도

그림 3.3-25 구조모델 형상

계산위치는 그림 3.3-25에서 Mod.9Cr-1Mo강 재질 결함 위치 2번이다. d=50μm인 경우의 평

가결과는 식 (3.3-8)에, d=36μm 경우의 결과는 식 (3.3-9)에 제시하였는데, 두 결과를 보면 먼저

크립 파단수명은 Mod.9Cr-1Mo강 재질이 매우 빠르게 응력 완화가 발생하여 동일한 수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로 수명에 대해서는 d=36μm 경우가 d=50μm인 경우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

났다.

286 24010
n t DD

+ £
(3.3-8)

150 24010
n t DD

+ £
(3.3-9)

한편 A16은 최신 2007년판에서 기존의 2002년판 대비 평가절차가 일부 개정되었고, 크립 파단

응력 등의 물성치도 일부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16L 재료가 포함된 그림 3.3-25(b)의 구조

시편 결함 1번에 대해 기존 및 최신 버전을 따라 크립-피로 균열개시 및 성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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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개시 평가결과 2002년판을 따른 평가결과는 식 (3.3-10)과 같이 크립 손상이 과도하게 크

게 평가된 반면 2007년판을 따른 평가결과에서는 식 (3.3-11)과 같이 크립 파단 수명이 더욱 길게

나타났다.

( )316L, 30ton 1610 0
n tA W DD

+ = + £
® (3.3-10)

( )316L, 30ton 1623 4073
n tA W DD

+ = + £
(3.3-11)

균열개시 평가 결과가 2002년판과 2007년판에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그림

3.3-2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RCC-MR의 물성치인 A3[3.3-5]에서 특히 크립 물성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2007년판 A3에 명시된 316L과 Mod.9Cr-1Mo강의 장기간 크립 파단 물성치는 그림

3.3-2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6L이 월등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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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0 200000 300000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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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L (2007Ed.)

316L (2002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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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0 200,000 300,000
t (h)

S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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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L

Mod.9Cr-1Mo

(a) 크립 파단응력 비교(2002Ed.과 2007Ed.) (b) 크립 파단응력 비교 (2007Ed.)

그림 3.3-26 A3의 물성치 개정

다. FMS 재료 균열성장 평가법 개발

(1) IHX 지지구조 시편

그림 3.3-25(b)의 FMS 재질인 결함 위치 2에서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A16의 평가법을 확장시

켜 크립-피로 균열성장을 평가하였다. FCG 모델은 식 (3.3-4)를, CCG 모델은 식 (3.3-3)과 식

(3.3-5)을 적용하였다.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결과는 그림 3.3-2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CEA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KAERI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균열 진전량이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CEA 모델은 1T시편, 550°C에서 기초한 모델인 반면 KAERI 모델은 0.5T 시편,

600°C에 기초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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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Mod.9Cr-1Mo강 결함부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 결과

그림 3.3-25(b)의 316L 재질 결함 1번에서 크립-피로 균열성장에 대해서는 A16에 평가절차가

존재하므로 2002년판과 2007년판을 이용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그림 3.3-28에서와 같이

2007년판을 따른 평가결과가 2002년판을 따른 평가결과보다 상한(upper bound) 및 하한(lower

bound) 사이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이들은 대체로 시험결과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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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균열성장 평가 결과 비교

(2) Mod.9Cr-1Mo강 광판(wide plate) 시편

Mod.9Cr-1Mo강 광판 모델에 대한 3D 유한요소 해석은 먼저 그림 3.3-25(a)에서와 같이 1/4

대칭 모델을 이용하여 굽힘 하중을 받는 광판 시편이 하중 작용 시 노와 접촉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표면 균열이 없는 단순 3D 모델을 이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굽힘에 따른 수평

변형량이 어느 노의 간극 내에 수용되는 지 여부와 균열면을 여는 인장응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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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3.3-7]를이용한 응력해석 결과는 그림 3.3-29(a)에서와 같이 균열 부위에서 최대 인

장응력이 약 371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께가 25mm인 광판에 깊이 2.5mm의 표면 균열

이 존재할 때 형상을 단순화시킨 3D 균열체 모델은 그림 3.3-29(b)에서와 같이 균열선단에서의

선형탄성 응력이 매우 크게 계산되었다. 크립-피로 균열성장은 A16 평가법을 확대 적용하여 평

가하였다.

(a) vertical normal stress (defect free) (b) normal stress (cracked body)

그림 3.3-29 1/4 대칭모델에 대한 응력선도

본 해석에서는 중규모 판재시편의 전체 응력양상 및 변형 거동의 검토, 그리고 가열기 벽면과

시편의 접촉 발생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판재시편-지그의 1/4 모델에 대해 예비 응력해석을

수행했다. 열하중은 시편의 벽면에 550°C가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 단순화 하고 응력해석을 수행

한 결과 액츄에이터 하중 10톤을 가할 때 Mises 응력은 최대 354.3MPa로, 수직방향의 계산 응력

은 그림 3.3-29에서와 같이 최대 370.9MPa로 나타났으며, 수평방향 변위의 팽창량은 최대 약

9.4mm인 것으로 나타나 시편과 가열기 벽면사이의 간격인 30mm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다.

Mod.9Cr-1Mo강의 크립-피로 균열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로 균열성장(FCG) 및 크립 균

열성장(CCG)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먼저 선정한 후 A16의 평가절차를 따라 균열 성장량을 각각

계산한 후 선형적으로 합산한다.

Mod.9Cr-1Mo강의 FCG 모델로는 CEA가 제시한 550 C〫 모재에서의 식 (3.3-5)와 KAERI가

개발한 600 C〫 모재에서의 식 (3.3-2)를 사용하였다. 또한 크립 균열성장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세 개의 CCG 모델을 적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ERI가 모재에 대해 수행한

CCG(0.5T, 600°C) 모델은 식 (3.3-4)와 같고, CEA의 모재 및 용접금속에 대한 식 (3.3-6)과 식

(3.3-7)을 적용하였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한 시간의 유지시간 동안 식 (3.3-7)의 C* 적분을 계산하고, 이어서

크립 균열 성장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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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9268 11.1331.5803 10pe e s- -= ´ ´ ´ (3.3-12)

.
20 8.24971.0745 10se s-= ´ × (3.3-13)

A16에서는 피로 균열성장과 크립 균열성장을 선형적으로 합산하여 크립-피로 균열 성장량

을 계산한다. 일차 크립(primary creep) 및 이차 크립(secondary creep) 변형률은 위의 식

(3.3-12) 및 식 (3.3-13)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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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용접부

그림 3.3-30 크립-피로 균열 진전량

최종적으로 모재 광판 시편의 경우 크립-피로 균열 성장량은 그림 3.3-30에서와 같이 KAERI

600°C 모델-일차 크립 모델 적용 시 균열이 가장 많이 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이차

크립 모델 적용 시, 그리고 CEA의 일차 크립 모델 적용 시 그리고, CEA 모델-이차 크립 모델

적용 시의 결과가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용접금속에 대한 균열성장량 계산 결과도 모재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시험 조건은 유지시간이 1시간이므로 일차 크립 수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A16에는 이

차 크립 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평가결과는 별도의 구조시

험을 수행하여 구조시험에서의 관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동 평가절차의 보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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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MS 재료 구조물 고온 균열 성장 시험

가. 구조시험장치 및 시편

1단계 3년간 활용된 고온 구조 시험장치의 형상은 3-30(a)에서와 같이 1MN 용량 액츄에이터

시스템이며, 구조시험 연구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은 그림 3.3-31(b)의 IHX 지지구조 시편과 그림

3.3-31(c)의 Mod.9Cr-1Mo강 광판 시편이다.

(a) 1MN 용량 액츄에이터 시스템 (b) IHX 지지구조시편 (c) Wide Plate 시편

그림 3.3-31 구조시험장치 및 시편 형상

(1) IHX 지지구조 시편

IHX 지지구조 시편은 그림 3.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헤드 위에 지지되는 IHX 지지

구조의 Y-구조 형상을 모사하는 것으로, 시편에 해당하는 외부 쉘 부의 제원은 외경 500mm, 높

이 440mm이다. Mod.9Cr-1Mo강 재료의 용접부 거동을 보기 위해 본 구조시편에서는 원주방향

으로 다섯 라인의 용접 가공을 하였다. 시편은 유도 가열코일을 이용하여 가열하였으며, 유도가

열기가 장착된 시편의 개념도는 그림 3.3-32와 같다.

coil 540

500mm

6.35
specimen

그림 3.3-32 IHX 지지구조 시편 모사 형상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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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9Cr-1Mo 광판 시편

Mod.9Cr-1Mo강 광판 시편은 그림 3.3-31(c)에서와 같이 두 개의 광판(廣板 : wide plate)시편

이 듀얼로 장착되는데, 각 시편의 형상은 그림 3.3-33에서와 같이 하나의 시편은 균일 모재 재질

의 시편이고, 다른 하나의 시편은 중앙이 용접된 시편이다.

두 개의 광판 시편이 그림 3.3-34와 같이 상하의 회색 지그에 의해 고정되고, 오렌지색 두 광

판 시편에는 그림 3.3-34(a)에서와 같은 형상의 표면 균열이 가공된다. 두께가 25mm인 각 시편

의 중앙에는 깊이 2.5mm, 폭 90mm의 표면균열이 방전가공에 의해 가공됐고, 용접시편에서는

Mod.9Cr-1Mo강 용접부에서 소위 Type IV 균열이 발생하는 부위로 알려진 모재와 열영향부의

경계 위치인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에 결함이 가공됐다.

(a) 모재 시편 (b) 용접 시편 형상

그림 3.3-33 Mod.9Cr-1Mo강 광판 시편 형상 및 제원

(a) 결함 형상
(b) 구조시편 체결 개념도

그림 3.3-34 Furnace 형상 및 시편 장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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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노 형상 및 시편 장착 개념도

광판 시편용 가열기는 칸탈와이어 방식의 노(furnace)이며, 2기의 가열기를 나란히 배치시키

고, 각 가열기는 별개의 제어기를 가지며, 가열기 전체의 제어는 랩뷰 기반으로 작성한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중앙 PC에서 제어한다. 노 내부에서 시편 관심부의 균일한 온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가열기를 5단으로 나눠 제어(5-zone control)하는데, 이는 프랑스 CEA가 사용하고 있는 3단

(3-zone) 제어에 비해 더 균일한 온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의 형상 및 듀얼 시편이

장착된 형상 이미지는 그림 3.3-35와 같다.

한편 광판 시편에서 표면 균열길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 DCPD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그림 3.3-36(a)와 같이 직류전원공급기로부터 원격 위치에서 입력 직류

전류를 인가하고, 그림 3.3-36(b)와 같이 균열면의 상하로 부착된 다채널에서 측정되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고온 환경에서 표면균열의 길이 및 형상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2차원 균열형상의 변화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 시편 내 센서 부착도
(b) 다채널 DCPD의 장착

그림 3.3-36 중규모 판재 시편 열전대 및 DCPD 전선 부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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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HX 지지구조 크립-피로 균열 거동 시험

소듐냉각 고속로 구조물에서 통상 가장 취약한 부위의 하나로 분류되는 IHX 지지 부위를 모

사하여 제작한 구조시편은 그림 3.3-32와 같다. 시편은 Mod.9Cr-1Mo강과 316L 스테인리스강 및

Alloy 800HT 재료로 제작된 y-구조형상이며, 시편은 600°C까지 가열된 후 2시간의 유지시간을

거친 후 냉각된다.

1회의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은 약 2시간 반이 소요되는데, 본 1단계에서는 이전에 수행했던

200 사이클의 크립-피로 시험에 추가로 2개월에 걸쳐 100사이클의 구조 시험을 수행하고, 결함부

의 균열성장 거동에 대해 평가결과 및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구조시편에는 총 300

사이클(유지시간 기준 600시간)의 크립-피로 하중이 가해졌다.

(1) 손상 및 균열거동 관찰 결과

본 시험에서는 매 50사이클(유지시간:100시간) 후 인위적으로 가공된 그림 3.3-37의 두 곳 결

함부위에서 손상 및 결함 진척도를 관찰하였다. 여기서는 SECA 코드 개발과 관련하여 316L 재

료 부위와 Mod.9Cr-1Mo강 부위의 결함 거동을 관찰 및 비교 분석하였다.

50mm

D

50mm

D

Mod.9Cr-1Mo
1

2

316L

Alloy 800HT

Mod.9Cr-1Mo

Mod.9Cr-1Mo
1

2

316L

Alloy 800HT

Mod.9Cr-1Mo

그림 3.3-37 균열개시 시험 관찰결과

(가) 316L 재료 부위

그림 3.3-37의 결함 1번에서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른 균열 거동은 그림

3.3-37에서 같이 표면 균열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크립-피로 하중 50사이클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그림 3.3-37의 손상 이미지를 보면 50사이클 후에는 아직 A16이 규정하는 50

μm의 균열개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회의 크립-피로 하중 사이클이 가해진 후에는 그림 3.3-38에서와 같이 316L 재질의

결함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결함의 성장량은 300 사이클 후 약 0.11mm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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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ycles 200 cycles 250 cycles 300 cycles

그림 3.3-38 316L 결함부위 손상 진전도

(나) Mod.9Cr-1Mo강 부위

그림 3.3-37의 결함 2번에서 균열 거동은 316L 스테인리스강에서와는 달리 Mod.9Cr-1Mo강

의 경우 균열개시에서는 그림 3.3-39에서 같이 200 사이클 후에도 뚜렷한 균열 개시 현상이 관찰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개시 평가결과는 식 (3.3-8) 및 (3.3-9)에서와 같이 150～300 하중 사이

클이 경과한 후에 균열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결과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열성장 관찰에서는 그림 3.3-40과 같이 결함 선단에서 약간의 둔화만이 발생했을 뿐 명시적

균열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Mod.9Cr-1Mo강에 대한 그림 3.3-27의 균열성장 평가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가결과가 매우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Mod.9Cr-1Mo강 재질의 2번 결함부 온도가

316L 재료의 3번 결함부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실제 결함부의 손상 관찰결과는 결함번호 1

의 316L 결함부보다 손상이 훨씬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36mm

D’

36mm

D’

그림 3.3-39 Mod.9Cr-1Mo강 균열 이미지 (200 사이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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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Mod.9Cr-1Mo강 결함부위의 손상 진전도

다. Mod.9Cr-1Mo강 광판 시편의 크립-피로 균열거동 시험

(1) 작용하중

Mod.9Cr-1Mo강 재질의 광판 시편은 기계 및 열 하중을 받는다. 기계적 하중은 그림 3.3-41에

서와 같이 시편 지그의 중앙부위에서 구조시험장치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가하게 된다. 기계

적 하중은 그림 3.3-42와 같이 초기 균열 발생을 위한 pre-cracking 하중이 먼저 가해지고, 이어

서 노(furnace)를 이용하여 550〫〫C 환경에서 1시간의 유지시간(hold time)을 갖는 크립-피로 하중

을 가하고, 이어서 시편에 하중 식별을 위한 beach-marking 하중을 가한다. 여기서 pre-cracking

은 피로균열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균열선단을 날카롭게 가공하여 파괴역학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시편의 선가공 과정이다.

그림 3.3-41 기계적 하중 개념도

Load 
(KN)

time (min)

Pre-cracking C-F loading (I) C-F loading (II)

Beach-markingHold time (1hr)

p1

p2

그림 3.3-42 기계적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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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일하중 부가 여부 분석

두 개의 시편이 장착되는 그림 3.3-41의 구조시험에서 용접시편 및 모재시편 두 개의 거동을

같은 시험환경에서 직접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 균일한 하중이 가해지도록 시험 환경을 설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시험에서는 용접시편 및 모재시편에 균일한 하중이 가해지는 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3.3-41에서 두 개 시편의 안쪽 중앙 면에 두 개씩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

고 인장 및 압축하중을 가하며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10톤 인장시험 및 5톤 압축시험 결과는 그

림 3.3-43에 나타냈다. 각 위치에 따른 최대 변형률은 40초부터 140초까지 평균값은 표 3.3-6과

같다. 4개의 변형률 중에서 최대변형률과 최소변형률의 차이는 인장 하중에서는 × , 압축

하중에서는 ×  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특히 본 시험에서 하중 조건인 압축하중에서 오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듀얼 시험편에서는 하중 편중이 거의 없이 균일한 하중이 가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 60 120 180
-0.0005

0.0000

0.0005

0.0010

0.0015

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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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ime[sec]

 [1]
 [2]
 [3]
 [4]

(a) 인장시험(10 ton)

0 60 120 180
-0.0012

-0.0009

-0.0006

-0.0003

0.0000

0.0003

St
ra

in

Time[sec]

 [1]
 [2]
 [3]
 [4]

(b) 압축시험 (5 ton)

그림 3.3-43 인장시험 및 압축시험 변형률 측정 결과

최대 변형률 [1] [2] [3] [4]

인장(10 ton) 0.001594 0.001536 0.001604 0.001694

압축(5 ton) -0.0009 -0.00092 -0.00089 -0.00087

표 3.3-6 인장 및 압축시험에 대한 최대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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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cracking 시험

두 개의 시편에 상온에서 10톤의 기계적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그림 3.3-34에서와 같

이 지그의 형상이 유연한 형상이기 때문에 빠른 주기의 하중을 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피로

하중을 0.035Hz로 가하하고, 주기적으로 이동식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피로 균열의 전파 여부를

관찰하였다. 1,500 사이클이 가해진 후에 관찰한 결함 선단의 이미지는 그림 3.3-44와 같이

pre-cracking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로 균열을 생성시키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통상 고온 구조물의 크립-피로 특성시험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 시험연구에서

도 피로 균열이 발생하면 이어서 고온에서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a) 하중 가하기 전 (b) 1,500사이클 가한 후

그림 3.3-44 결함부 pre-cracking 이미지

7. 구조 시험을 통한 FMS 구조물의 크립-피로 균열거동 평가기술 검증

가. 크립-피로 균열개시 평가 기술

그림 3.3-25의 Mod.9Cr-1Mo강 재질의 결함 2번 위치에서 크립-피로 균열개시에 관한  접

근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는 특성 길이가 d=50㎛ 경우와 d=36㎛인 두 경우 모두 300사이클 이내

에 균열이 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구조시험 결과에서는 그림 3.3-39에서와 같이 균열

개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Mod.9Cr-1Mo강 재질에 대해

A16을 확장하여 개발한 균열개시 평가법이 비록 하나의 구조 시험결과와 비교를 하였지만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16이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316L 재료에 대해 2002년판 및 2007년판 A16의 크립-

피로 균열개시를 평가한 결과와 그림 3.3-37의 구조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식 (3.3-10) 및

(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판은 보수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에 가깝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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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 기술

크립-피로 균열성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확장 개발한 Mod.9Cr-1Mo강의 크립-피로 균열

성장 평가법이 본 구조시험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수성

을 줄여 실제 거동을 잘 모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을 통한 보수성의 정량화와

A16 기반의 평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구조시험에서는 그림 3.3-40에서와

같이 Mod.9Cr-1Mo강 재질의 결함에서 300사이클 후에도 균열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

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Mod.9Cr-1Mo강의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법을 따른 평가결과는

그림 3.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크립-피로 손상 평가 기술

앞에서는 결함이 존재하는 고온 구조물의 크립-피로 균열개시 및 성장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

험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의 취약 부위에서 고온 설계지침의

보수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SME-NH와 RCC-MR을 따라 Mod.9Cr-1Mo강, 316L 및 Alloy

800HT 재료 부위에 대해 각각 크립-피로 손상 평가 결과 및 관찰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Grade 91

Alloy 800HT

Grade 91

Grade 91

316L

316L
(a) #1 (Grade 91,HAZ)

(b) #8 (Grade 91,HAZ) (c) #9 (Grade 91,HAZ)

9

1 2 3

5 46

7

11

8

그림 3.3-45 Mod.9Cr-1Mo강 부위의 손상 이미지 (200 사이클 후)

그림 3.3-45에서 Mod.9Cr-1Mo강 재질의 9번 위치에서 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결과는 식 (3.3-14)에, RCC-MR의 RB-3200을 따른 손상 평가결과는 식 (3.3-15)에 나타났

다. 두 식을 비교하고, ASME-NH의 크립-피로 포락선(envelope curve) 교점이 (0.1, 0.01)로

RCC-MR의 (0.3, 0.3)에 비해 허용면적이 훨씬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IHX 지지구조 시편 문

제에 있어 Mod.9Cr-1Mo강 재료의 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 평가가 RCC-MR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 (3.3-10) 및 (3.3-11)을 따른 손상 평가결과에서는 구조 시험

초기에 파손(failure)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관찰결과 무결함 부위에서는 그림 3.3-45

에서와 같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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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16L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무결함 부위인 그림 3.3-46의 4번 위치에서 ASME-NH를 따

른 크립-피로 손상의 설계평가 결과는 식 (3.3-16)에, RCC-MR을 따른 손상평가결과는 식

(3.3-17)에 나타냈다. 두 식을 비교해보면 316L 재료에 대해서도 ASME-NH을 따른 식 (3.3-12)

에서 특히 크립 파단시간(tr=5,171 hr.)이 RCC-MR의 파단시간(tr=94,664 hr.)보다 훨씬 작게 나

타나 ASME-NH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16L 재료의 4번 위치에서 200사이클의 크립-

피로 하중이 가해진 후의 관찰결과는 그림 3.3-46에서와 같이 가시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험 및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평가결과에서 파손이 발생하는 사이클이

ASME-NH를 따른 경우에도 5,000 사이클 부근으로 구조시험을 수행한 200사이클보다 훨씬 크

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운 상태이다. 크립-피로 손상 평가에서 ASME-NH가 RCC-MR보다

보수적인 경향은 해외의 연구사례[3.3-8]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Grade 91

Alloy 800HT

Grade 91

Grade 91

316L

316L

9

1 2 3

6

45

7 8

그림 3.3-46 316L 및 Alloy 800HT 부위의 손상 이미지 (200 사이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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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1. SIE ASME-NH 전산코드 개발

SIE ASME-NH 전산코드는 ASME-NH 고온원자로 1등급 기기 및 계통 구조물에 대한 설계

평가 절차를 평가항목별로 전산화한 모듈들을 통합한 전산 프로그램이며(그림 3.4-1), 이미 등록

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두산중공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INPUT-DATA.f :
(Input data)

P-LIMITS.f :

(Primary stress limits)

S-LIMITS.f :

(Inelastic strain limits)

CF-LIMITS.f :

(Creep-fatigue)

CF-INELASTIC.f :

(Ceep-fatigue)

MAT-DB.f

(Material DB evaluation)

Mat-e.f : Elastic modulus (E)
Mat-sy.f : Yield strength values (Sy)
Mat-so.f :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 (So)
Mat-sm.f : Time-in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mt)
Mat-st.f : Time-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t)
Mat-smt.f : Lower of two stress intensity values, Sm and St (Smt)
Mat-st-time.f : Maximum allowable time by St-vs-time (tim, tib, tir, tibr)
Mat-srv.f : Expected minimum stress-to-rupture values (Sr)
Mat-srv-time.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by Sr-vs-time (Td)
Mat-srv-time-weld.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at weldment
Mat-srf.f : W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Mat-srs.f : Stress relaxation strength values (SrH , SrL)
Mat-iso-strs.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ess calculation
Mat-iso-strn.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ain calculation
Mat-iso-time.f : Isochronous stress-strain for time point determination
Mat-fatigue.f : Allowable number of cycle for fatigue (Nd)
Mat-cf-fatigue.f : Fatigue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Mat-cf-creep.f : Creep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Creep-strain.f : Creep strain increment for creep-fatigue evaluation
Bree-b1b3.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s. B-1 and B-3 (Z)
Bree-b2.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 B-2 (Z)
Amadj-kvd.f : Adjustment factors for inelastic biaxial Poisson’s ratio (K’v)
Amadj-tf.f : Inelastic multiaxial adjustment factors (f)
Axi-tresca.f : Calculation of Tresca stress intensity for axisymmetric models
Axi-principal.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axisymmetric models
Gen-tresca.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general models 

Max-strn-range.f : Calculation of max-strain range from components time history
Wall-temp : Calculation of max and min-wall averaged temperature

(Module)

(Main Program)

SIE ASME-NH.f

(Main program)

그림 3.4-1 SIE ASME-NH 전산코드의 구성

SIE ASME-NH 는 ASME-NH 규정에 따른 고온구조건전성 설계평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설계해석 과정상의 오류를 배제하고, 복잡한 고온 설계평가 과정들을 모두 전산화하여 수계산

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적 오류를 배제함으로써 공학적 설계평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SIE ASME-NH 전산코드 적용예제 수행

개발된 전산코드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국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계 절차 및 적용 예제에 대한 SCI 논문 게재를 신청하였다. 논문에 적용한 예제는 소듐

냉각 고속로 자유 액면부를 관심부로 선정하여 크립-피로 설계해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SCI

논문에 개제 완료하였다(그림 3.4-2).



- 5-86 -

 RV LB GV

Air=115.5oC

RV Head

Cover Gas=400oC

Hot Pool
= 587.8oC

Thermal Barrier

RV LB GV

Air=115.5oC

RV Head

Cover Gas=400oC

Hot Pool
= 587.8oC

Thermal Barrier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0.00

0.01

0.02

0.03

0.04

0.05

Cr
ee

p 
Da

m
ag

e

Time, hours

Inner Surface

Outer Surface

그림 3.4-2 SIE ASME-NH 적용 예제 및 평가 결과

3. 사용자 지침서 발간

기존에 발간되었던 SIE ASME-NH 전산코드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한 Revision 1.0을 발간하

였다[3.1-20]. Revision 1.0의 주요 보완 사항들은 그림 3.4-3과 같이 하중시간이력 조합 기능과

설계재료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하였다.

Steady State

Time

Temp

Total service life
time of component

Time block (n)

Cycle type 1
Cycle type j

Cycle type 2

Steady State

Time

Temp

Total service life
time of component

Time block (n)

Cycle type 1
Cycle type j

Cycle type 2
----------------------------------------------------------------------
*DESIGNLIFE
300000
*LOADHISTORY
2   (Total load sets)
S1  2  10  (for set 1 including 2 cycle types with 10 times)
S2  3   5   (for set 2 including 3 cycle types with 5 times)
S1C1  1  1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1C2  2    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1  1  15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3  3    2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S2C4  4    3000.   (Data for set 1 and cycle type 1)
----------------------------------------------------------------------

그림 3.4-3 Revision 2.0 주요 개선 사항

4. 미국 ASME-NH 표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전산코드 활용

고온 원자로 설계 평가 및 SIE ASME-NH 전산코드 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국

ASME 원자력 표준규격 위원회의 정회원(working group on liquid metal reactor, subgroup on

high temperature reactors)으로 위촉받음으로써 한국의 제4세대 원자로 고온구조 설계평가기술

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 ASME 표준규격위원회로부터 SIE

ASME-NH 전산코드의 사용을 정식 요청받아 Mod.9Cr-1Mo 강의 크립-피로 설계기준 개정작업

에 활용하고 있다(그림 3.4-4). 이는 SIE ASME-NH 전산코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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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ASME 원자력 표준규격 위원회 활동 및 SIE ASME-NH 전산코드의 활용

가. ASME 9Cr-1Mo-V 설계재료 크립-피로 설계기준 개정 활용

ASME-NH 고온 원자로설계해석 기술에 대한 검증과 개발된 SIE ASME-NH 전산코드의 국

제적인 검증을 위하여 ASME-NH 설계코드를 직접 제개정하는 코드위원회 활동(크립-피로

Task force 팀)에 참여하여 SIE ASME-NH 전산코드의 기술적인 배경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현재 9Cr-1Mo-V 강의 크립-피로 설계평가의 보수성을 제거하기 위한 ASME 위원회의 노력

이 진행 중이다. 크립-피로 Task force 팀의 요청에 의하여 SIE-ASME-NH 전산코드를 이용하

여 ASME 위원회에서 제공한 크립-피로 시험결과에 대한 ASME-NH 설계기준의 보수성을 검

증하는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산에 사용된 최적가정

주어진 시험결과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을 위하여 기존의 ASME 위원회 계산에서 사용된 것

과 동일한 다음과 같은 최적가정 (Best fit assumptions)을 적용하였다.

- 2 & 20 안전계수를 제거한 평균 피로설계곡선 사용

- 선택적으로 RCC-MR 피로곡선 사용

- RCC-MR의 평균 크립파단응력 곡선 사용

- K' 계수 = 1

- 주기적 연화와 대칭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1.25 계수 사용 (이 계수는 등시성곡선에서 Hold

time이 시작되는 초기응력 결정에 사용)

ASME-NH 설계코드의 경우 현재 9Cr-1Mo-V 강에 대한 피로설계곡선은 540℃ 자료만 제공

되며 온도의존성 피로자료 제공이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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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ASME-NH 크립-피로 검증계산

표 3.4-1은 ASME-NH 위원회에서 제공한 1차 크립-피로 평가에 사용된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시험편은 모두 23개이며 온도조건은 538℃와 550℃ 두 종류며 JNC와

ORNL에서 시험된 자료들이다. 고온유지는 인장(T) 또는 압축(C)의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총변형율범위는 0.345%에서 최대 1.5%이다.

표 3.4-1 9Cr-1Mo- 강에 대한 크립-피로시험 자료 (1차)

그림 3.4-5는 시험편 JNC2와 ORNL D에 대한 SIE ASME-NH에서 등시성곡선으로부터 계산

한 응력완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고온유지시간(1h) 동안 응력이 급격하게 완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5 계산된 응력완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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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은 표 3.4-1의 시험시편에 대한 크립-피로손상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모두 실

제 시험결과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크립-피로손상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크립-피로손상 계산결과 (표 3.4-1)

(3) 2차 ASME 크립-피로 검증계산

표 3.4-2와 표 3.4-3은 Task force팀에서 제공한 2차 크립-피로 평가에 사용된 시험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시험결과는 모두 29개이며 3가지 온도조건 (482, 538, 593) 조건에서

인장 유지시간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총변형율 범위의 변화에 등을 고려한 시험조건들의 조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변형율 범위는 0.4%에서 최대 1%까지 시험되었다. 따라서 표에서 크립-피

로 평가에 사용된 항목들은 시험온도, 총변형율 범위, 인장유지시간, 파단까지의 횟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SIE ASME-NH의 크립-피로 평가모듈을 활용하여 위의 표에서 주어진 시험조

건에 대한 크립-피로손상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4-7은 표 3.4-2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주어진 시험결과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은 현재 ASME-NH

의 설계기준인 (크립: 0.01, 피로: 0.1)의 설계제한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

제로 크립-피로 파단이 발생한 시험결과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ASME-NH 설계평가절차와 기준

이 제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험편 No. 7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는 이전의 미국

ORNL (Ok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계산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며 이는 설계코드 개정

시에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림 3.4-8은 표 3.4-3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계산결과는 모두 설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편 No.394-63T의 경우에는 크립 손상은 매우 작은 반면에 피로손상이 크게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변형율 범위가 1%로 매우 크지만 온도가 낮고 인장유지시간

이 0.01h로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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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9Cr-1Mo-V에 대한 크립-피로 시험자료 (1)

표 3.4-3 9Cr-1Mo-V에 대한 크립-피로 시험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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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표 3.4-2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

그림 3.4-8 표 3.4-3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

ASME-NH 위원회에서 제공된 SIE ASME-NH 전산코드를 사용한 제2차 9Cr-1Mo-V 강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시험시편 조건에 대한 SIE ASME-NH 고온 크립-피로 계산절차가 입증됨.

- 그러나 ASME-NH 설계코드에 적용된 모든 안전계수를 제외한 최적가정 조건하에서 계산

된 크립-피로 계산결과는 현재의 크립-피로 기준인 (0.01, 0.1)보다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9Cr-1Mo-V 강에 대한 현재의 ASME-NH 크립-피로 기준은 RCC-MR과 같은 수

준으로 보수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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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ASME-NH 크립-피로 검증계산

지금까지의 검증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재료 9Cr-1Mo-V 강에 ASME-NH의 설계기준의

보수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SME-NH 위원회에서는 실제 미래원자로의 설계수명

인 60년에 대한 ASME-NH의 보수성을 평가하기로 하고 SIE ASME-NH 전산코드의 계산결과

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SIE ASME-NH 전산코드 계산결과를 제시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일반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SIE ASME-NH 전산코드를 사용한 크립-피로손상 계산

- 가정된 설계수명: 300,000h, 500,000h

- 총변형율범위: 0.1 % 이상

- 사이클횟수: 1, 1E1, 1E2, 1E3, 1E4, 1E5

- 피로설계곡선은 540℃ 사용

그림 3.4-9는 설계수명 500,000h에 대하여 총변형율 범위 및 사용횟수에 대한 크립-피로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총변형율 범위와 사용횟수가 증가할수록 크립-피로손상

은 증가하며 총변형율 범위가 0.1%인 경우에 설계사용횟수는 100회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총변형율 범위가 일정할 경우에 사용횟수에 따라서 크립손상 계산결과가 급

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하중이 반복되면서 응력완화곡선이 그림 3.4-10 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

크립손상 계산시에 보수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총변형율 범위가 0.15%인 경우에는 설계사용

횟수가 10회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ASME-NH의 크립-피로 설계절차가

매우 보수적인 적으로 판단된다.

그림 3.4-9 크립-피로손상 계산결과 (500,0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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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반복하중에 따른 응력완화 곡선

(5) 4차 ASME-NH 크립-피로 검증계산

이전의 검증계산결과를 토대로 설계재료 9Cr-1Mo-V 강에 대한 크립-피로 설계기준의 보수

성을 제거하기 위한 코드개정을 위하여 ASME-NH 위원회에서 제공된 시험결과에 대하여

ASME-NH에서 규정하는 모든 안전계수들을 고려한 크립-피로 계산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들을 ASME-NH 위원회에 발표하였다. 시험자료는 각 온도조건에서 공기, 소듐, 그리고 진공 분

위기에서 인장 또는 압축 유지시간을 고려한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들을 포함한다.

검증계산에 적용된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다.

- 고려된 시험결과 자료는 DOE/ASME Gen-IV Material Project Task 10 Report의 제시되어

있음.

- 크립-피로손상 계산에는 ASME-NH 절차상의 모든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SIE ASME-NH

전산코드를 사용함.

- 크립손상계산을 위하여 K'= 0.9를 사용함.

- 응력완화곡선을 구하기 위하여 등시선 응력-변형율 곡선을 사용.

- 피로손상 계산에는 RCC-MR 자료를 사용.

그림 3.4-11은 ASME-NH와 RCC-MR의 크립손상 계산을 위한 9Cr-1Mo-V 강의 응력-파단

곡선을상호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RCC-MR의 최소 응력-파단곡선은 평균 응력-

파단곡선에 비해 크립평가시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최소 응력-파단곡선을 사용하는

ASME-NH 설계코드는 초기거동에서 RCC-MR의 평균 응력-파단곡선에 비해 보수적이지만 설

계수명에 가까워질수록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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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응력-파단곡선 비교

그림 3.4-12는 피로곡선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540℃에서 ASME-NH 코드가 RCC-MR에 비

해 덜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13은 크립-피로손상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차 검증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

든 시험조건에서의 크립-피로손상 계산결과는 시험결과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4-12 피로설계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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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크립-피로손상 검증계산결과 (4차)

5. SIE ASME-NH 사용자 세미나 개최

KAERI, 두산중공업, KOPEC, KAIST, KEPRI 및 태성에스엔이(ANSYS) 등이 참석한 가운데

SIE ASME-NH 사용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SIE ASME-NH를 활용한 평가 결과를 상호 비

교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문제를 제시하였다. 1차 벤치마크 문제로 튜브시트-쉘 접합 구조물을 선

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서 SIE ASME-NH 전산코드의 개선점을 보완하였

으며, 현재는 2차 벤치마크 문제로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 부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였다.

가.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구조해석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는 원자력플랜트의 주요 구조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조

물의 재질 및 구조형상의 설계는 중요하며, 이러한 설계는 제작경험, 연구개발 자료 및 운전조건

의 고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차세대 원자로의 고온에서의 운전조건은 원자로 용기재료로써 고온 크립 저항성이 좋은

modified 9Cr-1Mo강과 같은 고크롬강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modified 9Cr-1Mo강은 371

℃이상의 고온 환경에 대하여 ASME Sec. III NH 코드에서 설계규정 및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벤치마크 해석은 Gen-IV 1등급기기의 주요 구조물 중의 하나인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 구조물

에 대하여 modified 9Cr-1Mo강으로 설계하고, 60년 수명을 고려한 고온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Service Level A 운전조건에서의 열 및 기계적 하중 조건에 대하여 ASME NH 코드 규

정에 따른 응력 및 변형률 한계 요건의 만족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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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2차원 형상

그림 3.4-15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3차원 형상

(1)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의 모델링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구조는 duct, upper head 및 상부 플랜지로 구성된 단일 구조물이다.

그림 3.4-14 및 그림 3.4-15는 ANSYS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모델링된 원자로 헤드 및 플

랜지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헤드의 내경은 285cm이며, 높이는

317cm로 설계되었으며, 원자로 헤드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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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및 그림 3.4-17은 열 및 기계적 하중에 대한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열하중은 full

power 정상운전에서 원자로헤드 내부 냉각재의 온도가 510℃이며 재장전 운전동안 204℃로 내려

간다. 기계적 하중은 내부 설계압력이 3.5MPa 이고 원자로헤드 duct에 작용하는 end cap 하중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였다. 표 3.4-4는 해석에 사용된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의 주요 설계변수를 나

타낸다.

   ×   ×  ×  ×    ×  

   
  

          

      ×        ×  

그림 3.4-16 정상운전 열 하중 경계조건 그림 3.4-17 기계적 하중 경계조건

표 3.4-4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주요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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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해석 및 응력해석

열해석 및 응력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modified 9Cr-1Mo강의 물성치는 표 3.4-5에 나타내었

다.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의 고온설계평가에 사용된 열하중은 2가지 타입을 고려하였다.

Cycle type-1은 정상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상태로 냉각되며 일정 시간 후에 다시 가열과정을

거쳐 정상운전 상태로 도달하며, 이러한 사이클 형태의 총 운전 반복횟수는 180이다. Cycle

type-2는 정상운전에서 Hot-standby 운전 상태로 냉각된 후 다시 정상운전 상태로 가열되는 과

정을 거치며 설계수명동안 총 반복 사이클 수는 900회를 고려하였다. 그림 3.4-18은 열하중으로

작용하는 두개의 사이클 형태에 대한 시간에 따른 냉각재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표 3.4-5 Modified 9Cr-1Mo 강의 물성치

그림 3.4-18 열하중의 시간 온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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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구조해석을 위한 총 설계수명은 60년을 고려하였다. 그림 3.4-19는

cycle type-1의 정상상태로 부터의 냉각 및 재장전상태에서의 가열 직후의 원자로 헤드 및 플랜

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4-20은 cycle type-1에 대한 원자로헤드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 재장전 운전에서 구조물의 벽 온도는 204℃로 유지되며 Heat-up 운전 뒤 200시간

후에 510℃의 벽 온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로헤드 온도구배는 기하학적 불연속을

나타내는 플랜지 부분에서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Cool-down (b) Heat-up

그림 3.4-19 Cycle type-1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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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ol-down

그림 3.4-20 높이에 따른 cycle type-1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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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은 cycle type-2의 hot-standby에서 full power로의 운전 및 반대 운전과정에 대한

원자로 헤드 및 플랜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Cool-down 직후의 구조물 벽 온도분포는 최대 50

8℃이고 Heat-up 후 최대온도는 392℃에 이른다.

그림 3.4-22는 cycle type-2가 작용할 때 원자로헤드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Cycle

type-1과 마찬가지로 cycle type-2에서도 플랜지 부분에서 온도구배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a) Cool-down (b) Heat-up

그림 3.4-21 Cycle type-2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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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높이에 따른 cycle type-2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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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은 cycle type-1에 대한 cool-down후의 응력강도 분포를 나타낸다. 온도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랜지 윗면의 큰 온도구배는 플랜지 불연속 부에서의 응력강도를 크게 발생시킨

다. 그림 3.4-24는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의 평가단면을 나타낸다. Flange top region(A1 section),

transit region(A2 section) 및 duct bottom region(A3 section)등의 총 3개의 평가단면이 고려되

었다. 일차응력은 end cap하중 및 내부압력에 따라 duct bottom region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

고, 이차응력은 온도구배가 큰 flange top 부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3.4-23 Cycle type-1에 대한 cool-down후의 응력강도 분포

그림 3.4-24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의 평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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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ycle type-2

그림 3.4-25 최대 2차 응력강도범위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시간 점(A1 section 외면)

ASME-NH의 고온설계 규정에 따라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대 이차 응력강도 범

위를 결정하기 위한 최대 및 최소 시간 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3.4-25(a)는 플랜지 상부 내

면(A1 section)에서 최대 2차 응력강도 범위를 결정하기위한 시간이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

면 cycle type-1에서 최대 시간 점은 cooldown 후 14.72시간 뒤이며, 최소 시간 점은 heat-up 후

17시간 뒤에 발생한다. 그림 3.4-25(b)는 cycle type-2에서 최대 및 최소 시간 점을 나타낸다.

(3) 고온 구조설계 평가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에 대한 구조해석이 Service level A 운전조건에 대한 기계적 하중 및 열

하중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표 3.4-6은 flange top 단면에서 cycle type-1에 대한 고온구조 건전

성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3.6MPa의 원자로 헤드 내부 압력과 3.5 MPa의 end cap 하중에 대하여 일차응력 한계 평가결

과는 45.5MPa로 110MPa의 1차응력 한계값과 비교하여 충분한 설계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탄성 변형률 한계 평가결과는 탄성해석법에 의한 평가 결과 flange top 부위 내면에서 0.57%의

비탄성 변형률이 발생하였으며 1.0%의 설계 한계값을 만족시킨다. 또한 덜 보수적인 단순 비탄성

해석방법에 의한 비탄성 변형률은 매우 작게 평가되었다. 크립-피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피로손

상은 무시할 정도로 작게 평가 되었으며 flange top 부위 내면에서 0.04로 계산되었다. 크립 손상

은 피로손상에 비하며 매우 크게 평가되었으며 flange top 내면에서 0.6이고, 외면에서 54.8로 평

가되어 ASME-NH 크립 설계규정을 크게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림 3.4-26은 크립-피로 손상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크립 손상은 transit 부분에서 제일 작게

평가되었으며 내면 및 외면에서 약 0.3으로 비슷하게 계산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립손

상이 제일 크게 발생한 부위는 flange top이며 내면에서 크립 손상이 0.6로 평가되었으며 외면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 크립 손상 포락선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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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tems Calculated Limit value Check

qPrimary Stress Limits

Membrane 41.4  MPa 110  MPa OK

Membrane + Bending 45.5 MPa 110  MPa OK

q Inelastic Strain Limits

Elastic Approach
Inner 0.57 % 1.0 % OK

Outer 0.51 % 1.0 % OK

Simplified 
Inelastic Approach

Inner 0.00 % 1.0 % OK

Outer 0.00 % 1.0 % OK

qCreep-Fatigue Limits

Fatigue Damage
Inner 0.00 0.04 OK

Outer 0.00 0.00 OK

Creep Damage
Inner 0.60 1.00 OK

Outer 54.8 1.00 Not OK

표 3.4-6 Flange top 단면에서의 고온 구조건전성 평가결과(A1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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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c

Fatigue Damage, D
그림 3.4-26 크립 피로 손상 평가결과

(4) 결과 및 토의

SIE ASME-NH를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원자로헤드 및 플랜지 부위에

대한 벤치마크 문제를 고온구조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flange top 부위에서 크립손상이 매우 크

게 발생하였으며 ASME-NH의 고온설계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flange top 부위 필렛 접합부 상세설계 및 형상을 변화시키고, 열하중 조건을 조절하여 고온 설계

규정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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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고유개념 설정

- SFR 고유 구조 개념 도출
40 100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 신재료 기기 적용성 평가

- 독자개념의 일체형 SG/펌프

및 IHX 기기 개념 형상화
100

- 신재료 기기 적용성
평가보고서

- 일체형 SG/펌프
배치개념도

․경제성향상

후보 구조개념

도출

- 2 & 3루프 후보 개념 도출

- 신재료 적용 IHTS 루프길이

최소화 개념도

100

- 후보개념 기기배치도
(2 & 3루프)

․경제성향상

원자로 기기

개념 도출

- 2 루프 기기 최적 배치

- 대형 노심 수용 가능한 UIS

설계

100

- 2 루프 RV 기기 배치도

- 배관길이 JSFR 대비 60m
단축 IHTS 배치개념도

- IHTS 동축배관 적용
타당성 평가보고서

․경제성향상

IHTS 배관

대형화 개념

도출

- 대형 IHTS 배관 배치개념

도출

- 하부지지방식 동축배관 개념

도출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개념

도출

- 통합 기기 적용 타당성

확인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제작
100

- 통합기기 개념 특허 출원

- 기능성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동영상

․경제성향상

구조개념 설정

- 2 루프 배치특성 평가

- 원자로 안전계통 배치개념

도출
100

- 구조 배치개념 보고서

- 중간 잔열제거용(IRACS)
계통 배치 개선도

․고유 구조개념

3D 형상화

- 대용량 원자로 고유개념
형상화 및 원자로건물 배치 100

- NSSS 내부기기 배치도 및
3D 구조 개념도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목표인 기계 핵심기반기술 개발을 달성하였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 용량대비 원자로직경 최소화, 중간계통 배치 단순화 개념을 도출하여

Gen-IV 원자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선진기술개발에서는 불투명 원자로내부의 내부손상

검사 센서시스템 개발 및 원천기술 적용성을 확인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온 파단

전누설(LBB) 균열성장해석 기술을 확립하고, 고온구조 설계절차 전산화 SIE40 ASME-NH 코드

를 산업체에 기술실시하고, ASME 고온 분과에서 공식 사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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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선진기술개발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반영구 센서 개발
25 100

․다중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 10m 웨이브가이드 센서

설계/제작

- 웨이브가이드 센서 10m

장거리 초음파 신호감도 검증

시험

- 스캔 이미지 형상화 SW

개발

100

- 정밀도 2mm 인식 센서 개발

- 특허 출원 및 Gen IV
보고서

- US-MultiView 1.0

․방사각 제어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S/W 개발

및 스캐너 설치

- 이중 회전스캐너 설계 및 제작

- 회전스캐너 이송제어

프로그램 개발
100

- 이송제어 프로그램 개발

- 시제품의 초음파 발사
방사각(±5°) 변환 성능 확인

- 특허 출원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센서

및 스캐너 개발

- 이중 스캐너 제어 및 이미지
형상화 S/W 구축

100

- US-MultiView 프로그램
개발 등록

- 산업체 기술이전
(엠케이씨코리아)

- 시험용 스캐너 제작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센서시스템

수중 실증시험

(2mm 해상도)

- 중규모 수중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2mm 정밀도 실증 시험 100

- 수중 시험 장치 및 실증시험
데이터

- 성능시험 평가보고서

-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20 100

․고온 LBB 적용

경제성향상 방안

도출

- 해외 소듐누출 대책 경제성
평가

- 316SS 고온 LBB 평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SECA-LBB
316)

100

- LBB 적용 경제성
분석보고서

- 전산 프로그램 3건 등록 및
정확성 확인

․고온 LBB

시험시설 구축

- 소형 구조물 시험장치 구축

- 구조시편 크립-피로 손상 시험
100

- 시험 시설 구축

- 구조시편 10개 시험 DB

․FMS 재료 LBB

평가용 탄소성-

크립 균열

해석모델 개발

- A16 절차 적용 비교 분석

- FMS 재료 균열성장 모델 개발
100

- 균열성장 평가 모델
제시(SCI 논문 게재)

․고온 LBB 적용

기반시험

- 튜브 구조시편 시험 23개

100

- 구조시편 23개 시험 DB
생산

- Gen IV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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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
중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FMS 재료

고온하중영향

균열성장 시험

- CT 시편 FCG,
CCG(크립-피로 균열)
시험(550℃)

100

- 구조시편 20개 시험 DB 화

- Gen IV 보고서

․FMS 재료 고온

용접부 균열성장

시험

- 중규모 판재 용접부 크립-피로
시험(550℃) 100

- 용접부 구조 시험 DB 화

․FMS 재료 고온

LBB 평가코드

(SECA) 개발

- SECA-LBB P91 프로그램
개발

100

- SECA-LBB P91 프로그램
개발중

◦기반기술개발

-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15 100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

구축

- 전산코드 모듈 설계 보완

- 코드 입력 재료시험 DB 확보
100

- SIE ASME-NH Rev.1 코드

- 산업체 기술이전(두산중공업)

- 코드 사용자 지침서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SIE

ASME-NH)

개발

-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

적용 및 피드백 보완

- 2차례의 코드 사용자 세미나

개최

100

- 코드 개발 관련 SCI 논문
게재

- ASME 위원 자력 획득 및
코드 개정 참여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SIE

ASME-NH)

검증

- 재료 DB 모듈 프로그램 개발

- 산업체 벤치마크 문제 적용

세미나 개최(2회)
100

- SIE40 ASME-NH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적용 절차서

총계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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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고유 개념개발

∙표준설계 인가 및 상세설계 단계의 기계설계에 활용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및 고온 LBB 평가 기술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기술은 고온 불투명 소듐환경의 원격 가동중검사(ISI)에 활용

∙고온 LBB 평가 기술은 Gen-IV 고온 원자로의 LBB 설계 및 구조건전성 향상에 활용

-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SIE40 ASME-NH 프로그램은 신뢰성 있는 고온 원자로 고온구조설계에 활용

∙SIE40 ASME-NH의 활용으로 고온구조 설계효율성 70% 향상

◦ 경제․사회적 측면

- 고유 개념개발

∙국내 개발 Gen IV 원자로의 국제경쟁력 향상

-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및 고온 LBB 평가 기술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적용 내부구조물 ISI 기술은 국내 고유기술로 국제적 기술선점

이 가능함

(일본 JOYO 연구로의 원자로 하부에 떨어진 소형 금속 핀의 탐지에 활용 추진 등)

∙고온 LBB 적용으로 경제성 및 대중수용성(PA) 향상

- 고온구조 설계평가 기술

∙고온 구조 설계평가 기술은 국내 원자력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력 증진에 활용

∙ASME 고온 분과위원회 참여 및 NRC 현안이슈 능동 대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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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Gen-IV 수집 결과물 목록 (2007-2009)

- R.B. Vilim and A. Moisseytsev, Comparative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Power

Conversion System Reference Transient, ANL-GenIV-100, September 30, 2007.

- A. Moisseytsev and J.J. Sienicki, Control Strategies and Stability Analysi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ANL-GenIV-096, September 15, 2007.

- Anton Moisseytsev, Konrad P. Kulesza,1 and James J. Sienicki, Control System

Options and Strategies for Supercritical CO2 Cycles, ANL-GenIV-081, August 31,

2006.

- D. H. Cho, M. R. Thomas, D. J. Kilsdonk, R. W. Aeschlimann, and S. W. Lomperski,

Apparatus for Supercritical 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and Preliminary Test Results, ANL, 2007.

- Steven A. Wright, Milton E. Vernon, Paul Pickard, Small Scale Closed Brayton Cycle

Dynamic Response Experiment Results, SAND2006-3485, SNL, 2006.

- R. B. Vilim, Simulation Results for Test Date 06-01-11, ANL, 2007.

- C. Lesueura, J. Moysana,_, G. Corneloupa, F. Baqueb, "Experimental study of

ultrasound propagation at a liquid-solid composite interface for inspection of liquid-

metal cooled nuclear reactors," NDT&E International 41 (2008) 217-222, LCND and

CEA, 2008.

- M.Salez, D.Haubensack, N.Alpy, A.Gerber, F.David, The Use of Gas Based Energy

Conversion Cycles for Sodium Fast Reactors, CEA/DEN/CAD/DER/SESI/LESA/NT

DO 5 25/01/08, CEA.

- F.Baque, K.Paumel, Ultrasound Test Programme in Sodium with Silicon and Steel

Substrates using the Liquidus Device, CEA/DEN/CAD/DTN/STPA/LTTS NT 2008/

006, CEA.

- Naoyuki KISOHARA, Shoji KOTAKE, Toshihiko SAKAMOTO, Studies of Super-

critical CO2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Fast Reactor, JAEA-Research 2008-040,

JAEA.

- L. CACHON, J.M. ZUENA, Designing a compact Na-gas heat exchanger: parametric

study according to the heat exchanger and the coolant, DEN/DTN/STPA/LTCG/

2008-022,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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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E COZ / L. MARTIN / G. RODRIGUEZ, Experimental feedback of the PHENIX

reactor during the plant safety upgrading (1994-2003), DEN/DTN/ 2008/007, CEA.

- Richard B. Vilim, "Dynamic System Analysis of a Supercritical CO2 Compression

Loop," Proceedings of ICAPP '08 Anaheim, CA USA, June 8-12, 2008.

- A. Moisseytsev and J.J. Sienicki, Performance Improvement Options for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Brayton Cycle, ANL-GenIV-103, ANL 2007.

- D. H. Cho, A. Moisseytsev, M. R. Thomas, D. J. Kilsdonk, R. W. Aeschlimann, and

S. W. Lomperski, Results of Supercritical CO2/CO2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Experiments, ANL-GenIV-107, ANL, 2008.

- Anton Moisseytsev and James J. Sienicki,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Cycle Control

Analysis, ANL-GenIV-111, ANL, 2008.

- Steven Wright, Ross Radel, Milton Vernon, Heather Schriner, and Paul Pickard,

Analysis of Supercritical CO2 Compressor Operation Near the Critical Point of CO2,

SNL, 2008.

- Steven Wright, Ross Radel, Milton Vernon, Heather Schriner, and Paul Pickard, Gen

IV S-CO2 Brayton Cycle Test Loop Design and Split Flow S-CO2 Compressor Test

Loop Construction Description, SNL, 2008.

- K.Isozaki, S.Ichige, J.Ohshima, H.Kawahara, T.Ashida, T.Saitoh, K.Sumino, T.Ueda,

A.Yamaguchi, T.Murakami, T.Ohkawa, H.Sakaba, N.Tomita, K.Ozawa, JOYO MK-III

Modification Work on Heat Transport System - Working plan and plant control-,

JNC TN9410 2002-007, JAEA.

- Jun Ohshima, et.al, JOYO MK-III Heat Transport System Renovation Operation, JNC

TN9410 2-4-011, JAEA.

- Yamashita Takuya, Report of the Deliverables 2008 -Ultrasonic Inspection in

Sodium-, JAEA, 2009-09-07.

- Gilles Rodriguez, et.al,, Theorical Study of Ultrasonic Waves under Obloque Incidence

to Detect Several Immersed Plates, DEN/CAD/DTN/2009/03, CEA, 2009.

- Fast Reactor Database 2006 Upgrade, IAEA-TECDOC-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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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제어봉 설계요건 등의 현안과 설계 제한치 도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유량분배 최적화를 수행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함으로써 차기년도 실증

로 개념설계에 반영토록 함.

○다수의 후보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고유개념을 대상으로 Level-1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

량적인 값을 도출하였고, 이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또한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ATWS 해석을 통하여 고유개념의 고유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피동

안전계통의 개선과 새로운 안전계통의 필요성을 제기함.

○SFR에 대한 초기사건 분류와 계통반응사건수목, 노심반응사건수목 등을 포함하는 PSA 방

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유개념에 대한 Level-1 PSA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설계될 실증로의 설계 최적화에 크게 기여함.

○SFR PIRT 작성을 통해 안전해석 코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실험

항목을 도출하여 PDRC 실험장치 설계에 기여하였으며,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확립

하여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의 기초를 마련함. 개발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FB를 대상으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함.

○’07-‘08년 MARS-LMR을 개발하고 EBR-II와 Phenix 원자로 설계․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열유체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음. 이들 자료들은 인허가 관련 필수 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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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설계기준사고

영 어
Sodium Cooled Fast Reactor, Safety Analysis, Metal Fuel, Inherent Safety,

Reactivity Feedback,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Design Basis Event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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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안전성 평가 핵심기반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적 측면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은 사고시 피동 및 고유안전성 입증과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임.

∙미국은 금속핵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소형 소듐

냉각 고속로의 고유안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음.

∙국내에서는 SSC-K를 개발하여 상세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ATWS 등 초과설계기

준사고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확보하여 노심 고유안전성 평가 가능.

∙당해단계에는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등의 설

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MARS-LMR 전산코드 개발로 노심 고유안

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를 수행하여 사고시 피동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을 위하여 금속연료 용융/

고화 온도특성 등의 기본실험과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델 등의 HCDA 초기단계

모델개발, 그리고 HCDA 사고후 열제거단계 기본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

- 개발되는 SFR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설계 최

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이 필요함.

○경제․산업적 측면

-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임.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

-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 건설 및 수출 산업

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전산코드,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고

유화가 필수적이며,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

과를 고려할 때,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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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측면

- 원형로 또는 실증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확산저

항성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누출 사고 등에 의해 안전성

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임.

- 고유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가 개발

될 경우, 우라늄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하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음.

-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소듐냉각

고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함으

로써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ㅇ후보개념 안전 현안 도출

ㅇ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ㅇ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실험자료 생산 및 분석

ㅇ상세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개발

- 국내 기반기술 개발

ㅇ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ㅇ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ㅇ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ㅇHCDA 초기단계 기본모델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후보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제어봉 설계요건 등의 현안과 설계 제한치 도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유량분배 최적화를 수행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함으로써 차기년도 실증로

개념설계에 반영토록 함.

○다수의 후보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고유개념을 대상으로 Level-1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

량적인 값을 도출하였고, 이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또한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ATWS 해석을 통하여 고유개념의 고유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피동안

전계통의 개선과 새로운 안전계통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차기년도 실증로 개념설계에 반

영할 수 있는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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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TRU를 다룰 수 없는 환경이므로 TRU 대체 물질의 선정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

여 U-Ce-Zr 실험을 통하여 U-TRU-Zr 용융/고화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완성함.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에 관한 실험 자료는 세계적으로 희귀하므로 본 실험을 통하여 향후

금속연료 중대사고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 자료를 확보하게 됨.

○집합체 휨에 대한 외국의 실험자료 및 모델에 근거한 현상학적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Phenix에서 수행된 NRT 시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함.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모델

은 향후 안전여유도 확보에 필수적임.

○SFR은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및 냉각재가 다르며 풀형 원자로용기와 혁신적 피동안전계통 등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핵연료 및 냉각재 특성에 따른 새로운 노심 손상기준 설정과, 안전계통을

포함한 계통설계 특성에 따른 새로운 초기사건선정과 분석방법 적용이 요구됨. SFR에 대한 초

기사건 분류와 계통반응사건수목과 노심반응사건수목 등 PSA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유개념에 대한 Level-1 PSA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설계될 실증로의 설계 최적화

에 크게 기여함.

○SFR PIRT 작성을 통해 안전해석 코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실험

항목을 도출하여 PDRC 실험장치 설계에 기여하였으며,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확립하

여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의 기초를 마련함. 개발 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FB를 대상으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SFR 분야에서

는 최초로 2013년에 제출할 예정임.

○’07-‘08년 MARS-LMR을 개발하여 ’08년부터 EBR-II와 Phenix 원자로 설계․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열유체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음. 개발된 MARS-LMR을 이용하여 고유개념의 피동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하였고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 Tool

로 활용할 예정임.

○용융연료 상태방정식을 개발하였고, 고온의 U-Pu-Zr 금속용융물의 물성자료를 확보함.

Debris-bed의 단상/이상 상태에서의 Scoping 냉각모델을 개발하였고 노심 용융시 냉각성능

을 평가하여 HCDA 시 사고 저항성을 확보하여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및 고유개념 안전성 예비평가를 통해 확보

된 기술은 2010년부터 수행되는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의 개념설계 예비안전성 분석과

2012년부터 추진되는 실증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시설에 대한 사전분석 연구에 활용함.

○개발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전산체제를 이용하여 피동 안전특성에 의한 소듐냉각 고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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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 및 궁극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대중의 원자력 안전성 관련 불안요

인을 해소시킬 수 있음.

○확보된 SFR 안전성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Gen IV 국제공동연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과 설계 자료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막대한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용화 시기를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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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Safety Evaluation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most important safet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are the validation of passive and inherent safety, and the exclusion of the

recriticality possibility including post-accident heat removal capability.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design basis events and a

system analysis code such as MARS-LMR for the assessment of inherent safety and

heat removal capability implemented in a design of SFR.

○A PSA methodology applicable to an SFR design has to be developed and PSA has to

be performed based on the developed methodology to take advantage of risk

information at conceptual design stage and also to optimize the safety design.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n SFR to cope with the depletion of fossil fuel and the

limited Uranium resources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an SFR, which needs no

guaranteed fuel supply from foreign countries, is very high in Korea whose natural

resources are very limited. It can resolve the problem of spent-fuel storage and

disposal by recycling the fuel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codes and evaluation methodology becomes the

bases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at the time of SFR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 investment to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has to be maintained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al benefit from a successful SFR development.

○A development of an SFR satisfying the goals of safety, economics,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would be accepted by the public as a solution to resolve the limitaion of

Uranium resources and a future depletion of fossil energies.

○It is expected to exclude the problem of public acceptance by developing an SFR with

much enhanced safety characteristic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cepts for Gen IV SFR

․Identification of safety issues for design candidates



- vi -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for design concepts

-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Gen IV SFR

․Metal fuel liquidus/solidus temperature test and analysis

․Development of deatiled mechanistic reactivity feedback model

-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Development of PSA methodology for an SFR design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for design basis events

․Development of system analysis code

․Development of HCDA models for initiating phase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afety issues and design requirements on control rod worth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valuation of safety design characteristics and the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This

results will be take into account in the studies for conceptual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next stage.

○The Level-1 PSA has been performed and a quantitative CDF value was produced for

the selected design from several candidates. The inherent safety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design were evaluated through the DBE analysis and ATWS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passive heat removal

design.

○The use of TRU material is not allowed in Korea, thus, a surrogate material for TRU

has been selected which is applicable to the study of liquidus/solidus temperature test for

metallic fuel containing TRU. A methodology for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surrogate

material has been developed and a valuable data on metal fuel liquidus/solidus

tempeature has been measured.

○A simple mechanistic model describing the bending of subassemlies has been formulated

based on the foreign test data and existing models.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has

been evaluated for Phenix design.

○For the PSA of an SFR, in which the design features for fuel, coolant, an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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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re quite different with a PWR, new criteria for core damage identified. The list

of initiating events, system response event tree, core response event tree, which

constitute a PSA methodology for an SFR, have been described.

○By developing a SFR PIRT model features, which have to be satisfied in a safety code,

were defined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PDRC test facility. The

bases for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for SFR DBEs has been prepared. A draft

version of topical report on the code for local fault analysis has been completed.

○Since 2007, the MARS-LMR code has been developed and assessments for model

validation for test data from EBR-II and Phenix reactor has been continued. The code

has been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passive safety of a conceptual design of Gen IV

SFR.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developed key technologies on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and safety analysis of

an SFR will be utilized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conceptual design in the second

stage of SFR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next two years. They will also play the

role of technical bases for the licensing calculation of standard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during the third stage (2012~2016) of development.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and safety analysis codes with high reliability would be

the prerequisites for the validation of safety in an SFR design. The safety evaluation

results with accurate and reliable analysis tools will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in the

future SFR deployment.

○By participating more actively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such a Gen IV

program based on the domestic technologies of safety evaluation, valuable foreign design

information and advanced technologies become available with less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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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은 사고시 피동 및 고유안전성 입증과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이다. 미국은 금속핵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

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소형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안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상세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ATWS 등 초과설계기준사고 안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SSC-K를 개발하여 노심 고유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MARS-LMR 전산코드 개발로 노심 고유안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를 수행

하여 사고 시 피동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 후 열제거 능력 입증을 위하여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특성 등의 기본실험과 핵연

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델 등의 HCDA 초기단계 모델개발, 그리고 HCDA 사고 후 열제거단계

기본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SFR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

기 위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

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 건설 및 수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전산코드,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고유화가 필수적이며, 소듐

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안전성 평가 기

술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망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결여

에서 발생하므로, 소듐냉각 고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성을 보유하

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로 또는 실증로

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누출 사고 등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임

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유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소듐냉각

고속로가 개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하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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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3년 (’07.03.01～’10.02.28), 2단계 2년(’10.03.01～’12.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의 1단계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1년까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확보 및 고유개념 안전성 평가

2. 1단계 목표 및 내용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2-1과 같다.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고유 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실험 자료 생산 및 분석

∙상세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 코드 개발

◦국내 기반기술 개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HCDA 초기단계 기본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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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요건 설정

- 기술현황 분석
- 실험요건 설정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 효과 기초모델 
개발

- 타당성 평가 및 개발방향 도출

- 기반기술 개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 사고분류 및 사고 시나리오 작성
․사고분류
․시나리오 및 PIRT 작성

- 방법론 개발
․고유 예비 신뢰도 DB 구축
․고유 사고 종결 조건 정의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 코드 선정 및 주요 모델 평가
․모델수립 근거자료 분석
․모델 적용범위 타당성 분석
․모델개발 및 개선
․노심열유체 해석코드 모듈 고도화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 MARS-LMR 기본 모듈 개발
․열역학 소듐 물성치 개발 (100%)
․증기발생기 모델링 (100%)
․중간계통 모듈개발 (100%)
․일차계통 모듈개발 (100%)
․동특성 모듈개발 (100%)
․PDRC, IRACS 계통 모델링 (100%)
․정상상태 모의계산 및 타당성 분석 (100%)

․HCDA 초기단계 
기본 모델 개발

-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델 개발
․용융연료 이동모델개발 (100%)
․Debris bed 냉각모델개발 (50%)

표 1.2-1 단계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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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차년도 2008

- 고유개념 설정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 안전현안 도출
- 후보개념 안전특성 평가

-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실험 시편 
제조 및 시운전

- 실험장치 확보 및 시편 제조
- 시운전 및 Calibration test

- 예비 평가실험 및 결과분석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개발

- 단일 집합체 휨 반응도 모델 개발
- Phenix NRT 예비 해석

- 기반기술 개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 사고분류 및 사고 시나리오 작성

․사고분류체계 보완
․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보완

- 방법론 개발

․고유초기사건 도출 (5개 이상)

․계통 고장수목 작성 (5개 이상)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 SFR PIRT 작성

․PIRT 개선 및 실험항목 도출 (T/H

실험항목 3개 이상)

-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

․모델개발 및 개선
․민감도 변수 분류 및 선정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상세 모형 
기초자료 분석
․국부손상 사고해석 기초 검증자료 종합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 MARS-LMR 개발

․과도상태 해석 모듈 개발
+ 사고별 보호계통 모델링완료 (100%)

+ 사고별 과도기 모델링완료 (100%)

․전산코드 모의 능력 평가
+ 실험 설계자료 확보 및 입력작성
+ 실험 예비계산 및 결과분석

․HCDA 초기단계 
기본 모델 개발

- 용융연료 이동 반응도 모델 개발
․용융연료 이동 반응도모델 개발(100%)

․Debris bed 냉각모델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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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3차년도 2009

- 고유개념 설정

․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 예비 PSA

- 예비 안전해석

-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및 분석

- 특성실험 수행
- 실험자료 결과분석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평가계산

- Phenix EOL Test 자료를 이용한 열유체 
모델 평가 및 검증

- 기반기술 개발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 해석방법론 보완
․해외 인허가 요건 분석
․방법론 보완
․사고시나리오 설정 및 PIRT 수행
․시나리오별 사고해석 기준 설정
․연료봉지지물에 따른 노심열유체 특성평가

-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 

- 장기냉각 모의

- 안전해석 입력자료 요구 및 평가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검증 계산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완료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 MARS-LMR 코드 적용성 평가 및 검증
․Phenix 실험자료 분석
․Phenix 실험 평가계산
․PFBR 가상사고 모의계산
․PDRC 실험장치 예비해석

․HCDA 초기단계 
기본 모델 개발

- 용융연료 이동 반응도 모델 평가
․반응도 모델 평가
․Core catcher 냉각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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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최근 프랑스는 미국이 개발한 SMFR 설계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OASIS를 이

용하여 SMFR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OASIS 코드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정상상태

와 과도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코드로서 Super-Phenix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을 마친 코드임. 또한 Phenix의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소듐냉각 고속로

의 안전과 열수력 현상 검증에 필요한 Phenix End-of-life test를 국제협력 프로그램으

로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은 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상용화 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 중

대 사고시 용융연료의 효과적인 재배치로 재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노심 설계개

념을 제시하고, 노내 및 노외 실험을 통한 검증을 위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

탄과 공동으로 EAGLE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소듐냉각 고속로의 노심 붕괴

사고 관련 현상연구와 재임계 평가계산을 위해 SIMMER-III 코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

며, 최근에는 3차원 해석이 가능한 SIMMER-IV 코드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은 일찍부터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개시하여 Clementine, EBR-I, EBR-II,

SEFOR, FFTF등을 건설․운영하여 풍부한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자료를 확보하고 있

음. ‘95년에 ALMR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는 금속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형 원자

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증실

험을 통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음.

◦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은 미래형 SFR 기술개발을 위해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에 대부분 가입하여 설계 목표인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

확산 저항성을 만족하는 설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성 관련하여서는 안전 및 운전 위원회 (Safety & Operation PMB)를 구성하여 안

전성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원칙 및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RSWG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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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KALIMER에 대한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등 국부손상사고와 TOP, LOF와 같

은 극히 일부 설계기준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고, 대형 유로폐쇄사고, UTOP, ULOF,

ULOHS 등의 ATWS 사고해석, 초기단계 및 노심 에너지 방출량 평가를 통한 HCDA

scoping 분석과 격납용기 내 열수력 거동을 통한 격납성능 분석 및 피폭량 계산 등 초

과설계기준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등 대부분의 설

계기준사고해석 능력은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며, KALIMER에 대한 전반적인 사

고해석을 수행한 바 없음. 또한 HCDA 분석은 초보적 수준임.

◦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국내 안전성 평가기술은 ATWS 및 격납 성능분석 등의 초과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대표적 설계기준사고인 반응도 삽입사고,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

거 관련사고, 유로폐쇄사고 등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소듐냉각 고속로 등의 액체금속로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 요건이나 규제지침이 구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인허가에 대비하여 기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현안별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음.

◦ 2003～2005년 KAERI와 ANL 간의 국제공동연구인 I-NERI 과제를 통해 금속연료의 용

융과 재배치 등의 중대사고 해석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실험계획 및 요건을 수립

하였음. 개발된 실험요건에 따라 2007년부터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특성 실험 수행

함.

◦ 2007년부터 상세 역학적 반응도 모델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된

Phenix End-of-Life Test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모델 검증을 수행 중임. 노심 고유안전

성 평가 및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하여 노심 반경방향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

석코드 개발이 필수적임.

◦ PSA 분야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PSA 기술현황 분석, KALIMER PSA를 위한

권고사항 도출, 피동계통 신뢰도 평가 기술현황 분석 및 분석방법 개발,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 방법을 도출한 바 있음.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사고 경위 분석 미비와 계통, 기

기 운전자료 및 설계 최적화 기술 미비로 초보적 수준이지만, 2007년도부터 사고분류체

계 보완, 사고 시나리오 보완, 고유초기사건 도출, 계통 고장수목 작성 등을 수행함.

◦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등 국부손상사고를 해석할수 있는 MATRA-LMR/FB

전산코드가 개발 완료되었고, TOP 및 LOF를 해석할 수 있는 SSC-K 전산코드가 개발

완료되었으나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기타사고 등 대부분의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전산코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7년부터

MARS-LMR의 개발 및 검증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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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DA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로서, 초기단계 해석용 MELT-III, 천이단계 해석용

VENUS-II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산화연료용 전산코드를 토대로 금속연료 노심을 해석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이 된 상태임. 또한 사고후 열제거 단계 해석을 위해서

Scoping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상세 모델을 바탕으로 전산코드 개발과 검증이 필요

한 상태임.

- 상세모델개발 타당성 평가 (’07)

- 단일집합체 휨 해석모델개발 및
Phenix 실험계획 자료분석 (’08)

- Phenix 원자로 실험자료를 통한
모델검증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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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2.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3.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개발

6.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5.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4.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7. HCDA 초기단계
기본모델 개발

고유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

그림 2.2-1 국내 SFR 안전해석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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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상세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ATWS 및 반응

도 삽입사고 등의 초과설계기준사고 해석 및 격납 성능분석 분야의 국내 보유 전산체제 및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개발된 방법론 및 전산코드의 신뢰성 향상

을 위한 검증이 필요함. HCDA 분석 분야에서는 단순모델 개발을 통하여 Scopin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현상학적 모델에 기초한 분석코드 개발이 필요함.

◦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기술 분야의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수준 및 취약점은 다음과

같음.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
수준(%)

안전해석

기술

안전해석

기준

국제

수준

- 미국의 기존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완비된 상태이나

금속연료 신형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개발 중
95

국내

수준

- 국내 소듐 냉각로 인허가 요건 미비.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75

계통과도

안전해석

국제

수준

- 미국은 기존 고속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의 신뢰성 및 FSAR

작성 능력 확보. 다차원 모델은 개발 중
90

국내

수준

- 계통 과도해석 코드를 이용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 구축. 설계의 구체화 및

현상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보완 및 검증 필요

80

HCDA

분석

국제

수준

- 미국은 산화연료 및 금속연료를 장전한 고속로의 HCDA

분석코드와 방법론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속연료 노심에

대한 보완 실험 필요

80

국내

수준

- HCDA의 Scoping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용융 금속

연료의 물성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

20

격납

성능분석

국제

수준
- 미국은 격납성능 분석 평가기술 확보 100

국내

수준

- 격납성능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 소듐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

65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및

활용

국제

수준

- 기존 PSA 방법론과 신뢰도 DB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Gen IV의 신규 기기, ISAM, 기술중립형 규제 방법

등은 개발 중임

70

국내

수준

- PSA 일반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석,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설계 최적화 기술 등은

보완이 필요함

50

표 2.3-1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 평가 국내외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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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설정

1.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을 위하여 1,200MWe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으로 농축

도 분할노심 2개안과 단일농축도 노심 1개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자체순환로 후

보노심으로부터 최적 노심구성을 위하여 열유체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노심 압력강하 및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내 냉각재 유량분배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출력의 연소로 후보노심은 자체순환로에 비해 반응도 변화가 크고 노심 과도출력

제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심 핵적특성이 달라, 비보호사고인 ATWS 사고해석을 통해 반응도

궤환에 의한 자기출력 제어가능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600MWe 연소로 후보노심의

ATWS 사고해석과 피동안전계통 냉각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연소로의 안전현안을 도출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하였으며 고유 피동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가. 자체순환로 노심 열유체 특성 평가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후보개념으로 제안된 1,200MWe 자체순환로 노심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심설계안에 대해 노심 열유체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2개안의 농축도

분할노심은 Wire-wrap의 직경이 1.5mm인 경우와 1.4mm인 경우이다. 또한 단일농축도 노심은

연료봉 외경이 9.0mm로 일정하지만 내부/중앙/외부노심의 피복재 두께와 연료심 외경이 각각

0.87/0.78/0.59mm 및 6.30/6.45/6.77mm로 구성되며, 집합체 및 연료봉의 기하학적 특성이 농축도

분할노심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표 3.1-1에 각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에 대한 주요 설계제원을 요

약하였다.

설계변수 농축도 분할노심 단일농축도 노심

노심 높이, cm 92.0 92.0

집합체당 연료봉 수, 개 271 271

집합체 피치, cm 18.22 18.88

연료봉 외경, mm 8.5 9.0

연료심 외경(내부/중앙/외부노심), mm 6.33 6.30/6.45/6.77

피복재 두께(내부/중앙/외부노심), mm 0.60 0.87/0.78/0.59

연료봉 피치, cm 1.01 1.05

연료봉 피치/외경 비율(P/D ratio) 1.1882 1.1667

집합체 수(내부/중앙/외부노심), 개 192/144/264 156/168/276

Wire-wrap 직경, mm 1.5 1.4 1.5

핵연료심-피복재간 간극, mm 0.1 0.2 0.1

표 3.1-1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의 주요 설계제원



- 6-12 -

MATRA-LMR과 SLTHEN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0.25MPa 노심 압력강하 제한치 및 650℃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 내 유량을 분배하였다. 노심 압력강하는 농축

도 분할노심의 경우 0.216MPa,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 0.228MPa로 제한치인 0.25MPa 이하를

만족하였다.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 농축도 분할노심에 비해 노심 압력강하 폭이 큰 이유는 단

일농축도 노심의 핵연료봉 P/D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14 그룹으로 분류된 집합체 유량분포는 노

심외곽으로 갈수록 출력 및 유량이 감소하며, 농축도 분할노심의 경우 11.6～25.6kg/s, 단일농축

도 노심의 경우 10.3～25.3kg/s으로 집합체별 유량을 분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열유체 특성분석 및 유량분배를 통하여 압력강하가 작고 제작성이 보다 뛰어난

농축도 분할노심을 최적 후보노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3.1-2는 후보 노심별 집합체 열유체 특성

을 비교 정리하고 있다.

설계변수
농축도 분할노심

단일농축도 노심Wire-wrap
직경=1.5mm

Wire-wrap
직경=1.4mm

노심 압력강하, MPa
제한치 0.25

설계값 0.216∓20% 0.216∓20% 0.228∓20%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내부/중앙/외부노심), ℃

제한치 650

설계값 650/650/650 649/650/650 650/649/650

집합체 유량(14 그룹), kg/s 설계값 11.6～25.6 11.6～25.6 10.3～25.3

표 3.1-2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의 집합체 내 냉각재 유량분배

나. 개념설계 안전 특성 평가

1) 연소로 ATWS 해석

원자로정지가 요구되는 조건에서 원자로정지가 달성되지 않는 비보호사고인 ATWS는 발생빈

도가 10-6/로․년 이하이지만 잠재적 위험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로의 열적․기계적 안전여

유도 평가를 위해 고속로 인허가 사고해석에 전통적으로 포함된다. 표 3.1-3은 600MWe 자체순

환로와 연소로의 노심 설계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연소로는 전환비 0.57을 얻기 위해 반응도 변화

가 2,685pcm까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심의 과도출력 제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도계수

를 비롯한 핵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연소로 고유 피동안전성 확인을 위한 사고해석을

수행하였다.

대표적 ATWS인 비보호 과출력사고(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ULOF), 비보호 열제거원

상실사고(ULOHS)에 대해 계통안전해석코드인 SSC-K를 사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념설계 단계에서 연소로 제어봉 구동계통에 대한 상세설계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UTOP 해

석시 초기 반응도 삽입량은 기준값으로 자체순환로와 동일한 40￠, 보수적인 값으로 1$를 가정하

였다. 600MWe 연소로는 자체순환로에 비해 제어봉 수가 많아 제어봉 1개의 반응도가는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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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로 비슷하지만, 제어봉 초기노심 삽입위치가 더 깊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반응도 삽입량에

대한 설계제한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ATWS 과도기간 동안 노심출력은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자체적으로 감소하

였다. 또한 원자로용기 내 다량의 소듐에 의한 큰 열적관성과 피동형 잔열제거 능력에 의하여 노

심 생성열이 적절히 제거됨으로써 계통의 열적균형이 유지되었다. 노심에서는 열제거율에 따라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한 미소한 출력변동이 발생하지만 계산시간 이내에 순반응도(net

reactivity)는 일정값으로 수렴하였다.

그림 3.1-1은 ATWS 사고해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으로서 허용안전기준인 핵연료 용융금지,

피복관 파손금지, 소듐 비등금지, 노심 구조물 건전성 보장 관점에서 설정된 온도 제한치와

SSC-K로 계산된 첨두온도를 함께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40￠ UTOP 사고에 대해 보이듯이

600MWe 연소로는 ATWS 사고에 대해 금속연료에서의 공융반응에 의한 피복관 파손이나 핵연

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열적․기계적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계통 안전

성 측면에서 노심 및 안전계통의 설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Parameter 자체순환로 연소로

Burnup swing, pcm 106 2,685

TRU conversion ratio 1.02 0.57

Flux fraction(>9.1 keV) 0.953 0.941

TRU consumption rate, kg/yr -10 226

Peak fast fluence(>0.1 MeV) 3.35x1023 3.3x1023

Peak linear power, W/cm 261 262

Pressure drop, MPa 0.15 0.13

Cladding inner wall temp.,℃ 611 601

Reactivity coefficient, pcm/℃

- Doppler

- Axial expansion

- Radial expansion

- Sodium density

-0.531

-0.129

-0.611

0.831

-0.377

-0.183

-0.805

0.597

Control assembly worth, pcm -542 -600

Sodium void worth, $ 8.5 5.3

Delayed neutron frac., pcm 350 322

표 3.1-3 자체순환로와 연소로 노심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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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로의 경우 연소반응도가가 크게 나타나므로 노심 설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반응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설계의 UTOP의 경우 40￠의 반응도

가가 삽입되지만 삽입 반응도가를 1$까지 증가시키면서 UTOP 사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1$ UTOP 사고에서는 핵연료와 피복관의 첨두온도가 각각 1,118℃, 805℃로

계산되어 온도제한치를 각각 48℃, 15℃초과하였으며, 초과온도에서의 체류시간이 26초, 40초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제어봉 인출로 인한 반응도 삽입이 1$ 미만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

한 제한값을 연소로의 상세 노심설계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

Peak Fuel 
Temp., ℃

Peak Clad 
Temp., ℃

Peak Na 
Temp., ℃

Av. Core Outlet 
Temp., ℃

Limit 1,070
700–790 
(<0.3hr)

Pump on: 1,055
Pump off: 940

650–700 (<5hr)
700-760 (<1hr)

0.4$ UTOP
(Pump on) 840 624 613589

ULOF
(Pump off) 797 773 (80 s)* 769590

ULOHS
(Pump off) 683 573 571571

Peak Fuel 
Temp., ℃

Peak Clad 
Temp., ℃

Peak Na 
Temp., ℃

Av. Core Outlet 
Temp., ℃

Limit 1,070
700–790 
(<0.3hr)

Pump on: 1,055
Pump off: 940

650–700 (<5hr)
700-760 (<1hr)

0.4$ UTOP
(Pump on) 840 624 613589

ULOF
(Pump off) 797 773 (80 s)* 769590

ULOHS
(Pump off) 683 573 57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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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ATWS 사고 해석결과

2) 자체순환로 설계기준사고 해석

설계기준사고 안전해석을 통해 평가해야 할 최종결과는 소내 및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

의 안전허용기준 만족 여부이다. 그러나 설계단계에서는 부지에 대한 환경조건이 결정되지 않으

므로 방사선량을 대신하여 안전성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물리적 변수인 핵연료와 피복재의 건전

성, 냉각재 소듐비등 금지, 원자로 구조물의 기계적 건전성 등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안전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KALIMER-600에 대한 설계기준사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표적인 사고인 유량상실사고, 제

어봉 인출로 인한 과출력사고, 급수 상실로 인한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하단부의 파손

사고 및 장기냉각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원자로용기 파손 경우 외에는 안전해석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 파손의 경우는 고온 풀의 액위가 1m 정도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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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액위 상승이 늦어짐으로 해서 PDRC 계통의 열제거량이 감소하여 온도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PDRC 계통 이외의 안전계통을 채택하거나 PDRC 계통의 성능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PDRC 계통의 열제거는 Overflow가 발생해야만 효과적으로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Overflow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부 대류에 의한 열제거는 DHX Barrel의 열전달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큰 열전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므로 DHX를 통한

열전달을 사고 조건에서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안이 요구된다. 설계 기준사고 해석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1.2절에서 기술하였다.

2. 고유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

가. 고유 개념에 대한 예비 PSA 평가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600Mwe 급 소듐냉각

고속로(SFR)인 KALIMER-600을 개발하여 오고 있다. 한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S-G-1.2 [1-1]에서는 차세대 원전에 대해 large radioactive release 빈도를 1.0e-6/yr, 노심손상

빈도는 1.0e-5/yr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en-IV International Forum (GIF)의 안전성분

과에서도 묵시적으로 차세대 Gen-IV 원전에 대해 1.0e-6/yr의 노심손상빈도를 요구하고 있다.

KALIMER-600의 안전계통 설계 개념은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 개념을 강조하였다.

KALIMER-600은 핵연료로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U-TRU-Zr 금속핵연료를 사용한다. 잔열

제거의 경우 원자로 용기에 피동잔열제거회로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를

설치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완전피동 개념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한 KALIMER-600의 경우 노심손상빈도가 안전 목

표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여

러 가지 설계 방안에 대해 PSA 측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 PSA 평가를 통하여 기존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PSA 방법의 SFR에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술요소를 파악하

는 것도 본 연구 목적 중의 하나이다.

1) 예비 PSA 평가

PSA 수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예비 PSA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수행

된 내용을 아래에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o 초기사건 선정

o 사건수목 개발

o 계통 고장수목 개발

o 신뢰도 자료 개발

o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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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사건 선정

3.2절의 PSA 방법론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9개의 초기사건을 선정하여 예비

PSA를 수행하였다.

Group KALIMER-600

Transients

General Transients
Lo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Loss of Primary Flow
Loss of Intermediate Flow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LOCA Vessel Leak
반응도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Special
Sodium Water Reaction in SG
PDRC Unavailable

표 3.1-4 초기사건 목록

나) 사건수목 개발

각 초기사건에 대해 안전계통의 작동 유무에 따라 전개되는 사고 시나리오는 사건수목에 의해

모델된다. 여기서는 9개의 초기사건에 대해 각기 사건수목을 개발하였다.

일반과도사건(GTRN)는 안전기능 또는 안전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초기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안전기능과 관계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원자로 정지(spurious trip)나, 발전소 연

차계획 유지보수(overhaul)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

과도사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정지 기능과 잔열제거 기능이다.

GTRN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정지이다(표제 RT). 원자로정지

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U-TRU-Zr 금속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

응도 궤환효과(inherent reactivity fee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

로보호계통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델하였

다 (표제 UT).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표제 SGC)

또는 PDRC 계통(표제 PDRC)에 의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I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

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만일 원자로정지에 실패하면, 수

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냉각을 수행하여야

한다(표제 SGC-N).

전원상실사건(LEP)은 주변압기로부터 공급되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사건이다. 전원상실사건

이 발생하면 원자로정지계통의 정지봉을 잡고 있는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

하지 않아도 정지봉이 자동으로 노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정지봉들이 기계적으로 고착되어

원자로 정지가 발생되지 않아도 고유 반응도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적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델하였다. 원자로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전원상실사건이 발생하면 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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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전기가 기동하여 IRACS 계통의 작동에 필요한 안전등급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일차측 유량상실사건(LOF)은 일차측의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으로서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

로 정지 기능과 잔열제거 기능이다. LOF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

정지이며,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유 반응도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최

종적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

으로 모델하였으며,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중간루우프 유량상실사건(LOIF)

는 중간루우프의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으로서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정지 및 잔열제거기능

이다. 이차측유량상실사건(LOSF)는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으로 공급되는 주급수가 상실되는 사건

으로서 요구되는 안전 기능은 다른 초기사건과 동일하다.

용자로용기 누출(LEAK)는 용자로용기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용자로용기 누출이 발

생하면 용자로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용기(external vessel)로 냉각재가 빠져나가며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나 빠져나간 냉각재가 외부 용기를 채우게 되면 더 이상 냉각재의 유실은 없다. 따

라서 용자로용기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경수로의 안전주입계통과 같은 안전계통이 필요하지 않

다. 요구되는 안전 기능은 다른 초기사건과 동일하게 모델하였다.

반응도 삽입사고(RIA)는 제어봉 제어기 등의 오동작으로 제어봉을 인출함으로써 반응도가 삽

입되는 사고이다. 요구되는 안전 기능은 다른 초기사건과 동일하게 모델하였다. 증기발생기에서

의 소듐-물 반응사고(SWR)는 증기발생기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소듐-물 반응으로 폭발이 발생

하는 사고이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구조물들을 모두 파손된다.

KALIMER-600은 소듐-물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따

라서 RPS, PDRC 등의 안전계통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IHTS에 연결된 IRACS는 증기발생

기와 관련된 구조물의 파손으로 이용할 수 없다. IHTS는 2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사고가 발생하

지 않은 다른 회로는 이용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모두 이용 불능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소듐-물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지만, 격납건물 및

원자로 등의 구조물이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표제 VP). 요구되는 안전 기

능은 다른 초기사건과 동일하게 모델하였다. 단, 잔열제거는 PDRC 계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IRACS 계통은 IHTS loop가 손상됨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PDRC 이용불능사건(PDRC)은 정상운전 중에 PDRC 계통이 이용불능하게 되는 사건이다.

PDRC는 원자로 정지 후 잔열제거에만 사용되는 계통으로서 원자로의 출력운전과는 관계가 없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계통이 상실되고 허용된 정지 시간(AOT; Allowed Outage Time) 내

에 안전계통의 기능을 복구하지 못하면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하며, KALIMER-600에서도 같은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PDRC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허용정지시간(AOT) 시간 내에 PDRC를 복구하지 못하면 운전

원은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원자로 정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RPS를 복구할 때

까지 정상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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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General Transients의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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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Loss of Primary Flow의 사건수목

다) 계통 고장수목 개발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계통의 고장은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모델된다. 사건수목에서는 RPS,

PDRC, IRACS 3개의 계통이 나타나나, IRACS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전기계통도 고장수목으로

모델되어 연결된다. RPS 계통의 설계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계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2가지 종류의 다양화된 계통(diverse system)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잔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PDRC 및 IRACS의 경우는 각 계통별로는 비교적 상세한 설계 개

념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IRACS는 안전등급으로 할지, 비안전등급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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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태였다. 본 예비 PSA에서는 PDRC 및 PDRC 모두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며, PDRC는 2개

의 50% loop로 이루어진 것으로, IRACS는 2개의 100% loop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기계통에 대한 설계 개념이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전기계통의 설계는 OPR1000 원전의 설

계와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 전원은 주변압기를 통해 비안전등급 및 안전등급 전

기계통에 전기를 공급한다. 안전등급 전원은 2 개의 독립적인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하여 2대의 가스터빈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로부터 480V load center, 125V DC,

120V AC 등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외부전원을 포함하여 가스터빈발전기까지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어전원인 125V DC 모선에는 축전지가 연결되어 있다. 안전등급 전원은 원전의 주요

설비의 제어 및 상태 표시, RPS, IRACS 계통 등에 공급되어야 한다.

고유 반응도 궤환효과(RF), 정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열제거(SGC-N),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였을 때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를 시키는 행위(UT), 소듐-물 반응사고시 격납건물

및 원자로용기의 구조물 건전성 등은 별도의 고장수목을 모델하지 않고 상수값을 가정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PS, PDRC, IRACS, 전기계통 4개에 대해 고장수목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PDRC의 고장수목에 포함되는 주요 고장 모드는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passive system

reliability, Pipe leak, Sodium solidification, Sodium solidification의 경우에 온도 계측 및 heat

tracing을 이용한 가열 실패 등이다. 그림3.1-4는 PDRC 계통의 고장모드를 반영한 고장수목을

나타낸 것이다.

PDRC System (1/2
logic)

G-PDRC

PDRC Failure (2/2
Success Criteria)

GPD-TRAINS

PDRC System
Unavailable

(uncertainty analysis
required)

PDPVF-IRACS
1.e-4

PDRC Train A Failure

GPD-TRAIN-A

PDRC Train B Failure

GPD-TRAIN-B

Sodium Solidification
in PDRC Loop A
during normal

operation
GPD-SOLID-A

Leak in PDRC Loop A
during Normal

Operation

GPD-LEAK-A

PDRC Loop A
Solidified

GPD-LOWT-A

PDRC Loop A Heating
Failure

GPD-HEATING-A

Leakage in PDRC Loop
A

PDPIB-IR-A
5.753e-6
3.e-4/y
 168h

PDRC Loop A
Solidified

PDPIF-LOWT-A
8.219e-5
3.e-3/y
 240h

PDRC Loops Solidified
(Common Cause

Failure)

PDPIKF-LOWT-AB
8.219e-6
3.e-3/y
 240h ( .1)

Loss of PDRC (IE)

%PDRC
3.e-3/y

Temperature
Measurement  Switch

Failure

GPD-TEMP-A

Failure of Heating for
PDRC Loop A

GPD-HEAT-A

Pipe
Leak

Sodium 
Solidification

Passive
System 

Reliability

그림 3.1-4 PDRC 계통 고장수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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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도 자료 개발

PSA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에 사용된 각종 event들에 대한 신뢰도 자료

가 필수적이다. KALIMER-600은 현재 설계중인 원전이므로 실제 운전 이력으로부터 신뢰도 자

료를 산출할 수 없다. 신뢰도 자료는 상용로의 신뢰도 자료, PRISM-150 PSA 등을 참고로 하였

고, 일부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o 초기사건 빈도

o 기기 고장 자료

o 공통원인고장 자료

o 인간 신뢰도 자료

o 특수 사건에 대한 신뢰도 자료

초기사건 빈도는 PRISM-150 PSA 자료 및 상용로의 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하여 사용하

였다.

Group KALIMER-600 빈도 비고

Transients

General Transients 1 상용로 운전경험은 1/y 이하임

Loss of Primary Flow 0.3
loss of main feedwater와 같은 값
사용

Loss of Intermediate
Flow 0.3

loss of main feedwater와 같은 값
사용

Lo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3e-2 울진 3,4호기는 0.02/y 정도임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0.3

울진 3,4호기는 main feedwater 및
condenser vacumm 포함하여 0.3
정도임

LOCA Vessel Leak 1e-4
PRISM-150은 1e-6/y임. 보수적으로
가정

반응도
반응도 Insertion
Accident 1e-3

PRISM-150의 0.1$~0.2$에 해당하는
빈도를 가정

Special

Sodium Water
Reaction in SG 1e-3

PRISM-150의 1.1e-3/y와 유사한
빈도 가정

PDRC Unavailable 3e-3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100년 ~
10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3.1-5 초기사건 빈도

펌프, 밸브, 계측 및 전기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상용 원자로의 자료를 활용하며, 나머지 자료

들은 다른 여러 가지 source를 참고하거나 또는 공학적 판단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으며, Error

factor는 울진 3,4호기 PSA를 토대로 가정한 값이다. 아래 표는 기기들에 대한 신뢰도 자료 및 근

거를 정리한 것이다. 공통원인고장은 beta factor method를 이용하여 모델하였으며, beta factor

는 모두 0.1을 사용하였다. Redundancy가 많은 경우 beta factor method 자체가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며, 사용된 beta factor는 최근의 공통원인고장 자료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값으로써,

공통원인고장 자료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최종 평가에서는 최신의 alpha

factor method 및 최신의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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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Component Failure Mode Rate Unit EF Remark

일반 기기 Blower Fails to Run 1.0e-5 /h 1.2 EPRI URD

일반 기기 Blower Fails to Start 6.0e-4 15.9 EPRI URD

일반 기기 MOV Fails to Open 4.0e-3 7.3 EPRI URD

일반 기기 MOV Fails to Close 4.0e-3 7.3 EPRI URD

일반 기기 MOV closed spuriously 1.4e-7 /h 8.7 EPRI URD

일반 기기 Heater Failure on Demand 2.0e-6 /h 3 IEEE-500의 1.87e-6/h과 유사한 값

일반 기기
Temperature 
Transmitter

Failure 3.5e-7 /h 3.3 EPRI URD

일반 기기
Temperature 
Switch 

Failure 1.0e-4 2.6 EPRI URD

SFR 기기 EMP Fails to Run 2.4e-6 /h 10 PRISM

SFR 기기 EMP Fails to Start 3.0e-3 10
상용로 자료를 근거로 가정 (일반적인 
펌프의 값과 유사한 자료)

SFR 기기 EMP Fails to Stop 1.0e-5 10
상용로 자료를 근거로 가정 (일반적인 
펌프의 값과 유사한 자료)

전기 계통 Battery Charger
Fails to maintain 
output

7.0e-6 2 EPRI URD

전기 계통 Electrical Bus Fault 2.0e-7 /h 3.3 EPRI URD

전기 계통 Battery 
Fails to provide output 
on demand

5.0e-4 1.9 EPRI URD

전기 계통 Gas turbine Fails to run 1.0e-5 /h 3 EPRI URD

전기 계통 Gas turbine Fails to start 2.5e-2 3 EPRI URD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high voltage)

Fails to close 3.0e-4 5.4 EPRI URD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high voltage)

Open spuriously 6.0e-7 /h 1.6 EPRI URD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very high voltage)

Open spuriously 9.4e-6 /h 1.6 high voltage 자료를 보수적으로 가정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low voltage)

Open spuriously 5.0e-7 /h 1.6 EPRI URD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low voltage)

Fails to close 1.0e-3 3.0 EPRI URD

전기 계통
Transformer (High 
Voltage)

Fails while operating 1.2e-6 /h 5.5 EPRI URD

전기 계통
Transformer 
(Medium voltage)

Fails while operating 7.0e-7 /h 4.7 EPRI URD

RPS 계통
Trip Circuit 
Breaker

Fails to Open 1.0e-4 3.2
NUREG/CR-5500, Vol.10, Table 
C-9, 1.8e-5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

RPS 계통
Control element 
assembly & rod

Failure 1.0e-4 13.8
NUREG/CR-5500, Vol.10, Table 
C-9, 1.7e-5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

RPS 계통 Manual Switch Failure to Operate 2.0e-4 5.7
NUREG/CR-5500, Vol.10, Table 
C-9, 1.3e-4 과 유사한 값으로 가정

RPS 계통 Trip Signal Failure Failure
1.0e-4
1.0e-3

10
가정
1st group 1e-4, 2nd group 1e-3

표 3.1-6 기기 신뢰도 자료

KALIMER-600 PSA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운전원 조치가 고려되었다. 하나는 정상운전 중에

IRACS 계통의 isolation 밸브가 spurious close되는 경우에 운전원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행위

로서 값은 보수적으로 0.01을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원자로 정지가 trip signal 또는 trip

breaker의 문제로 실패하였을 때, 운전원이 이를 복구하는 행위이다.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안전 계통들의 자동 기동이 실패하였을 때, 이를 복구하는 행위들

을 모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KALIMER-600은 아직까지 운전절차서 등이 개발되

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어느 정도 보수성을 가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중요한 운전원 복구 행위

만을 고려하였다. 상세한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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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고려되었다.

특수 사건 신뢰도 자료 비고
1차 및 2차 RPS의 trip
signal (trip sensor 포함)

1.0e-4 (1차) 전문가 판단에 의해 달성 가능한 신뢰도 값을
할당함.1.0e-3 (2차)

IRACS 작동 신호 5.0e-4 전문가 판단에 의해 달성 가능 신뢰도 값 할당

IRACS 및 PDRC 배관
leak rate

3.0e-4/y 2.5e-10 / (h ft) Nureg/cr-6928, 140 ft 가정

Intermediate loop 배관
leak rate

1.0e-4/y 2.5e-10 / (h ft) Nureg/cr-6928, 40 ft 가정

PDRC, IRACS 고화빈도 3e-3/y 100 ~ 10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PDRC 및 IRACS 계통의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
한 실패확률

1.0e-4 (PDRC) 정확한 근거는 없음. PDRC의 경우 passive
component인 Check 밸브와 유사한 신뢰도를 가
진다고 가정하여 1.0e-4를 할당. IRACS는 EMP
에 의해 flow가 유지되므로 현상학적 불확실성
으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uncertainty 해석으로 재평가 예정

1.0e-6
(IRACS)

RPS 계통 실패시 현상학
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반
응도 feedback의 실패확률

1.0e-6 정확한 근거는 없음. 핵설계 팀에서는 어느 경
우나 반응도 fee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낮은 값을
가정함. 추후 uncertainty 해석으로 검증 예정

원자로 정지 불능시
Feedwater 계통에 의한
열제거

0.5 원자로 정지시 feedwater 계통이 이용불능한 경
우가 있는 비율을 입력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0.5 가정

증 기 발 생 기 에 서
sodium-water reaction 발
생시 원자로, 비상 안전
계통 들이 손상받을 확률

1.0e-4 기본적으로 sodium-water reaction에 대해 원자
로 및 비상 안전 계통이 보호되도록 설계함. 설
계를 벗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1.0e-4 의 손상
확률이 있는 것으로 가정. 추후 uncertainty 해
석으로 재평가 예정

표 3.1-7 특수사건의 신뢰도 자료

마) 정량 분석

정량분석은 입력된 사건수목, 고장수목으로부터 전체 노심손상에 대한 minimal cut set을 구

하고, 이로부터 전체 노심손상빈도, 각 사건수목 및 사고 시나리오의 노심손상빈도, 각 event의

중요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에서 개발된 AIMS-PSA에서는 사건수목, 고장수목, 신

뢰도 자료가 입력되고, 추가적으로 사건수목들을 OR 논리로 연결한 노심손상에 대한 간단한 고

장수목을 추가하면 정량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정량 분석 결과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1.0e-6/yr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PSA의 기본적인 목

적이 기존 상용로 PSA 방법의 SFR 노형에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과 KALIMER-600의 대략적

인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많은 가정이 사용되어 정량 분석 결과의 값에는 많은 불확

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아래 표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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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빈도 노심손상빈도 %
General Transients 1.0 2.60e-7 25.58
Vessel Leak 1.0e-4 2.21e-7 21.67
Lo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3.0e-2 1.06e-8 1.05

Loss of Primary Flow 3.0e-1 7.80e-8 7.66
Loss of Intermediate Flow 3.0e-1 7.80e-8 7.66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3.0e-1 7.80e-8 7.66
PDRC Unavailable 3.0e-3 7.99e-8 7.85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1.0e-3 2.41e-10 0.02
Sodium Water Reaction in SG 1.0e-3 2.12e-7 20.84

표 3.1-8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

2)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KALIMER-600은 초기 설계 단계로서 안전 계통의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안전

계통의 설계 개념 역시 여러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PSA에 많은 가정이 사용

되었다. 따라서, 각종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들에 대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PSA 측면에서의 각종 설계 대안에 대한 민감도 평가는 KALIMER-600의 설계 방향을 설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표는 각종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계통 기본 가정 민감도 가정 CDF (/yr) 증가비

PDRC

PDRC No PDRC 5.28E-03 5176

2 x 50% Passive 2 x 100% Active
System 1.04E-05 10.2

Solidification 빈도
(0.003/yr) 빈도 10배 (0.03/yr) 1.80E-06 1.76

PDRC 현상학적
불확실성 신뢰도 (1e-4) 실패확률 10배 (1e-3) 5.77E-06 5.66

2 x 50% Passive 2 x 100% Passive 8.74E-07 0.86

IRACS
2 x 100%, Safety Class
전원 (2 Gas Turbine

backup)
No IRACS 3.36E-04 364

EPS 2 Gas Turbine backup No Gas turbine 1.16E-05 11.4

RPS 2 diverse system (1st,
2nd) No 2nd RPS 2.39E-05 23.4

표 3.1-9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현재 KALIMER-600의 잔열제거 기능으로는 PDRC 및 IRACS가 고려된다. 설계 대안에서는

PDRC 또는 IRACS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 PDRC를 active system으로 변경하는 경우, PDRC를

2개의 50% 계열에서 2개의 100% 계열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고려되었다. 평가 결과 PDRC 또는

IRACS 하나만 설치하는 안은 노심손상빈도가 매우 크게 증가시켰다. PDRC를 active system으

로 변경하는 안 역시 노심손상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PDRC를 2개의

100% 계열로 변경하는 안은 노심손상빈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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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RPS 계통을 2개의 diverse system을 설치하는 것에서

하나의 system만을 설치하는 경우나, 가스터빈발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노심손상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요한 가정사항인 PDRC의 고화빈도 및 PDRC 현상학

적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고화빈도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현상학적 불확실성은 노심손상빈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결

과는 잔열제거 수단으로서 PDRC 및 IRACS가 모두 요구되며, 비상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3) 예비 PSA 평가에 대한 결론

본 연구는 KALIMER-600을 대상으로 예비 Level-1 PSA를 수행하고, 기존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PSA 방법의 SFR에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술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 상용로에서 사용되던 PSA 방법을 SFR에 적용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방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FR 고유 특성에 따라 향후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금속 연료 및 피동 계통 도입에 따른 평가 방법의 확립

- 금속연료 고유 반응도 궤환 효과 및 공융현상에 정확한 이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PDRC 등 피동안전계통의 비상시 거동에 대한 실험 등 필요

o 현상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방법의 확립

- PDRC 계통의 고화 빈도 및 신뢰도 평가

- SG에서의 소듐-물 반응(sodium-water reaction)으로 인한 안전계통 손상 확률 평가

o 새로 도입되는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자료 미비 경우의 신뢰도 자료 평가 방법 확립.

- 새로운 기기의 신뢰도 자료(EMP 펌프, trip rod)

- 초기사건 발생 빈도 평가(소듐-물 반응, 원자로용기 파단, 핵연료 채널 막힘현상 등)

- 디지탈 I&C와 관련된 신뢰도 평가

KALIMER-600의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으로 인한 예비 Level-1 PSA의 결과로 나타난 노

심손상빈도는 1.0e-6/yr로 평가되었다. KALIMER-600은 개념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가

정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KALIMER-600의

대략적인 안전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S-G-1.2에서 차세대 원전에 대해 large radioactive release

빈도를 1e-6/yr로 요구하고 있으며, 노심손상 발생 후 격납건물 실패확률을 0.1 정도로 볼 때, 노

심손상빈도는 1.0e-5/yr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ALIMER-600의 노심손상빈도는 충분

히 이 목표를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묵시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해 1.0e-6/yr의 노심

손상빈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KALIMER-600의 PSA 결과는 이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에 있어,

앞으로 PSA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설계 안전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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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기준사고 예비안전성 평가

1) 개요

KALIMER-6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대

략적인 Bounding Approach 개념으로 SSC-K를 이용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계통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신개념의 안전계통

(PDRC: Passive Decay-heat Removal Circuit)이 KALIMER-600 계통에 도입되면서 설계기준사

고에 대한 안전해석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SSC-K 코드를 적용한 안전해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SSC-K 코드의 단점 극복 및 설계기준사고의 안전해석을 위해

MARS-LMR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KALIMER-600 설계는 현재 안전등급의 잔열제거계통으로 PDRC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안전

등급으로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liary Cooling System)를 구비하고 있다. 사고시에

는 안전등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잔열제거 계통은 PDRC 만을 모델하였다. 사고해석은 원자로

의 전체 운전 모드를 고려한 사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설계가 100 % 전출력 운전만을

고려한 설계이기 때문에 100 % 출력을 기준으로 유량상실사고, 과출력 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일차열전달 계통 배관파단사고, 원자로 용기 국부 파손사고, 전원상실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모의

하였다.

2) 설계기준사고 분류 및 안전해석기준

KALIMER-600은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고유안전 특성 및 피동형 개념을 설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전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부 초과설계기준사고들과 중대사고의

위험도(risk) 감소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사건분류와 그에 대응하는 안전허용기준을 설

정하여 이들 사고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사

건분류 시 발생빈도가 희박한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크다면 위험도 측면에서 그 대처방안이 설계에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보통 1x10-1

에서 1x10-4/R․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초기사건을 설계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신형원

자로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의 사고들을 설계에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설계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및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

준을 기존의 방사능 보호조치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낮게 제한하기 위함이다. KALIMER-600

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발생빈도는 10-6/R․Y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에서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서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

적 방사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현안들은 신형 액체금속로의 설계가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혁신적인 설계개념들을 채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ALIMER-600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고분류 체제를 사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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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전 상태로 계통의 시운전, 설계범위 내의 운전,

고온 대기 또는 정지와 같은 발전소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b) Infrequent Event (I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되는 예상 운전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s)의 등급과 동등하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약 10-2/R․Y까지이며

발전소 수명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응한다.

(c) Unlikely Events (U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계기준사고 등급과 동등

하며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선정하며 약 10-4/R․Y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

부사건을 포함한다. 이때 10-4/R․Y의 설정 기준은 사건 발생 빈도가 발전소 수명 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한 번 예상되는 사건에 해당된다.

(d)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기존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심각한 사건에 대응

되며, 이러한 사고 범주를 설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U.S.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

수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범주는 약 10
-7
/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 (초기사

건과 다중 고장사건이 동시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한다.

(e) Residual Events: 이 사건범주는 약 10-7/R․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건으로서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경수형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EPZ) 요

건에 의하여 고려되는 사건들과 유사한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 사건들을 포함한다.

그림 3.1-5 KALIMER-600 사고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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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허용기준 구조물 건전성 유지 피복재 건전성 유지
핵연료
건전성
유지

소듐 비등
금지

Event Category

노심출구 소듐
평균온도,℃ 피복재 첨두온도, ℃ 핵연료

첨두
온도,℃

냉각재
첨두온도,℃

제한온도 허용시간
(hr) 제한온도 허용시간

(hr)
Moderate

Frequency Event 560 ⦤40,000 <650 ⦤52,000
955

1,055 940
Infrequent Event 560-600 ⦤1,000 650-670 ⦤240
Unlikely Event 600-650 ⦤30 670-700 ⦤1.2
Extreamly

Unlikely Event
650-700
700-760

⦤5⦤1 700-790 ⦤0.3 1,070

표 3.1-10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

KALIMER-600 설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심층방어 개념의 적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심각한

노심 손상 확률의 감소와 사고발생 시 방사성 물질 격납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

을 향상시킨다. KALIMER-600의 심층방어는 사고 저항성의 증대, 노심 손상의 방지, 사고완화

대책의 확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설계에 구현되고 있다. 사고 저항성 증대는 계통의 단순화, 안

전여유도 증대, 고유안전성을 가지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설계, 면진 설계 등을 통하여 확보되며,

노심 손상 방지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 향상, 이상사고시 반응도 궤환

효과로 인한 고유안전성 확보, 향상된 잔열제거계통, 핵연료집합체 내의 유로폐쇄 및 손상된 핵

연료의 전파 방지 설계, 기기 및 제어기능 외에 공급되는 안전등급의 교류전원 제거, 운전원의 사

고대처 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사고완화 대책은 강화된 규제요건을 만족하

는 격납용기 개념, 보다 실제적이고 역학적인 방사선원항 계산, 화재 및 소듐반응 방호 및 격납용

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확보하고 있다.

KALIMER-600 설계의 궁극적인 안전평가 기준은 방사선 제한치이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

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방출 제한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운전과 설계기준 과도사고

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허용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핵연료 용융금지

- 핵연료-피복재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금지

- 피복관의 변형률 및 크립 파단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금지

-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 소듐 냉각재 비등금지 (노심 내부 기포생성 금지)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그리고 발전소 운전변수

들을 안전 제한치 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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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보장하는 보수적인 수단이다. 표 3.1-10은 물리적 현상을 기준으로 정해진

KALIMER-600의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3) KALIMER-600에 대한 MARS-LMR 모델 및 정상상태 모의

KALIMER-600은 금속연료를 장전한 풀형 원자로로서 소듐을 냉각재로 이용하고 있다. 크게

계통은 일차열전달계통 (PHTS), 중간열전달계통 (IHTS), 증기발생기 계통(SGS)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PHTS를 구성하는 고온풀과 저온풀은 Reactor Baffle로 나뉘어져 있으며, 고온풀은 그

림 3.1-6에서 MARS-LMR 코드의 ‘PIPE'(230), ’BRANCH'(235), ‘PIPE'(240) 컴포넌트 등으로

모델되었으며, 중간열교환기를 모델하고 있는 (250, 260, 270, 270) 컴포넌트들의 입구로

Cross-flow junction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중간열교환기는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IHTS 계

통의 소듐 냉각재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 튜브에 대해 열 구조물 모델이 되

어 있다. 열교환기 내부 유체 체적은 중간계통 튜브 측과의 열전달을 고려하여 19개의 Volume을

갖는 'PIPE' 컴포넌트로 모델되었다.

그림 3.1-6 KALIMER-600설계에 대한 MARS-LMR 노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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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열교환기의 출구는 하부 저온풀을 모델한 110 'PIPE' 컴포넌트의 위에서 2번째 Volume

아래와 연결되어 있다. 노심은 각 영역에 해당되는 핵연료를 모델하여 유체에 열을 전달시키며,

내부 Driver Fuel 영역, 중간 Driver Fuel 영역, 외곽 Driver Fuel 영역, 제어봉 영역, 반사체 영역,

B4C 및 내부 저장연료 영역, 최고 출력 Driver Fuel 집합체 영역으로 각각 모델한다.

중간계통은 크게 중간열교환기의 튜브측,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 쉘측을 연결하는 배관,

중간계통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대의 중간 열교환기에서 가열된 소듐이 한 대의 증기

발생기로 흐르도록 소듐 배관이 중간에 합쳐지고, 다시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IHTS 펌프까지 단

일배관을 형성한다. 증기발생기는 Helical 형태의 튜브들로 구성되어 있어 튜브의 길이는 80 m에

달한다. 이들 구조물을 통한 열전달을 모의하기 위해 32개의 축방향 노드와 반경방향으로 3개의

노드를 갖도록 튜브를 모델하였다.

PDRC 계통은 일차계통의 240번 컴포넌트 4번째 Volume 입구에서 DHX 상부로 연결되어 고

온풀 액위가 증가하면 DHX 계통으로의 소듐 Overflow가 형성되도록 모델된다. DHX 외부는 13

개의 Volume을 ‘PIPE'로 모델하여 하부 저온풀 110번 입구와 연결된다. 열교환기 내부와 외부는

740, 840번 컴포넌트의 상부와 735, 835번의 5번째 Volume에서 연결되어 Over flow 유량이 열교

환기 내부로 흘러 들어간다. 중간 계통의 소듐 열은 775, 875번 ’PIPE' 컴포넌트의 AHX(Air

Heat eXchanger)를 통해 공기로 전달된다.

표 3.1-11는 100% 출력에서 KALIMER-600 전체계통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결과와 설계 값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인 계통 변수들에 대한 계산결과는 설계값들과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계통 변수 설계값 MARS-LMR 계산

Generals

-원자로 출력, MW
-PHTS 펌프 수
-중간계통 루프 수
-IHX 수
-PDRC 계통 루프 수

1523.6
2
2
4
2

1523.6
2
2
4
2

PHTS
-원자로 입/출구 온도, ℃
-유량, kg/s
-IHX 입/출구 온도, ℃

390.0/545.0
7731.3

544.8/390.0

391.46/546.52
7734.0

546.37/391.43 (Pump)

IHTS -IHX 입/출구 온도, ℃
-IHX 유량, kg/s

320.7/526.0
2900.35

320.97/527.41
2901.5

SGS
-급수온도, ℃
-증기온도, ℃
-증기유량, kg/s

230.0
503.1
331.625

230.0
500.37 (Max. T)

332.27

PDRC
-중간계통 유량, kg/s
-공기 유량, kg/s
-DHX 입/출구 온도, ℃
-AHX 입/출구 온도, ℃

-
-
-
-

10.91/loop
4.914/loop
174.42/238.9
40/221.83

표 3.1-11 KALIMER-600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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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해석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해석을 위해 Extremely Unlikely Events 및 Unlikely Events 중 대표

적인 사고를 선택하였다. 풀형 고속로의 안전해석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사고로는 유량상실사고,

과출력 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파손사고, 일차열전달계통 배관 파단사고, 소외전

원상실사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을 해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고는

전출력 운전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다음 조건에 따라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a) High Power Trip: 111 %

(b) High Core Outlet Temperature: 555 ℃

(c) Low Pumping Flow Rate: 84 %

(d) Low Hot-pool and Cold-pool Level: 5 cm below normal level

원자로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해 보수적인 ANS-79년도 모델을 이용했으며, 펌프 정지와 급수

고립은 원자로 정지 5초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대략적으로 펌프 관성운전 기간은 100

초이며, 두 개의 독립적인 PDRC 계통이 유효한 것으로 가정했다.

가) 유량상실사고(LOF: Loss of Flow)

유량상실사고는 일차열전달계통에서 냉각재 펌프의 유량상실로 인한 노심 냉각능력 상실이나

일시적인 펌프의 가속에 따라 노심 과냉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는 소외전원상

실, 지진, 펌프 속도제어계통의 고장이나 원전원의 실수, 배관 용접부의 결함과 피로, 열적 스트레

스 등으로 발생될 수 있다. 주요 사고는 1대 혹은 2대 PHTS 펌프 고장으로 인한 펌프의 유량감

소, PHTS 펌프의 방출배관 파단으로 인한 유량 감소, PHTS 펌프의 순간적 정지, PHTS 펌프의

부적절한 가속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사고해석에서는 사고발생과 동시에 2대 펌프의 동시 상실

을 가정하여 펌프가 관성운전을 시작한다. 사고발생시 사건 전개순서는 먼저 10초에 사고가 발생

하고, PHTS 유량의 저유량 신호에 의해 원자로는 11.84초에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원자로 정지

5초 후에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공급이 정지되었으며, 40초에 증기발생기 세관 내부의 액체가 고

갈되어 IHTS의 소듐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PHTS 펌프의 관성 운전은 약 100초에 끝나며, IHTS

저온관과 고온관의 온도는 약 700초에 거의 같아지면서 PHTS 소듐이 가열된다.

노심 입․출구 온도는 그림 3.1-7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노심으로 유입되는 유

량감소로 온도는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 후 펌프 정지로 노심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펌프의 관성

운전이 끝나면 노심 출구온도는 증가하지만 IHTS에서의 열제거량이 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노

심 입구 온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IHTS의 저온관 온도가 고온관 온도에 근접하면서 PHTS의 저

온 풀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약 2시간의 냉각재 가열로 인해 고온 풀 액위가 증가하면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된다. Overflow 형성과 동시에 노심 냉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결

국 약 4시간 후부터 PDRC 계통의 냉각능력은 노심 잔열 생성량과 거의 같아진다.

그림 3.1-8은 노심 잔열생성량과 PDRC 계통에서의 열제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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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제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후 약 20000초 이후에 열제거

량과 생성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9는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를 도시한 것

으로서, 사고 초기 펌프 정지 이전에 590 ℃까지 증가하며, 10500초에 625 ℃까지 증가하였다.

고온풀에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는 6250초에서 시작하여 13900초에 유사 정상상태를 이

루었으며, 이때 유량은 약 40 kg/s 정도를 유지한다.

그림 3.1-7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LOF)

그림 3.1-8 열 생성량 및 제거량 비교(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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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최대 피복재 온도(LOF)

나) 과출력사고(TOP: Transient of Over Power)

원자로 노심내의 반응도 사고는 불의의 출력 변동을 야기한다. 이러한 반응도 변화는 노심과

제어봉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 노심내의 재료 변화, 노심의 기하학적 위치 변화 등으로 발생

할 수 있으며, 본 절은 제어봉 계통의 구동 모터 고장으로 제어봉 인출을 가정해서 15초 동안 30

￠의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사고의 전체적인 거동은 앞의 유량상실사고와 거의 유사하며, 사건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

다. 10초에 사고가 초기화되어 25초까지 초당 2 ￠의 반응도가 삽입된다.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고 출력 신호에 의해 원자로는 16.74초에 정지되고, 증기발생기 급수 및 PHTS 펌프 정지 신호는

21.74초에 발생했다. 급수 고립에 따라 약 40초에 증기발생기 튜브 내부 냉각재가 고갈되고

IHTS 저온관과 고온관의 온도는 대략 700초에 노심 출력비 만큼의 차이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PHTS 계통의 소듐 냉각재가 가열되기 시작한다. 고온 풀에서 PDRC DHX Shell로의 Overflow

는 앞의 유량상실사고와 유사하게 약 6150초에 시작해서 13800초에 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그림 3.1-10은 원자로 노심 입․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출력 상승으로 원자로가 정지되

고 난 후에 펌프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구 온도는 감소한다. PHTS 펌프 관성운전은 약 120

초에 끝나며, PDRC로의 Overflow가 일어나기 전까지 온도는 계속 증가한다. 사고 발생 후

PDRC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은 Overflow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노심 열 생성량

과 비슷하게 제거된다. 그림 3.1-11은 최대 피복재 온도 거동을 보이며, 원자로 정지 이전에

586.05 ℃까지 증가하고, Overflow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625.75 ℃의 최대 온도를 기록

했다.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는 대략 6250초부터 유량이 형성되고 약 13800초에 약 40 kg/s

의 준 정상상태 유량이 흐른다.



- 6-33 -

그림 3.1-10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TOP)

그림 3.1-11 최대 피복재 온도(TOP)

다) 열제거원상실사고(LOHS: Loss of Heat Sink)

일반적으로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모든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상실, 발전소 소내 전원 상실,

IHTS 계통 펌프의 부적절한 속도 감소, 대량의 증기 또는 급수 누출 등에 의해 발생된다. 사건

전개순서는 10초에 전체 급수 상실사고를 초기화하였으며, 76.65초에 원자로 출구온도 상승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5초 후에 PHTS 펌프의 정지 신호를 발생하여 펌프는 관성운전을 시작한다.

증기발생기 튜브 내부는 약 20초 정도에 냉각수가 고갈되었다. 따라서 IHTS 계통의 저온관 및

고온관 온도는 약 85초에 평형상태에 도달하며, 위 두 사고와는 달리 PDRC로의 Overflow가 약

2000초부터 시작되어 약 6800초 정도에 준평형상태에 도달했다.

그림 3.1-12는 원자로 입․출구 온도거동을 나타낸다. 10초에 급수상실사고가 초기화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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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내부의 냉각재 방출기간과 IHTS 계통의 소듐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노심 출구의 온

도는 상당기간 동안 정상상태 온도를 유지한다. 사고 발생 약 1분 후에 노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하는 555 ℃에 도달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PHTS 펌프 정지와 함께 노심출구

온도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노심 입구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빠르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펌프 관성운전 및 자연순환 수두가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까지 노심 출구온도는 상승한 후, 자연

순환 유량의 증가로 온도는 다시 감소하고, 이후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시작되면서 온도

는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결국 사고발생 110분 후에 PDRC 계통으로 Overflow가 형성되어 냉각

재 온도는 조금씩 감소한다.

사고 발생 7.8시간 이후부터 잔열 제거량이 생성량을 초과하게 되고, 본격적인 PDRC로의 열

제거가 앞의 다른 두 사고해석에서 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수상실이 이사고의 원

인이고 원자로 정지가 다른 사고보다 늦게 발생해서 PHTS 소듐의 냉각재 가열이 빨리 오래 진

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13은 피복재 온도 거동을 계산한 것으로서 사고 초기 690 ℃까지 증

가하지만, 온도 제한치 700 ℃이상 18분 지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1-12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LOHS)

그림 3.1-13 최대 피복재 온도(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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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 파단사고(Pipe Break)

PHTS 내의 소듐은 펌프에서부터 Inlet 플레넘까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노심으로 유입된다.

현재 KALIMER-600 계통은 두 대의 펌프에서 Inlet 플레넘의 4 부분으로 나뉘어 저온 풀의 냉각

재가 배관을 통해 흐르는데, 이들 중 한 개의 배관에서 양단 파단이 발생한 사고를 가정하였다.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유량상실사고(LOF)와 유사하며 거동도 비슷하다. 10초에 사고가 발생하여

파단 배관을 통해 유입된 소듐은 모두 저온 풀로 방출되고, 건전 배관을 통해 Inlet 플레넘으로

유입된 소듐 중 일부도 저온 풀로 방출된다. 원자로 정지 5초 후에 PHTS 펌프와 증기발생기 급

수 정지 신호가 발생하여 40초경에 증기발생기가 고갈된다. IHTS의 IHX 입구 온도는 약 400초

경에 출구온도와 거의 같게 된다.

그림 3.1-14는 노심 입․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고 초기화 4초 후에 원자로가 정지했

음에도 불구하고 노심으로 유입되는 소듐양의 감소로 온도가 증가하지만 온도 증가와 더불어

PHTS 고온 풀의 수두 감소로 인해 유량 감소가 완화되어 결국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약 110초

에 펌프 관성운전이 끝난 후 자연순환 유량으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약 400초경 IHTS

계통의 온도 증가로 인해 노심 입구 온도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되면서 노심 온도는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3.1-15는 건전 배관 유량과 파단 유량을 도시한 것이다. 파단 초기 파단 유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약 100초에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방출되지만, 이 후 오히려 저온 풀에서

Inlet 플레넘으로 유량이 유입된다. 파단 부위에서의 유량 방출로 저온풀 액위가 증가하다가 일시

적으로 잠시 멈춘 후에 펌프 정지로 고온 풀 액위에 근접한다.

전체적으로 배관 파단 사고의 경우는 사고 초기에 원자로 정지가 바로 수 초 내에 이루어진다

면 고온 풀과 저온 풀의 압력 평형으로 노심 유입량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파단 발생

으로 저온 풀에서 바로 Inlet 플레넘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유동 저항이 감소되는 데 기인한다. 따

라서 유량상실사고보다 후반 온도 증가는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4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Pip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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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PHTS 배관 유량 거동(Pipe Break)

마) 원자로용기 파손사고(Vessel Leak)

원자로용기 파손 사고는 PHTS 방사성 소듐의 PHTS 외부 방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고이다.

본 사고해석은 원자로용기의 하단부에서 10 cm2 크기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

크기는 다른 소듐 냉각로 설계에서 고려한 크기로서 보다 정확한 크기는 파단전 누설, 재료, 용접

부, 가동 중 검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건 전개순서는 10초에 사고가 초기화되고 원자로 정지는 저온 풀의 액위 감소로 되는 것으

로 가정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검출에 의해 보다 빨리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고 난 후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기까

지 고온 풀 및 저온풀의 액위 감소 이외에는 별다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느린 액위 감소로

원자로는 사고 발생 329초 후에 정지되었으며, PHTS 펌프 정지와 급수 고립은 원자로 정지 5초

후인 344초에 일어났다. 증기발생기 고갈은 약 380초 펌프 관성 운전은 약 440초에 끝난다. 급수

고립으로 IHTS IHX 입구와 출구 온도 차이는 약 850초에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고온 풀의

액위 감소로 인해 PDRC로의 Overflow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발생 5시간 후에 피복

재 온도는 700 ℃를 초과하고 계속해서 온도는 증가한다.

그림3.1-16은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을 보이며, 사고 초기화 후의 노심 온도는 변화가 없다.

저온 풀 액위 감소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 뒤 온도가 감소, 펌프 정지신호로 펌프의 관성운전

기간동안 출구 온도 상승, 자연순환 수두 발달로 출구 온도 안정상태, IHTS 소듐 냉각재의 가열

에 따른 PHTS 냉각재의 온도 상승 등은 다른 과도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고는 고온 풀 액위 감소로 인하여 PDRC 계통의 Overflow가 늦어짐으로써 30000초까지의 계

산에서 지속적인 온도 상승을 보인다.

그림 3.1-17에 보이는 바와 같이, PDRC 계통의 잔열제거량은 노심 붕괴열 생성량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Overflow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PDRC 계통의 DHX Barrel을 통한

열전달에 따라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HX Barrel의 열전달 면적이 이 계통의 열전달 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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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한다. 그림 3.1-18은 이 사고 해석에서 나타난 최대 피복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18200초

에 700 ℃ 초과 후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해석 온도 제한 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1-19는 고온 풀 및 저온 풀의 액위 거동을 보인다. 원자로 용기의 파손 유량에 따라 약

10000초까지 액위는 감소하다가 이후 원자로 용기 하부와 Guard Vessel 하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파손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온 풀 액위는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0000초

까지의 계산에서도 여전히 고온 풀 액위는 Overflow가 발생하는 위치까지 약 0.5 m 정도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고해석의 전반적인 결과로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PDRC 계통만으로는 이

사고 발생시 안전해석 기준을 만족할 수 없으며, 추가로 다른 안전계통을 필요로 한다.

그림 3.1-16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RV Leak)

그림 3.1-17 열 생성량 및 제거량 비교(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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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최대 피복재 온도(RV Leak)

그림 3.1-19 PHTS 고온풀 및 저온풀 액위 거동(RV

Leak)

바) 전원상실사고(Station Black Out)

전원상실사고는 일종의 열제거원 상실사고로서 앞서 수행한 급수 상실사고와 함께 전체적인

열제거원 상실사고의 큰 부류이다. 이 경우는 전원상실과 함께 증기발생기로의 급수계통에 더 이

상 전력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열제거원이 상실되며, 일차열전달계통 및 중간계통의 펌프로의

전력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유량상실이 동반된다. 10초에 사고가 초기화되어 급수, 일차열전달

계통 펌프, 중간계통 펌프가 동시에 상실되고 사고와 동시에 원자로 정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30초에 증기발생기 세관 내부의 액체가 고갈되어 IHTS의 소듐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한편 PHTS 펌프의 관성 운전은 약 100초에 끝나며, IHTS 저온관과 고온관의 온도는 약 520초

에 거의 같아지면서 PHTS 소듐이 가열된다. PDRC로의 Over-flow는 대략 5780초에 시작해서

사고 발생 후 12500초 경에 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하므로써 본격적인 잔열제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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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입․출구 온도는 그림 3.1-20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노심으로 유입되는

유량감소로 온도는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 후 펌프 정지로 노심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펌프의 관

성운전이 끝나면 노심 출구온도는 증가하지만 IHTS에서의 열제거량이 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노심 입구 온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IHTS의 저온관 온도가 고온관 온도에 근접하면서 PHTS의

저온 풀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약 2시간 후 Overflow 형성과 동시에 노심 냉각이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결국 약 4시간 후부터 PDRC 계통의 냉각능력은 노심 잔열 생성량과 거의 같아진다.

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제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후 약 20000초 이후에 열제거

량과 생성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1은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사고 초기 펌프 정지 이전에 590 ℃까지 증가하며, 10500초에 625 ℃까지 증가하였다.

고온풀에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는 6250초에서 시작하여 13900초에 유사 정상상태를 이

루었으며, 이때 유량은 약 40 kg/s 정도를 유지한다.

그림 3.1-20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SBO)

그림 3.1-21 최대 피복재 온도(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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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출력사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과출력사고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민감도 변수로 반응도 궤환 변수들인 제어봉가, 도플러 반

응도 계수, 소듐냉각재 반응도 계수, 출력, 일차열전달계통 유량 등을 선정하였다. 반응도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원자로 정지 이전에 반응도 변화에 따른 출력 변동을 모사하여 최종적으로 냉각재

및 피복재의 최고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계측 계통의 불확실도를 반영

하기 위하여 출력과 유량을 민감도 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3.1-12는 민감도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 경우를 요약한

것이다. Base0에서 Base12까지 13 가지의 계산 경우는 제어봉가, 도플러, 냉각재 관련 반응도 계

수를 조합한 것들이며, S1에서 S8까지는 원자로 출력과 일차계통 유량의 불확실도를 고려한 계

산 경우들이다.

Case 원자로
출력, %

일차계통
유량, %

제어봉가,
% 도플러, % 냉각재, % 피복재

최고온도, ℃
Base0 100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6.256
Base1 100 100 Norminal +15 Norminal 626.328

Base2 100 100 Norminal -15 Norminal 626.316
Base3 100 100 +15 Norminal Norminal 626.328
Base4 100 100 -15 Norminal Norminal 626.314
Base5 100 100 -15 +15 Norminal 626.376
Base6 100 100 -15 -15 Norminal 626.282
Base7 100 100 +15 +15 Norminal 626.324

Base8 100 100 +15 -15 Norminal 626.290
Base9 100 100 Norminal Norminal +20 626.311
Base10 100 100 Norminal Norminal -20 626.325
Base11 100 100 -15 +15 +20 626.317
Base12 100 100 -15 +15 -20 626.275
S1 96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3.574

S2 96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4.178
S3 96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13.994
S4 100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5.673
S5 100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6.820
S6 104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9.928
S7 104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8.636

S8 104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8.950

표 3.1-12 민감도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및 최고 피복재 온도

그림 3.1-22와 표 3.1-12에서 보듯이 반응도 계수들을 변화시켜 계산한 경우들은 과도기 경향

이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피복재 최고온도 또한 최대 0.2 ℃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반응도 계수 변화가 반영되어 출력 변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이

며, 원자로 정지 이후 PDRC 계통에 의한 원자로 냉각까지 같은 온도 거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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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계수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 및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계산은 반응

도 계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1-23은 출력과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계산 결과이다.

원자로가 정지하기 바로 이전까지 온도 변화는 주로 출력 변화에 따라 약 6℃ 정도의 차이를 보

이며, 이러한 추세는 원자로 정지 후에도 유지된다. 반면에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는 원자로

정지 이전에 약 1.5 ℃로서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원자로 정지 시간도 주로 출력이 크고 유량이 작을 수록 빨리 발생한다. 결국 표 3.1-12에 보이듯

이 피복재의 최저 온도는 출력 96 %, 유량 102 %의 경우에서 613.994 ℃이고, 최고 온도는 출력

104 %, 유량 98 %의 경우에서 629.928 ℃로 계산되어 Norminal 계산경우보다 4 ℃정도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보수적인 가정을 통한 온도 증가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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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반응도계수 변화에 따른 피복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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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출력 및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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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열제거원상실사고에 대한 장기냉각 분석

잔열제거계통의 장기냉각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고려하였다. 초기 냉각

성능 분석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고온정지 조건까지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산

이 필수적이다. 그림 3.1-24는노심 붕괴열과 PDRC 계통에 의한 냉각율을 비교한 것으로서 약

28500초에서 PDRC 계통의 냉각율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초과한다. 이로 인하여 소듐

액위와 PDRC DHX로 넘치는 유량 또한 감소한다. PDRC 계통의 냉각율은 약 100000초부터 다

시 노심 붕괴열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는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만큼만 PDRC 계통에 의해

냉각됨을 의미한다. PDRC 계통의 냉각율이 붕괴열 생성량을 초과하는 약 30000초 이후부터

100000초까지 온도는 크게 감소하지만, PDRC 계통과 노심사이의 열평형이 이루어진 후부터 노

심 입․출구 냉각재의 온도는 520 ℃, 575 ℃이고, 피복재 온도는 580 ℃ 정도를 유지한다.

해석 결과 피동안전계통인 PDRC 계통의 열제거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온정지까

지 냉각은 매우 장시간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 시간에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의 냉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능동 잔열제거계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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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PDRC 계통의 열제거율과 노심 열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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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KALIMER-600에 대한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 고속로 기술개발부에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

다. 대표적인 사고로서 펌프 정지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제어봉 인출로 인한 과출력사고, 급수 상

실로 인한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하단부의 파손으로 인한 PHTS 액위감소 사고 등의

가상사고들에 대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MARS-LMR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출력사고

를 대상으로 변수 민감도 분석과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대상으로 장기냉각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원자로용기 파손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고해석에서는 안전해석 설계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 파손은 고온 풀의 액위가 1m 정도 감소한 후 액위 상승이

늦어짐으로 해서 PDRC 계통의 열제거량이 감소하여 온도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PDRC 계통 이외의 안전계통이 고려되어야 하거나 PDRC 계통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PDRC

계통의 열제거는 Overflow가 발생해야만 효과적으로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다. 즉

Overflow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부 대류에 의한 열제거는 DHX Barrel의 열전달 면적이 작기 때

문에 큰 열전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로 반응도 계수와 유량 변수는 설계기준사고에서 그 영향이 적고, 출력

변수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로 인한 온도 차이는 최

대 ±15 ℃ 이다. 또한 장기냉각 분석으로서 PDRC 계통만으로 고온정지까지 발전소를 유도하기

에는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능동 계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 LOF TOP LOHS Pipe Break
Vessel
Leak

SBO

사고초기화 펌프정지 반응도삽입 급수고립 PHTS
배관파단

용기
하부파손 전원상실

원자로정지 11.84 16.74 76.65 14.06 338.9 10.0

SG 급수고립 16.84 21.74 81.65 19.06 343.9 10.0

SG 고갈 ~40 ~40 ~20 ~40 ~380 ~30

펌프정지 ~100 ~120 ~200 ~110 ~440 ~100

IHTS Tc≃Th ~700 ~700 ~85 ~400 ~850 ~520

PDRC Overflow
start

~6250 ~6150 ~2000 ~5000 - ~5780

PDRC Overflow
end

~13900 ~13800 ~6800 ~11500 - ~12500

PCT, ℃ 625 625.75 690 619 Limit 초과 625

표 3.1-13 각 사고별 사건전개순서 및 피복재 최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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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설계기준사고 해석

1) 개요

고유개념 자체순환로의 안전설계 원칙은 사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원자로 상태가 발생하면

능동계통이나 공학적안전계통 대신에 운전 신뢰성이 높은 피동계통을 사용 하여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정지가 실패하는 사고인 원자로정지불능과도사고(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가 발생하면 노심의 반응도 궤환효과와 더불어 일차 및 이차

열전달계통의 높은 열관성과 피동적으로 작동하는 붕괴열제거계통에 의해 원자로의 고유안전성

을 확보한다. ATWS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사고결과가 노심 용융, 반응도 폭주, 방사

성 물질 대규모 방출과 같이 매우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는 사고이다. 이와 같이 ATWS는 노심붕

괴사고(HCDA)의 기인사고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고방지 및 보호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 설계의 안전여유도 평가를 위해 ATWS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자체순환로의 고유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보호 과출력과도사고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Unprotected Loss-of-Flow, ULOF), 비보호 열제거

원상실사고 (Unprotected Loss-of-Heat-Sink, ULOHS)에 대해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세

가지 ATWS 사고는 고속로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사고유형이다. UTOP과 ULOF는 반응도

삽입사고와 냉각재 유량이 변화하는 사고 중 가장 보수적인 사고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ULOHS는 원자로 입구온도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사고 중 가장 보수적인 사고이다.

2) 해석방법

가) SSC-K 해석을 위한 모델링

계통안전해석코드인 SSC-K는 원자로 노심을 다수의 병렬 유로로 모델링하고 각 유로의 출력

과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일차원적 열유체 해석모델을 사용한다. 노심 출력은 point kinetics과 반

응도 궤환효과 모델에 의해 계산한다. SSC-K는 일차 및 이차 열전달계통과 에너지변환계통인

BOP를 일차원적 열유체 모델로 모의하고 임의의 원자로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범용의 제어계통

모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붕괴열제거계통을 모의하는 PDRC 해석모델은 별도로 개발하여

SSC-K에 결합하였다.

ATWS 사고해석을 위해서 SSC-K 코드의 기존 해석방법론을 따랐으며 자체순환로를 그림

3.1-26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그림에서 원자로를 구성하는 원자로용기, IHX, 펌프, PDRC, SG 등

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기기들이 모델링되어 있다. 노심에서 방출된 소듐 냉각재는 고온풀을 통

해 IHX 튜브의 바깥쪽을 흐르면서 저온풀로 유입한다. 저온풀의 소듐은 펌프 유량안내관을 따라

서 펌프로 유입된 후 노심입구 플레넘으로 가압 방출되어 다시 노심으로 유입한다. 구동 핵연료

는 핵설계 측면에서 노심 내부영역과 노심 외부영역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세한 사고해석

을 수행하기 위해 노심 내부영역 중 노심 중심에 위치하고 유량이 가장 큰 집합체를 노심 내부영



- 6-45 -

역, 나머지 집합체를 중간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그림 3.1-27과 같이 핵연료를 3 개 영역으로 모델

링하였다. 전체 노심은 7개의 유로로 구성하였으며 각 유로는 비슷한 핵 및 열유체적 특성의 집

합체 그룹을 나타낸다. 고온 유로는 유량-대비-출력이 가장 큰 집합체로서 내부영역 노심에서 선

정하였다.

ATWS 해석은 노심의 초기평형조건(BOEC)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반응도궤환 계

수를 포함한 각종 핵적 자료는 BOEC 상태의 값들을 사용하였다. 노심 유로를 SSC-K의 단일 핵

연료핀으로 모델링하였으므로 각 유로의 핵특성 및 유량 입력은 유로를 구성하는 실제 집합체 개

수에 비례한다. BOEC 조건에서 도플러효과에 의한 핵연료온도계수는 소듐이 존재여부에 관계없

이 약 1/T
1.1
의 거동을 따른다. 소듐밀도 반응도궤환계수는 섭동이론에 의해 소듐밀도를 변화시

켜 계산한 반응도가를 사용하였다. 소듐이 아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듐반응도의 영향

은 크지 않지만 일단 노심에서 소듐이 기화되면 양의 반응도를 가지게 된다. BOEC 조건에서 자

체순환로의 소듐기화반응도가는 1550 pcm (4.35$) 이다. 한편 반경방향 반응도계수는 균일한 노

심을 가정하였을 때 -499.95 Δρ/(dR/R)(pcm %) 이며 제어봉구동축 반응도계수는 -23.03 $/m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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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ATWS 사고해석을 자체순환로의 SSC-K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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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SSC-K의 핵연료챈널 모델

SSC-K 코드 입력의 타당성 및 사고해석의 초기상태를 얻기 위해 코드가 계산한 정상상태 계

통변수와 설계값을 비교 평가하였다. 반응도 변화는 노심의 핵 및 열적 조건이 평형이 되는 상태

로 변화하므로 외부요란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지만 본 정상상태 계산에서는 정확한 평형상

태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주요 설계변수도 적절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TWS 사고해

석은 기본적으로 최적 계산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불확실성이 포함된 설계변수나 운전변수에 대

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나) 허용안전기준

자체순환로는 GEN IV 원자로에 속하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보다 획기적으로 향상

된 특성을 가진다. 원자로시설의 궁극적인 안전목적은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작업 종사자

및 인근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허용 피폭기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사고의 안전기

준은 방사선량 제한치로 정해지지만, 각 사고에 대해서 방사선량을 실제 계산하는 것은 계산절차

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계산에 관련되는 계통 설계변수나 환경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념

설계 동안에는 수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설계과정 중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량 제한치

를 확실히 보장하면서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대용척도가 필요하다.

표 3.1-14는 각 사고 범주에서 방사선량 제한치 대신에 대용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물리

적 현상에 대한 허용안전기준이다. 원자로 과도사고 동안 설정한 핵연료 중심 온도, 피복관 온도,

노심 냉각재 온도, 노심 출구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장된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률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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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자체순환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허용안전기준

제하는 방사선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핵연료와 피복관 온도는 핵연

료봉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고, 노심 냉각재 온도와 노심 출구 온도는 각각 소듐 비등과 내부구조

물의 구조적 건전성과 연관이 있다. ATWS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허용안전기준

온도와 지속시간(holding time)이 표 3.1-14에 정리되어 있다. 지속시간은 허용온도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들 값은 현재까지 축적된 금속핵연료와 HT9피복관의 조사성능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3) 해석결과

가) 비보호과출력사고 (UTOP)

UTOP은 임의의 사고로 인해 노심에 삽입되어 있던 원자로제어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출되

어 급격한 양의 반응도가 노심에 부가되는 사고이다. 이 때 원자로보호계통 (RPS)이 제대로 작동

하면 노심손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RPS 고장을 가정하는

UTOP사고이다. 따라서 RPS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반응도가 삽입되는 사고에 대해 계통의 동

적거동을 해석하였다.

제어봉 인출로 인해 노심에 삽입될 수 있는 최대 반응도는 이론적으로 핵연료주기 변화에 따

른 잉여반응도(reactivity swing)이다. 가장 보수적인 UTOP 사고해석은 노심에 삽입된 모든 제

어봉이 사고로 인해 인출되는 경우이므로 잉여반응도가의 전부가 UTOP의 초기 반응도가가 된

다. 그러나 자체순환로 설계에서는 안전계통인 제어봉정지계통(Control Rod Stop System, RSS)

을 설치하여 원자로 운전조건에 따라 제어봉의 인출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UTOP의 초기 반응

도 삽입량은 RSS의 설정값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어봉은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므로

모터의 운전특성에 따라 제어봉 인출속도가 결정된다. 본 해석에서는 RSS 설계의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40￠를 UTOP의 초기 반응도가로 가정하였다. 즉, 15초 동안 2.67￠/초의 삽입률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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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인출되어 총 40￠ 반응도가 노심에 삽입된다. UTOP 사고해석의 주요 관점은 노심의 핵적

및 열유동 특성에 의한 계통거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핵연료 손상이나 소듐비등 없이 노심출력

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SSC-K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40￠ UTOP 사고해석 결과 얻어진 1000초 동안의 노심 출력

과 유량을 그림 3.1-28에 나타내었다. 33초에서 최대출력 (정격출력의 1.45배)에 도달한 후 서서

히 감소하고 있다. 이때 감소하는 출력은 PHTS의 열관성과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량과 평

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일정출력으로 수렴한다. 본 해석에서는 1000초에 정격출력의 약 1.06배 출

력에서 열적 준평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차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므로 노심유량은 정격유

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UTOP은 사고초기에 제어봉 인출로 인한 반응도가 삽입에 의해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

에 핵연료, 소듐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가 따라서 증가한다. 반응도가의 총합인 순반응도가는 사

고초기에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첨두값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영의 값에 수렴한다. 핵

연료 온도의 상승은 중성자의 도플러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핵연료의 축방향 열팽창을 야기한다.

소듐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되어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하므

로 그림 에서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모든 반응도는 음의 값

을 가진다. 한편, 소듐온도의 증가는 제어봉구동축과 노심의 반경방향 변위를 열팽창에 의해 증

가시키므로 음의 반응도를 궤환한다. 제어봉구동축은 노심 반경방향 변위에 비해 큰 시간상수를

가지므로 반응도 궤환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3.1-28 UTOP시 노심 출력 및 유량

그림 3.1-29는 핫챈널에서 핵연료심 중심, 핵연료심 표면, 소듐 냉각재, 피복재 및 덕트 구조물

의 과도온도를 나타낸다. 핵연료 온도가 용융온도를 초과하면 핵연료봉 내에서 용융핵연료의 재

배치에 의해 양의 반응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온도는 수초에서 수분이 걸리는 빠른

과도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변수이다. SSC-K가 예측한 핵연료 중심온도는 사고경과 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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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831.8℃이며 이는 허용안전기준인 핵연료 용융온도 (1070℃) 보다 238℃ 낮다. 핵연료와 피

복재의 공정반응은 일정온도에서 발생하여 피복재의 두께를 감소시킨다. 피복재 최대온도는

657.5℃ (34초)로서 공정온도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허용안전기준인 790℃에 비해 132℃의 안전여

유도를 가진다. 따라서 40￠ UTOP 사고에서 피복재 파손 가능성은 없다.

그림 3.1-29 UTOP시 핵연료봉 온도 분포

SSC-K의 UTOP 사고해석 결과, 핵연료 손상이나 소듐비등 없이 노심출력이 허용 가능한 수

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때 출력은 노심에서 열적 균형에 의한 피동식 반응도 궤환효

과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순반응도는 영의 값으로 수렴한다.

나) 비보호유량상실사고 (ULOF)

ULOF는 일차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이 끊어지거나 다른 요인의 공통고장으로 인해 모든 일차

펌프의 강제순환이 멈추는 사고이다. 일차펌프에 공급되는 소외전원은 안전등급의 전력원이 아

니므로 소외전원상실은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상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이다. 일반적으로 유량상실사고가 발생하면 고 출력-유량비에 의

한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지만, ULOF에서는 원자로정지 작동이 실패한다고 가정한다. ULOF

사고 동안 운전원 조치와 원자로정지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원자로 출력은 오직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서만 제어된다.

ULOF 사고해석에서 주요 관점은 출력-대-유량 비율의 불균형에 의한 노심의 과도특성이다.

즉, 유량감소로 인한 열제거 능력의 저하로 인해 노심에서 핵분열 생성열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

하면 노심이 가열되어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ULOF 사고기간 동안 노심

의 핵적 및 열유체적 과도현상에 의해 소듐냉각재 비등이나 핵연료봉 손상 없이 노심출력이 붕괴

열 수준까지 감소하는 지를 사고해석을 통해 평가한다.

연소로의 일차펌프는 기계식 원심펌프로서 외부 전력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펌프축과 임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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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회전물체의 회전관성력에 의해 펌프유량이 서서히 감소되는 coast down 현상을 겪는

다. 펌프의 coast down 운전특성은 펌프자체의 설계특성과 계통의 압력손실 특성에 의해 결정되

므로 coast down의 유량과 지속기간은 ULOF 사고전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변

수이다. 원자로정지 후 일차펌프의 계속운전은 고온의 원자로 출구 구조물에 저온 냉각재의 유입

으로 인한 열충격 하중을 부가할 뿐 아니라 장기간의 coast down은 노심에서 역류를 유발하여

노심냉각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ULOF는 100% 정격출력 운전 중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일차펌프와 원자로정지계통 외의 다

른 안전계통은 모두 작동되므로 IHTS와 SG, PDRC에 의한 열제거 기능은 유지된다. 정상적인

IHTS열전달계통이 운전되는 경우에는 약 1000초 이내에 전체계통이 열적 균형에 도달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하므로 SSC-K 사고해석을 1000초까지만 수행하였다.

그림 3.1-30은 노심의 출력과 유량을 나타내며 일차펌프가 0초에 정지하면 coast down에 의해

유량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80초부터는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된다. 사고초기에는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결국 PHTS의 열관성과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율과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출력은 일정값으로 수렴한다. 사고초기의 급격한 음의 반응도 궤환이 노심

출력을 떨어뜨리지만 노심에서 출력-대-유량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 핵연료, 소듐 냉각재, 구조물

의 온도는 모두 증가한다.

그림 3.1-30 ULOF시 노심 출력 및 유량

사고 경과 후 100～130초부터 노심온도가 초기 정상상태 운전시의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핵연

료가 냉각되므로 도플러 반응도는 양의 값을 가진다. 핵연료의 축방향 반응도궤환은 사고 초기에

는 열팽창에 의해 음의 값을 가지지만 핵연료가 냉각되면서 양의 값으로 변화한다. 사고경과 후

300초 정도에서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으로 인해 제어봉의 노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제어봉구동축의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반응도는 사고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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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증가하기 시작하여 음의 값 또는 영의 값을 느리게 반복하면서 궁극적으

로 노심에서 열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찾아 영의 값으로 서서히 수렴한다.

그림 3.1-31은 핫챈널에서 핵연료심 중심, 핵연료심 표면, 소듐 냉각재, 피복재 및 덕트 구조

물의 과도온도를 나타낸다. 사고초기의 급격한 핵연료 온도 증가는 출력-대-유량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며 첨두온도에 도달한 후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 핵연료 온도는

노심출력이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여 PHTS 열제거율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 궁극적으로 평형온

도에 도달한다. SSC-K가 예측한 첨두 핵연료 중심온도는 823.6℃ (53초)로서 허용안전기준인 핵

연료 용융온도 (1070℃) 보다 246℃ 낮다. 피복재 첨두온도는 801℃ (55초)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급격한 공정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인 790℃ 보다는 높은 값이다. 그러나 안전기준 온도를 초과하

는 시간은 88초로 예측되었으므로 허용지체시간인 1080초 (0.3시간)를 고려한다면 피복재 손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복재와 핵연료의 공정반응에 대한 허용안전기준 온도는 금속

핵연료의 실험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매우 보수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3.1-31 ULOF시 핵연료봉 온도 분포

핫챈널에서의 소듐냉각재 첨두온도 (795.4℃)는 펌프가 정지한 상태의 포화온도 (955℃)에 비

해 160℃ 낮다. 노심출구의 평균 소듐온도는 600℃ (262초)로 예측되었으며 이온도는 ASME

level D 기준치인 760℃에 비해 160℃의 여유도를 가진다. ULOF시 IHTS와 SG를 통해 정상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고온풀 온도는 IHX 유량 감소로 인해 저하된 열전달을 반영하여 정상상

태 기준온도보다 약간 상승하여 평형온도를 유지한다.

ULOF 해석결과, 핵연료심 중심, 소듐 냉각재, 구조물의 최대온도는 각각의 허용안전기준을 만

족하였으나 핵연료-피복관의 공정반응 측면에서는 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허

용안전기준의 보수성을 고려하면 피복관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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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보호열제거원상실사고 (ULOHS)

ULOHS는 다양한 IHTS 측의 사고원인에 의해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 능력이 완전히 상

실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PDRC만이 유일하게 노심 생성열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노심이 열적 균

형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ULOHS는 단기 및 장기적인 과도기간 사고해

석이 필요하다. 본 ULOHS 계산에서는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과 계통의 열유체 거동

이 단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단기 ULOHS 사고해석에서는

IHX와 IHTS를 통한 열전달이 불가능하지만 일차계통 펌프가 정격운전 되므로 노심은 강제순환

유량이 유지된다.

ULOHS 사고해석 방법론은 다른 ATWS 해석방법론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PDRC 열제거 성

능과 관련된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사고해석에서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1-32는 사고

후 1000초 동안 노심의 출력과 유량을 나타낸다. ULOHS 사고 초기단계에서 노심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심 생성열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하여 노심온도가 증가한다. 이

로 인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출력이 감소하다가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면 PDRC 열제거

율과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평형상태를 찾아간다.

그림 3.1-32 ULOHS시 노심 출력 및 유량

사고초기에는 급격한 음의 반응도 궤환으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지만 IHTS를 통한 정상적인

열전달 제거능력의 상실로 인해 핵연료, 소듐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는 상승한다. 이들 온도의 증

가는 도플러, 소듐 밀도, 축방향 핵연료 열팽창, 반경방향 노심 열팽창, 제어봉구동축 열팽창 등에

의한 음의 반응도를 야기한다. ULOHS는 핵연료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음의

도플러 반응도궤환이 크다. 소듐온도의 증가는 양의 소듐밀도 반응도궤환을 야기하는 반면에 제

어봉구동축과 노심의 반경방향이 열팽창 함으로써 음의 반응도를 궤환한다. 100～200초 이후부

터는 원자로 용기의 열팽창으로 인해 제어봉의 노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음의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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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환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33에서 핫챈널 온도는 사고초기에 IHTS를 통한 열제거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약

간 증가하지만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 핵연료 온도는 노심출력이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여 PHTS 열제거율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평형온도에 도달한다. 이

때 PHTS와 IHTS의 열관성은 계통의 온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심 중심온도는 사고

가 발생하자마자 708℃(2초)로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피복

재 온도는 143초에 최대값인 약 578℃에 도달한 후 노심의 열적 평형에 의해 매우 느리게 증가하

여 1000초에는 582℃까지 도달한다. 집합체 내부의 소듐냉각재 온도는 피복재 온도와 비슷한 경

향으로 증가하여 1000초에 581℃에 도달하지만 소듐 비등온도인 1055℃에 비해 474℃의 여유도

를 유지한다. 노심출구의 평균 소듐온도는 580℃ (1000초)로 ASME level D 기준치에 비해 180℃

의 여유도를 가진다.

그림 3.1-33 ULOHS시 핵연료봉 온도 분포

IHX 열제거 기능 상실로 인해 저온풀의 온도는 상승하여 고온풀에 근접하는 반면에 고온풀의

온도는 PHTS의 큰 열관성에 의해 약간 증가한다. 풀온도는 장기적으로 PDRC의 열제거율과 균

형을 이루는 점에서 평형온도를 유지한다. 고온풀 액위가 열팽창에 의해 DHX 지지배럴 상단보

다 높아지면 부피 팽창한 소듐이 DHX 베럴로 유입하면서 PDRC의 열제거량을 상승시킨다. 저온

풀 액위는 DHX 유로가 형성되면 순간적으로 증가하여 고온풀 액위에 가까워진다. IHX를 통하는

유로의 압력저항이 DHX 유로의 압력저항보다 낮기 때문에 약 75%의 노심유량은 IHX 튜브 바

깥쪽을 통해 저온풀 유입하는 반면에 35% 유량은 DHX를 통해 PDRC 계통에 열을 전달한다.

단기 냉각 ULOHS 해석결과, 핵연료심 중심, 피복관, 소듐 냉각재, 내부 구조물의 최대온도는

각각의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핵연료봉의 건전성 및 원자로내부 구조물의 기계적

건전성은 유지되므로 고유 피동안전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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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 평가

1200MWe 자체순환로 설계개념의 ATWS 사고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관점에 주목하여 안전성

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노심의 핵적 및 열유동 특성에 의해 소듐냉각재 비등이나 핵연료봉 손

상 없이 노심출력이 붕괴열 수준까지 감소하는 지를 평가함으로써 원자로의 자기출력제어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감소된 노심출력이 PHTS와 IHTS의 큰 열관성과 PDRC의 적절한 열제거

능력에 의해 원자로의 온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계통의 장기냉각 성능 관점에서 노심의 붕괴열과 PDRC의 열제거량이 열

균형을 이루면 노심온도는 평형온도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장기냉각 성능 평가는 본 해석

에서 수행하지 않았지만 예비평가 결과 무리 없이 72시간 동안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안전요건을

만족하였다.

ATWS 해석결과, 고유개념 자체순환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로정지 없이도 노

심출력은 PHTS 및 IHTS의 큰 열관성,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 PDRC의 열제거 성능에 기인하여

자동으로 제어 되는 자기출력제어 특성을 나타내었다. ATWS 사고 시 SSC-K로 예측한 핵연료

첨두온도 및 노심출구 혼합온도를 그림 3.1-34에 정리하였다. UTOP과 ULOHS 경우에는 핵연료

심 중심, 피복관, 소듐 냉각재, 구조물의 최대온도는 각각의 허용안전기준을 만족하였을 뿐만 아

니라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ULOF 경우에는 피복재가 핵연료-피복재의 공정

반응이 발생하는 온도영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었다. 그러나 공정반응의 온도 의존 특성과

보수적인 허용안전기준을 고려하면 피복재 손상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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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자체순환로 ATWS 사고해석 첨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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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기술 개발

1.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실험

가. 개요

신형 원자로 설계개념을 따르는 KALIMER-600과 같은 액체금속로에서 대규모의 핵연료용융

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심붕괴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는 그 발생 가

능성이 의해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은 고유의 반응도궤환 효과로 인해

ATWS 사고 시 노심붕괴 사고로 전개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극단적인 다중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속연료는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자로

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심 유량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되거나, 열제거 계통의 기

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다중사고 상황에서는 노심붕괴사고로 전개되지 않

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 용융사고 발생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 사고 시 수반되는 관련 현상은 그 불확실성이 커

서 실험적 규명이 필요한데, 특히 냉각유로 상하부 구조물 또는 핵연료 집합체간 공간에서의 용

융연료의 응고 또는 유로폐색(freezing and plugging) 현상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용융연료의

거동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본 실험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금속연료의 용융 온도 및 고화온도, 기동온도 등의 기본 물성에 관한 실험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금속연료의 용융 및 고화온도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온도 

실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험 요건을 설정하고, 금속연료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실

험을 통하여 특성온도 자료를 산출하였다.

나.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용융상태의 액체 금속이 냉각되어 융점에 도달하면 응고가 시작된다. 순 금속의 응고는 일정

한 온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금은 어떤 온도구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2-1의 좌측 그림은 A금속의 용융 상태에서의 열분석 곡선과 A금속에 B금속을 합금한 열

분석 곡선 2개 및 B금속의 열분석 곡선을 나타낸다. A, B금속의 여러 가지 합금비율에 대하여 상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C2, C3, D2, D3를 구하고, 합금의 농도와 대응하도록 나타내면 그림 3.2-1의

우측 그림과 같이 2개의 굵은 곡선인 액상선과 고상선을 얻을 수 있다.

합금에서 액상선과 고상선은 첨가된 용질원자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온도와 조성을

각각 종축과 횡축으로 하고 안정한 상을 이루는 범위를 표시한 것이 평형상태도이다. 즉 첨가 합

금의 양에 따라 각각의 냉각곡선을 그리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상태도를 만든다. 냉각곡선이

일정시간동안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또는 오랫동안 일정온도에서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액상점과

고상점을 결정하고 이들 두 점을 서로 연결하여 점선으로 그려진 상태도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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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합금의 열분석 곡선과 상태도의 관계

U-Pu-Zr과 같이 알려져 있지 않은 3원계 합금의 상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원계를 구성

하는 sub-system인 세 개의 2원계에 대한 상태도와 열역학적 데이터들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해

야 한다. 즉, 열역학적 방법을 통해 U-Pu-Zr 3원계 상태도를 얻기 위해서는 3원계를 구성하는 모

든 성분인 U, Pu, Zr 각각에 대한 용융 Gibbs 에너지 (The Gibbs energy of melting)가 요구되

며, 또한 3원계 합금을 구성하는 2원계, U-Pu, U-Zr, Zr-Pu의 상태도를 필요로 한다. 그림 3.2-2

는 U-Pu-Zr의 820K에서의 상태도를 나타낸다 [2-1]. 플루토늄의 분율이 증가할수록 상변화 온

도, 핵분열 기체의 확산계수, 연료의 소성도 등의 물성이 변하게 되어 γ상이 나타나는 온도가 낮

아지며, 비등방성도 커지게 된다. 19wt% 이상의 플루토늄 합금에서는 α상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비등방성은 크게 완화된다.

그림 3.2-2 U-Pu-Zr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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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은 U-Pu-Zr의 고상/액상선 계산값을 나타낸다 [2-2]. 하측에 있는 Pu 부분에서 70

0℃로 시작하여 Zr까지 1700℃이며, 100℃ 간격으로 도시되어 있다. 3원계의 조성 차이에 의한 용

융/고화 온도 값은 Zr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2-3 U-Pu-Zr 고상/액상선

다. TRU 대체물질 선정

Gen IV SFR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융 거동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TRU를 이

용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나, 이는 국내 여건상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TRU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선정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된다. 보통 악티나이드 원

소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희토류(rare earth, 또는 란타나이드) 원소들이 사

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산화물 연료 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Pu4+ 또는

Am3+를 모사하기 위해 Ce4+와 Nd3+등의 희토류 원소들이 사용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

러나 금속연료의 경우에는 Pu에 대한 대체물질로 희토류를 활용하여 실험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U-Ce-Zr 삼원계 합금에 대한 연구 조차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2-4]. 이는 희토

류 원소의 우라늄 내 고용한도가 낮아(2at% 미만) 석출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단상 고

용체인 U-Pu-Zr의 특성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라늄내에서 낮은 고용한도를 갖는

Ce의 특성은 U-Pu-Zr에서 고용되지 않아 잘 석출되는 Minor Actinide 원소들을 모사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5]. 그러므로 U-Zr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희토류인 Nd, Ce를 첨가하여

Minor Actinide 일부와 희토류를 대체 실험하여 U-Zr의 특성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TRU내

의 Minor Actinide와 희토류가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비교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U-Pu-Zr의 특성 자료에 접목하면

U-TRU-Re-Zr의 용융/고화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4는 U-TRU-Zr의 용융/고

화 특성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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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Zr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분석

U-Zr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분석

U-Zr-Ce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U-Zr-Nd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U-Zr-Ce-Nd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MA-RE 함유에 따른
용융/고화 특성 파악

U-TRU-RE-Zr
용융/고화온도 유추

Ce 세륨 [cerium], Nd 네오디뮴 [neodymium]

그림 3.2-4 모의 연료를 사용한 용융/고화

온도 유추 절차

라. 실험 요건 및 실험 계획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에 대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실험 장치의 사양을 분석하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는 시편의 사양과 실험

절차 등에 관한 실험 요건을 수립하고 요구되는 실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는 온도의 변화에 대한 물질의 상태를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온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을 가장 빠르게, 또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시료의 화학적 혹은 물리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기준 물질과의 온도차

는 아래 그림 3.2-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다. Ts와 Tr은 각각 시료와 기준물질의 온도이

다. DTA곡선의 peak 수, 모양 및 위치로부터 시료의 종류나 성질을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peak의 넓이는 enthalpy의 변화에 해당되므로 반응열의 정량적인 측정도 가능하다.

그림 3.2-5 DTA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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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목적 비고

U-Zr

- Zr 함량별 용융/고화 온도 평가 

. 발전로 : 10%Zr

. 핵변환로 : 15%Zr

. 원소 재분배 현상 : 5%Zr

2008

U-Zr-Ce

- MA/RE 대체 물질인 Ce 사용시 용융/고화 온도 평가

. 고용한도 근처: 2%Ce

. 핵변환로 기준 함량 근처: 4%Ce

. 핵변환로 기준 함량 초과시: 6%Ce

2008

U-Zr-X - MA/RE 대체 물질인 Ce, Nd 사용 시 용융/고화 온도 평가 2009

U-Zr-X-Fe - 금속연료와 구조재간의 용융/ 고화 온도 평가
2010

이후

표 3.2-1시편 조성 및 목적

- 실험장치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온도범위: <1500°C

∙Crucibles: yttria

- 시편 제조 ∙용해주조로 이용 소량 제조

∙크기: 5×5×5mm

- 실험내용 및 절차

∙순정물질(Au) 이용 실험장비 보정

∙U-Ce-Zr 용융/고화온도 측정실험

+ 용해주조/ U-Ce-Zr 및 U-Zr

∙표본 측정

+ 시편크기: H5mm×D5mm 실린더형

+ 온도 시험범위: 상온~1500℃

+ 가열 및냉각속도: 5~10℃/min

- 연도별 실험 계획

∙'08년: Baseline Test 및 예비실험

∙'09년: Main test for fuel matrix

+ U-(5,10,15)Zr

+ U-(2,4,6)Ce-10Zr, U-(2,4,6)Nd-10Zr, U-Nd-Ce-10Zr

표 3.2-2 주요 실험 요건

대체 물질을 이용한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유추 절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표

3.2-1과 같은 U-Zr-X의 조성을 가지는 시편을 제작하고 이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

사성 물질이 포함된 시편 측정으로 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안전상의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이들

방사성 물질 취급과 관련한 사항이외의 고려사항은 강제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DTA 실험 절차를 포함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고려 사항과 구축된

시편 제조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고, 실험 장치 특성, 시편 사양, 실험 절차 등을 정리하여 도출한

실험 요건과 실험 계획이 표 3.2-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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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편 제조 및 예비 실험

모의 금속연료심 및 실험시편은 순도 99.99% U 금속 주괴(Ingot), 순도 99.95% Zr 금속, Ce

원소를 함께 흑연 도가니에 넣은후, 용해주조 과정과 냉각, 응고 과정을 거쳐 제조한다. 제조된

모의 금속연료심으로부터 실험시편을 제작하여 제원을 측정하고 필요 부위별로 절단하여 밀도와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회절각에 따라

강도의 peak가 U-(2,4,6)Ce-10Zr의 세 시편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균질성을 확인

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을 통하여 시편이 실험목적에 적

절하게 제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모의 금속연료심을 정밀절단기를 이용하

여 100㎎ 내외로 절단한 실험시편을 이용하여 보정시험, 시운전을 포함한 용융/고화온도 측정 예

비실험에 사용하였다.

금속연료의 경우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순도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불활성 분위기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U-Zr 합금의 용용온도를 고려하여 U-Ce-Zr 실험시편을 상온에서

1550℃까지 10℃/min의 가열 및 냉각속도를 유지하였다. 그림 3.2-7에 예비 실험결과를 도시하였

으며 DSC를 이용하여 측정한 U-Ce-Zr 실험시편의 시간에 따른 열량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60

0℃ 부근에서 1차 peak가 발생하고 약 700℃ 부근에서 2차 peak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U-Ce-Zr

의 상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6 X선 회절분석결과 및 U-10Zr-4Ce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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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온도에 따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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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의연료심 실험 결과 및 결론

핵연료의 용융고화 온도에 미치는 Zr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U-(5, 10, 15)% Zr과 Ce의 영향

을 관찰하고자 U-10%Zr-(2, 4, 6)%Ce이 함유된 고속로핵연료심을 제조하였다. 고속로핵연료개

발에서 TRU물질을 취급할 것에 대비하여 자체 고안 제작한 진공감압주조로를 이용하였다.

용융고화 온도 측정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SETSYS Evolution 16(Setaram, France)로서 그림

3.2-8은 그 개략도이다. 이 장치는 상온에서 1,600 ℃의 온도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분당 최대

100 ℃까지 승온이 가능하다. 열전대는 Pt/10% Pt-Rh의 S type이며, graphite furnace로 구성 되

어있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시편을 상온으로부터 1500℃까지 5℃/min으로 승온 시킨 후 400℃까

지 5℃/min로 냉각한 뒤 상온까지는 냉각하면서 측정하였다.

그림 3.2-8 SETSYS Evolution 16의 개략도

Ce를 포함한 3원계 합금에 대한 본 실험을 통해 얻은 용융고화 온도를 표 3.2-3에 나타내었다.

이원계 합금인 U-10Zr의 용융온도 및 고화온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U-10Zr에 함유된 불

순물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림3.2-9는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e의 함량에 따라 용융온도와 고화온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Ce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용융온도와 고화온고가 그림 3.2-9의 Cal-10Zr과 같이 감소하여야 한다. 실험에서 나타난

경향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Ce 함량과 동시에 Zr 함량이 목표값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편의 Ce와 Zr의 함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그림3.2-9의 Calculated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2-10은 U-10Zr-4Ce 시편에 대한 용융/고화 온도 측정 자료로 3원계

U-Zr-Ce합금의 대표적인 측정 자료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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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함량(%) Zr 함량(%) 용융온도(℃) 고화온도(℃)
용융온도(℃)

(계산값)

2.1 7.3 1212.71 1257.49 1170.0

4.0 10.1 1213.69 1264.22 1178.7

4.2 10.4 1217.78 1290.14 1179.1

U-10Zr 1240 1350

표 3.2-3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y = 1.6678x + 1208.9

y = 10.819x + 1233.1

y = 4.2896x + 1161.1

y = -6.05x + 1202.2

1160

1180

1200

1220

1240

1260

1280

1300

0 1 2 3 4 5

Contents of Ce

M
P 

an
d 

SP
. o C

MP
SP
Calculated
Cal-10Zr

그림 3.2-9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그림 3.2-10 U-10Zr-4Ce 시편에 대한 용융/고화 온도

측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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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역학적 반응도 모델

가. 개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로는 고온의 운전조건과 핵연료의 높은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노

심지지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의 열팽창에 의해 노심의 반경방향 크기가 증가함으로써 부 반응도

궤환 효과가 발생한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효과는 노심 특성, 집합체 설계형상, 집합체와

노심지지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열-유체-기계-핵적 현상을 수반한다. 핵연료집합체

의 휨현상은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보수적인 인허가 계산에서는 노

심지지구조물의 열팽창만을 고려하는 비교적 단순한 반응도궤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집합체 휨현상과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에 대한 시험 데이터나 계산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현상적 이해 및 설계경험 부족으로 인해 해석모델의 개발뿐 아니라 상세 설계요건 설

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집합체 휨에 의한 노심 팽창은 노심 가열시 부 반응도를 삽

입하므로 이 특성을 집합체 및 노심지지구조물 설계에 적절히 반영하고 신뢰성 있는 해석모형을

개발한다면 원자로 운전과 인허가 사고해석에서 안전여유도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심의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현상을 이해하고 계산모형 개발을 위해 노심 팽창현

상과 관련된 현재 기술수준과 FFTF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관련된 연구로서 ANL

은 FFTF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SAS4A의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계산모형의 개념은 논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프랑스 CEA는 Phenix 발전소에서 수차례 발생한 부반응도 삽입에 의한 원자로정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Phenix EOL Test에 NRT (Negative Reactivity Transient) 시험을 포함시

키고,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산코드를 검증하는 GEN IV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여 KAERI

와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NRT 시험은 ‘09년에 수행될 예정이었지만 실험계획과 실험장치

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시험이 지연된 바 있다. 향후 확보된 시험 결과에 대해서 개발된 반

경반향 반응도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할 것이다.

나. 노심의 반경방향 기하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

1) 온도 영향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은 핵연료 온도 보다는 냉각재 온도에 의한 노심지지 구조물의 열변형에

의해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은 노심의 반경 방향 바깥으로 갈수록 감소하므로 노심 중심에 위치

한 집합체는 외곽의 집합체보다 온도가 높아서 열팽창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같은 이유로 단일

집합체 덕트에서도 노심 중심 측에 가까운 벽면이 반대 측 벽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덕트는 노

심 중심 측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변형을 한다.

그림 3.2-11은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체의 반경방향 휨 현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과 같이 그리드판에 수직으로 체결된 집합체가 과도사고 시 그림의 우측과 같이 휘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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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얇은 두께의 집합체 덕트는 열용량이 작고 집합체 덕트의 기하적인 휨 현상이 핵연료 영역

내 또는 상부에서 발생하므로 집합체 휨 현상에 의한 반응도 궤환효과는 과도사건 시작 후 수초

내에 발생하는 빠른 응답특성을 가진다. 노심의 부피가 열팽창하여 추가적으로 증가된 소듐 냉각

재의 중성자 방사포획 영향과 유효연료 영역의 표면이 증가함으로써 중성자 누설율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인해 노심에 음의 반응도가 궤환된다. 이와 관련된 현상을 전 노심 차원에서 상세히 기

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집합체간의 above core load pad (ACLP)의 마찰력과

변형만을 고려하여 노심 반경방향 팽창의 열적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노심 내에서 집합체는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도 온도 구배를 가진다. 이들 수평 방향 온

도 구배는 출력 운전 중에 집합체간뿐만 아니라 단일 집합체 내에서도 반경과 방사선 방향으로

나타난다. 집합체 덕트의 한쪽 면은 반대쪽 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축방향 팽창율이 커져서 집

합체는 수직선에서 반경방향으로 열변형을 하여 휘어진다 (bowing). 노심 내 반경 방향 위치에서

각 집합체는 출력 크기에 비례하여 반경 방향 온도구배가 형성되므로 축 방향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으로 기하적 변형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심의 모든 집합체가 경험하지만, 축방향 온도 증

가, 반경 방향 온도 구배의 방향과 크기는 각 집합체마다 다르다. 특정 집합체의 반경 방향 변형

은 주변의 다른 집합체와 집합체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노심지지링의 영향을 받는다.

Grid Plate

Core Former Ring
Core Support Barrel

Active
Core

ACLP

TCLP

Off Power On Power

그림 3.2-11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기구

2) 노심 구속물 (Core Restraint System)의 영향

노심구속 구조물은 원자로 설계에 따라 다른 형상을 취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은 집합체를 노

심에 장전하거나 인출할 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한다. 노심구속 구조물은 운전기간 동안 노심의

기하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곽에 존재하는 집합체와 상호접촉을 하게 되며, 이는 노심 반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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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 반응도를 제한하거나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설계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심 상부에 존재

하는 노심구속 구조물은 링(ring) 형상이며 노심 설계에 따라 집합체 중간 부분과 최상단에 위치

하며 core barrel에 접촉하여 있다. 노심구속 링을 다른 노심 구조물과 구별하기 위해 노심지지링

(CRR)이라고 부르겠다.

집합체 부하패드의 개수와 위치는 노심지지링과 같이 노심 설계에 따라 다르므로 유일한 설계

는 없지만 노심 반경방향 팽창 시 유리한 반응도 궤환효과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설계원칙이 존

재한다. 노심지지링은 core barrel에 붙어 있으며 집합체의 반경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KALIMER-600의 노심지지링의 재질은 316 SS이다. FFTF는 집합체 상단뿐만 아니라 중간부위

에도 노심지지링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부위 지지링은 노심이 급격하게 밀착(compaction)될 때

유발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진 발생 시 노심의 과도한 기하적 변

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는 서로 접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집합체간의 모든 간극은 마지막 집합체와 노심지지링간의 간극으로 표현된다.

3) 중성자 조사 영향

원자로가 운전하는 동안 집합체 덕트가 받는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집합체와 노심 구속물간의

상호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크맆이나 팽윤과 같은 구조물의 직접 변형 원인과 무관하게

집합체는 비탄성적으로 반경 방향으로 휘질 수 있다. 집합체에서 비탄성 변형을 겪는 부분은 핵

연료 영역이고 다른 부분은 수직을 유지한다. 중성자속 구배, 온도 구배, 덕트의 크맆과 팽윤의

영향에 따라 집합체 변형은 노심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 만약

집합체가 초기에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집합체의 온도 구배로 인한 열변형 결과의 위치가 변화

된다. 이러한 효과는 주변 집합체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집합체가 조사 영향에 의해 바깥쪽으로 변형되고 온도 구배에 의한 집합체 휨 역시 같은 방향

이면 노심지지링과 집합체간의 간극이 열팽창으로 인해 접촉하는데 요구되는 출력 크기는 조사

영향을 받지 않은 집합체일 때의 출력보다 작아진다. 집합체의 조사 영향으로 인한 집합체의 휨

정도는 그에 상응하는 열팽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출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 만약 중성자 조

사 영향으로 집합체가 노심 안쪽 방향으로 휘어지면 노심 안쪽으로 휘어진 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력이 필요하다. 액금로 노심 설계에서는 중성자 조사 영향을

고려하여, 노심에서 출력-대-유량 비가 0.7인 경우에 초기 간극이 없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최근에

는 이 값이 0.6에서 0.8사이 또는 그 이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모델 개발

1) SSC-K 계산모형

노심의 반경방향 크기는 집합체간의 간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집합체 간극은 단

순하게 집합체 하단의 그리드판과 집합체의 ACLP 및 TL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열팽창

계수는 노심반경 변화를 대표하는 평균온도에서 결정하며, ACLP는 노심 출구의 소듐 온도 영향

을 받고, 그리드판 (GP)은 노심 입구의 소듐 온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ACLP와 GP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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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율이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치를 도입하여 고려한다. 이 때, ACLP의

변형율은 노심 중심에서 유효 반경방향까지 존재하는 모든 집합체를 고려하며, GP 변형율의 기

준온도는 노심 입구의 구조물의 온도이다.

SSC-K 계산모형에서는 노심 반경방향 열변형률을 단순히 ACLP와 GP의 열변형율 상관식으

로 구성하고 가중치 변수를 사용하여 SSC-K의 전체적인 반응도 효과가 참조계산과 비슷하게 나

타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계산이나 시험결과가 이용 가능한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

가 있을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SSC-K는

KALIMER-150 계산에서 GE의 PRISM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ACLP와 GP의 가중치를 0.65

와 0.35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KALIMER-150에 비해 노심의 크기가 증가하고 노심 설계 개념

이 변경된 KALIMER-600에서 이들 상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2) 상세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계산모델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를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기구에 근거하여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을 모의할 수 있는 상세 계산모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SSC-K 노

심 반경방향 열팽창 계산모형은 핵연료 축방향 중심에 대응하는 노심 반경을 전 노심을 대표하는

반경으로 가정하여 노심 반경의 열변형율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가정으로는 반응도 변화를 실제

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노심의 반경방향 변형이 그리드판과 ACLP의 열변형으로만 결정된

다는 가정은 집합체와 노심지지 구조물의 기하적인 구속관계를 너무 단순화한 가정이다. 더욱이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가 전 과도기간 동안 서로 밀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집

합체의 휨 현상을 모의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SSC-K

의 단순 가정을 극복하고 보다 역학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세 노심 변형모형의 개발방안

을 설정하였다. 노심 반경방향의 반응도 궤환 계산은 우선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량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반응도 궤환량을 다음 단계에서 계산한다. 개발한 계산모델은 공학적인 단순

모형과 복잡한 상세모형의 장점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과도상태나 사고상태 시 노심 반경방향

형상 변화로 인한 반응도 궤한효과를 모의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복잡한 상세 계산모형

이 아니므로 계산시간 측면에서도 빠르므로 계통사고해석코드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선 ANL과 유사한 개념의 단일집합체 휨 반응도모델을 개발하여 Phenix

시험 데이터로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경험을 통해 추후 개선된 해석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3) 단일집합체 빔 휨모델

단일집합체 휨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공학적 해석모델이면서도 기계구조물 설계 전용코드인

NUBOW와 같이 역학적 원리에 의해 집합체 휨 특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FFTF와 EBR-II의 시험결과인 현상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ANL의 해석모

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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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 고속로의 경우 노심 내부영역의 출력구배는 비교적 평탄하다. 그러나 노심의 최외곽

핵연료 영역에 위치하는 집합체 열과 다음 바깥 집합체 열 사이에는 중성자속이 매우 크게 변화

하므로 이 두 집합체 열 사이의 출력구배 역시 매우 크다. 이들 집합체의 반경변위 반응도가는

노심이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조건에서 전 노심 반응도 변화량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

다. 그림 3.2-12와 같이 노심에서 중성자 분포가 급격히 변화하는 최외곽 영역에 존재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하여 노심 전체의 휨 변위를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선정된 집합체는 반경방

향 온도구배 영향을 받고 있는 단순빔 (simple beam)으로 취급한다. 노심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

태에서 빔과 노심지지 구조물간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빔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 계산모형을 유

도하고 휨 형상의 변화를 반응도 변화량과 연계시킨다.

그림 3.2-12 대표집합체의 하중 및 하적 구

속조건

 

Grid Plate

CRR

Core

x1

a

L

TLP

ACLP

그림 3.2-13 단일집합체 빔

휨모델

앞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그림 3.2-13처럼 휨이 자유로운 단순빔

(free-bow beam)으로 모의하며, 빔은 축방향으로 균질한 물성치를 가지며 탄성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육각형 집합체덕트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 미분방정식은 다양한 구속조건을 경계조건

으로 취할 수 있으나, 어떤 조건에서도 빔의 변위를 나타내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대수 방정식 모

양으로 얻을 수 있다. 이 계산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상태 또는 과도상태에서 빔이 가질 수

있는 하중조건에 따라 휨 변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다. 모든 기계적이고 열적인

부하조건에서 빔은 몇 군데에서 구속조건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그리드판의 receptacle과 집합체

하단의 nosepiece 사이에 간극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리드판에 단순히 끼워져 있

는 집합체 nosepiece와 receptacle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면 집합체는 그리드판 접촉 부분에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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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단일집합체 빔의 휨

현상

지게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드판이 열팽창하여 간극이 없어지면 집합체는 그리드판과의

접촉 부분에서 항상 수직인 기울기를 가진다. 그 외에도 ACLP, TLP, 노심지지링(CRR)에서 집합

체와의 접촉 여부가 빔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하적 데이터는 그리드판의 유효반경, ACLP의 최소 유효 반경(R1), TLP의 최소 유효반경

(R2), 최외곽 집합체의 유효반경, 노심지지링(CRR)의 유효반경 (R3) 등이다. 그림 3.2-14는 집합

체의 휨형상을 도식화 한 것이며 x, y 좌표의 설정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수직선을 기준으

로 집합체 휨 변위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2

2 x
d yEI M
dx

=

여기서

E = 탄성계수, N/m2

I = 집합체 단면적의 관성모멘트, m4

Mx = 벤딩 모멘트, N-m

x = 집합체 축상의 거리, m

y = 집합체 축에 수직인 거리, m

벤딩 모멘트는 그리드판과 부하패드에서 받는 힘에 의하거나 집합체 덕트의 대응면

(flat-to-flat)에서의 온도 차이와 중성자 조사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집합체의 형

상 데이터, 온도 구배, 중성자 조사 영향 등이 집합체의 휨 형상을 결정한다. 그리드판, ACLP, 노

심지지링에서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총 10가지의 휨 형상이 존재할 수 있다. 집합체 휨 계

산은 그리드판과 집합체 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

며, 각 경우마다 5가지 하중 조건에 대한 휨 형상을 구하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2-15

는 경우 1에서 경우 10까지의 집합체 휨 형상을 도식화한 것으로 그림에 나타난 집합체와 부하패

드, 노심지지링(CRR)과의 간극은 실제 스케일이 아니고 휨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확대하였다.

집합체에 작용하는 부하조건에 따라 위의 식에서 구한 반경방향 변위와 정상상태 기준 온도

때의 반경방향 변위와의 차이가 결국 임의의 시점에서의 노심의 반경방향 변형량이 된다. 노심의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 구해진 변형량에 반경방향 변위 반응도가를 곱하면 각 위치에서의 반응도

변화량이 된다. 노심의 축방향 노드는 축방향 출력 분포를 위해 세분화한 노드와 같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상 편리하다. 이렇게 구해진 모든 축방향 노드의 반응도가를 더하면 노심의 전체

반응도 변화량이 된다.

노심 반경방향 팽창에 대한 반응도가 곡선은 노심이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얻어진

다. 중성자 계산에서 집합체간의 피치를 증가시키면 노심이 균일하게 반경방향으로 팽창하게 된

다. 균일한 반경변위 반응도가가 원자로의 축방향 출력 분포와 같은 노드에 분포되어 있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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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러한 분포는 과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핵연료 영역에서 축방향 계산노

드를 세밀하게 하면 각 위치에서의 반응도계수가 필요하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노물리 계산이 추

가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SSC-K계산모형과 같이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계수가 단일 값으로 주어

지면 유효 노심 반경 변위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집합체 내부 유로에서 국부적인 소듐 비등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상세영역의 반응도계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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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부하조건에 따른 최외곽 핵연료집합체의 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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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enix 운전자료 분석 및 NRT 예비해석

Phenix NRT 시험을 모의하기 전에 노심 및 계통설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전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Phenix NRT 사고와 관련된 참고문서로부터 과거 반복하여 발생한 NRT

사고경위와 대응조치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 작성된 MARS-LMR의 입력 basedeck을 참고하여

NRT 시험을 모의하기 위한 SSC-K의 다차원 노심 열유체 모델의 입력을 작성 중이다. Phenix는

free-flowering 노심지지 개념인데 반해 KALIMER-600은 limited- free-bow 개념의 노심지지구

조물을 채택하고 있다. 즉, KALIMER-600은 노심구속링이 집합체다발의 반경방향 휨을 제한하

지만 Phenix는 핵연료집합체 외곽에 있는 비핵연료집합체 덕트의 기계적 강성을 상대적으로 크

게 함으로써 핵연료집합체의 휨을 제한하고 있다. 집합체 휨현상의 모델링 측면에서는

free-flowering 노심지지 개념이 보다 쉽다.

그림3.2-16은 1989년과 1990년에 Phenix에서 발생한 NRT 사고시 노심출력을 나타내는 계측

기의 중성자속 신호이다. 원인불명의 부 반응도에 의해 출력이 급히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두 번

의 싸이클 경향이 두 경우에 대해 동일하며, 이 때 과도출력 차이는 사고시 초기출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출력 반등은 초기출력보다 오히려 높아 졌다가 정지제어봉의 삽입에 의해

출력이 감소한다. 그림3.2-16에서 두 번의 출력변동이 매우 짧은 350 ms 동안 발생하였으므로 노

심 이외의 계통에서 열유체적 과도거동이나 구조물의 열적 과도거동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시험이라면 노심 내부만의 상세 열유체 해석과 핵적 동

특성 계산을 연계함으로써 NRT 시험을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노심 입출구 조

건은 경계조건으로 제공한다. 상기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SSC-K의 다차원 노심 열수력 모듈을

기반으로 하여 노심영역의 열유동 계산과 연계하여 반응도궤환 효과를 계산하는 독립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노심을 포함한 전체 계통의 과도해석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입력 마련과 계산시간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3.2-16 Phenix NRT 사고시 출력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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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안전해석 기반기술 개발

1.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가. 개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고유개념은 최상위 안전원칙인 심층방어 개념에

따라 안전 설계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안전 설계목표는 사고 저항성의 극대화와 사고완화 설계대

책에 의해 확보되는데, 이를 위하여 과도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 조건에서 발전소 상태를 설

계기준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여야 한다.

발전소의 가상 과도상태나 설계기준사고 시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

석코드, 가정 및 입력 계산방법 등을 포함하는 해석기법의 총체를 평가방법론(Evaluation Model)

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방법론은 평가대상의 설계가 확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하지만, 제4

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은 현재 개념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KALIMER-600 설계를 기준

으로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1 단계 (2007∼2009)에서는 먼저 해석모델의 요건과 사고 시나리오별 주요사건을 결정하기 위

해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 Ranking Table) 수행지침서를 개발하였고, OECD 산하

NEA/CSNI가 주도하는 소듐냉각 고속로 PIRT 개발에 참여하여 안전현안 및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실험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안전해석 시 중요한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

론을 보완하였다. 특히 소듐냉각 고속로 집합체 설계특성으로 인해 고속로 안전성평가에서 특별

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부손상사고 해석에 적용할 해석코드와 해석방법론의 인허가 획득을 위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과 더불어 이의 보완을 위해 적용할 해석코드의 상대적 평가도 수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은 향후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나. 코드 선정 및 주요 모델 평가

액체금속에 대한 열전달계수는 주로  수에 대한  수로 상관식을 제시했지만, 관 내부의

경우는 각 대상 액체금속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므로,    · 수 보다는  와   수

각각에 따라 상관식이 결정된다. 관내부 열전달계수는 KALIMER 계통의 중간 열교환기(IHX),

PDRC의 AHX 및 DHX Tube 측에 적용된다.

반면에 봉다발 열전달계수는 노심 핵연료 봉다발, IHX 및 DHX의 Shell 측 열전달계산에 채택

된다. 노심의 경우 압력손실 계산에서는 Wire-wrap의 영향이 크지만, 열전달의 측면에서는 자체

의 열발생이 없고 열전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Wire-wrap에 대한 인자들은 고려되

지 않는다. 또한 봉다발 지형은  수가  수뿐 아니라 봉의 밀집도(Compactness)에도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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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 봉다발은 밀집하여 P/D 값이 주로 1.2 이내의 값이며, IHX 경우는 1.7 이상으로 설계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열전달 실험에는 액체금속으로 NaK, Hg, Na가 주로 사용된다.

관내부 유동의 열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Aoki 모델[3-1]은 열 및 운동량 전달에 대한 Eddy

Diffusivity 연구결과를 소듐 열전달 상관식에 적용했다. 열전달계수는 축방향으로 균일한 열속과

Sinusoidal 열속 조건에서 측정했다. 그 외에도 수은(Mercury)의 비등 열전달, 비등곡선, Bubble

Growth Velocity, 비등개시 과포화 (Incipient-boiling Superheat)에 대한 용해기체 (Dissolved

gas) 영향, 소듐대류비등에 의한 압력변화(Pressure fluctuation)의 Power spectrum에 대한 영향

연구도 수행되었다. Aoki는 실험값들의 Fitting을 통해

( ){ }0.81.45 1.2 71.8 -0.45 -0.2Nu = 6 + 0.025 0.014 Re Pr 1 - e Re Pr-
(3.3-1)

을 제안하게 되었다[3-2].

Sleicher & Rouse 모델[3-3]은 원형관내 Fully Developed Turbulent 유동을 가정하고

Boundary Layer 근사법을 사용한다. 전체 열전달 중 열전도 부분, 즉 1/Pr은 액체금속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므로 난류영향이 비교적 우세한 매우 큰  수에서는 열전달에 기여도가 작지만,

작은  수에서는 그 기여도 매우 크다. 특히 매우 낮은   수의 액체금속에 대해서는 최저 열전

달 한계가 반경방향 열전도가 된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서 최소 열전달을 열전도에 해당하는  

수로 가정하고, 경험식

0.85 0.93Nu = 6.3 + 0.0167 Re Pr (3 .3-2)

을 제안했다. 이 식에서 6.3은 분자 열전도에 해당하는 1/Pr 값이다. 따라서 최저 열전달은 액체
금속의 반경방향 열전도이다 [3-4].

Lyon[3-5]은 에너지 보존식 식을 적분하여  수를 계산하고  수에 대한 단순식

0.8Nu 7 + 0.025 Pe= (3.3-3)

을 제안했다.

식 (3.3-1)의 상관식은  수가 직접적으로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도 의존

함을 뜻한다. Nak는 실험에서 주로   = 0.014 ∼ 0.021 범위의 값을 가지는 반면, Na는 약

0.0067 근처의 값을 갖는다. 즉 Na의 경우   수가 2배 이상 낮다. 서로 다른   수를 가진 Na와

NaK 액체금속을 분리해서 각각의 상관식, 즉 식 (3.3-1), (3.3-2), (3.3-3)과 비교해 그림 3.3-1과

3.3-2에 각각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낮은 Pe 수의 NaK에서는 2개의 식

(3.3-1), (3.3-2)이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Aoki 식의 경우 높은  수에서는 다소 과대 예측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개 액체금속의 비교에서 식 (3.3-2)가 전반

적으로 보다 실험값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Borishanskii 실험값 [3-6]에 대해 모든 예측 값들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은 모델 자체의 예측도 보다는 실험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

다. 현재 자료의 추적이 어려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실험값에 비해 측정값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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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낮고 다른 Na 실험값들이 모두 일관성있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저유량에

서 모든 모델들이 다소 불일치함을 보여주는데, 아마 저유량에서는 반경방향 열전도 외에 축 방

향 열전도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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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NaK에 대한 실험값과 상관

식 예측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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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Na에 대한 실험값과 상관식

예측 값 비교

그림 3.3-3과 그림 3.4-4는 각각 Aoki 모델과 Sleicher and Rouse 상관식의 예측값과 실험값

차이에 대한 돗수분포를 나타낸다. Aoki 모델은  수의 ±100 % 범위 내에 93.7 %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한편 Sleicher and Rouse 상관식도 과대 예측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이지만

93.7 %의 실험자료가  수 ±50 % 범위에 들어온다. 이를 근거로 할 때 Sleicher and Rouse 상

관식을 관 내부 열전달계산에 적용함으로써 안전 여유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KALIMER 해석에 Aoki 모델 대신 Sleicher and Rouse 상관식을 선정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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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액체금속에 대한 Aoki 모델의

예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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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액체금속에 대한 Sleicher-Rouse

상관식의 예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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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발 지형은 KALIMER의 경우 노심 핵연료 봉다발과 중간 열교환기 (IHX)의 Shell 쪽에

채택된다. 봉다발 지형은  수가 봉들의 밀집도(Compactness)에 의존한다. 핵연료 봉다발은 밀

집하여 P/D 값이 주로 1.2 이내의 값이며 KALIMER 노심의 경우는 1.167이다. 반면에 IHX의

Shell 측은 대부분 1.5 이상이며 KALIMER 설계에서는 2.5이다.

Borishanskii는 액체금속(   » 0.007 and   » 0.03 ) 열전달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했
다. 실험 봉다발은 정삼각 (equilateral triangles) 배열을 가진 7 개의 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P/D

= 1.1, 1.3, 1.4 의 범위를 갖는다. 봉다발의 봉 직경은 22 mm이고 P/D 값에 따라 Casing 직경은

76.8, 92, 107 mm 이다. Cell의 열수력 직경 (Hydraulic diameter)은 각각 7.35, 18.9, 25.5 mm 이

다. 냉각재 온도는 200 ∼ 230 oC 이다. 경계조건은 P/D 값이 작을 경우 중요한데, 일정 열속 조

건을 사용했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 ) ( )

( ){ } ( )

2

0.9

21.15*log 8.12 12.76* / 3.65* /

0.0174* 1. exp 6.0* / 1. * 200.

200. 2200.

Nu P D P D

P D Pe

Pe

é ù= - + -ë û

+ - - - -é ùë û
£ £ (3.3-4)

( ) ( )224.15*log 8.12 12.76* / 3.65* /

200.

Nu P D P D

Pe

é ù= - + -ë û
£ (3.3-5)

을 제시했다.

그 외 연구 결과로 Graeber-Rieger는 NaK를 사용하여 봉다발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영역은    ∼ 이고, P/D (Pitch-to-diameter ratios)는 1.25, 1.60, 1.95 이다. 봉은 전기가

열 및 Tube and Shell 형태로 이루어졌고 31-봉의 정삼각형 배열 (Equal lateral triangles)으로

구성되었다. 봉의 벽면온도와 부수로 내부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여 를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실험자료를 Fitting 하여

0.25 6.20 /
0.007 0.032 /
0.80 0.024 /

cNu a b Pe
a p d
b p d
c p d

= +
= +
= - +
= - (3.3-6)

의 경험식을 얻었다. 이들 연구에서 얻은 실험자료와 Borishanskii 상관식과 Graber-Rieger 상관

식을 상호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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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Graeber-Rieger, Borishanskii

상관식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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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Graeber-Rieger와 Borishanskii

상관식 비교-2

각 모델들의 예측범위 분석을 위해 실험값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관식의 정량적 분

석을 수행했다. 그림 3.3-7과 3.3-8은 Borishanskii 상관식과 Graeber-Rieger 상관식에 대한 실험

값 예측의 상대적 차이를 돗수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Borishanskii 상관식은 ±30 % 내에 비교값

의 97 %가 존재하며 이상적인 정규분포와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P/D > 1.6의 실험값에 대해

서 Graeber-Rieger 상관식의 예측범위도 ±30 %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된 봉다발 열전달 모델 중 일반적으로 P/D가 큰 값 ( ∼ > 1.7) 일 경우는

Graeber-Rieger 상관식이 보다 실험 자료에 접근한다. 그리고 노심 핵연료 봉다발과 같은 작은

P/D 값에 대해서는 Borishanskii 상관식이 대부분 실험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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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Borishanskii 상관식 상대적차이

값 돗수 분포 (1.1£ P/D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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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Graeber-Rieger 상관식 상대적

차이값 돗수 분포 (P/D³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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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내 Wire-wrapped 봉 다발의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Pitch-to- diameter

Ratio(P/D), Wire lead-to-diameter(H/D),  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인자들의 이론적 상

관관계 규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경험적 상관식이 사용된다.

노심 내 Wire-wrapped 봉 다발의 마찰계수에 대한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노

심 유량을 Wire-wrap을 따라 흐르는 성분과 축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Wire-wrap에 의한 유속

증가분과 축방향 성분의 비를 근거로 모델링한다. 즉, Wire-wrap에 의한 유속 증가분을 기본으

로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앞에 언급한 인자들을 고려한 경험식으로부터 Smooth Pipe에 대한 마

찰 증배계수(Multiplier) 상관식을 유도한다. Novendstern 모델과 SSC-K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두번째는 부수로 해석코드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Wire-wrap 봉다발(Rod

Bundle)의 부수로 마찰계수와 열전달 Mixing Parameters에 대한 일관성 있는 Hydrodynamic 모

델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Cheng & Todreas 모델이다.

그림 3.3-9는 이들 3개의 모델을 Cheng 실험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SSC-K

모델과 Novendstern 모델의 경우는 천이영역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층류 및 난류의 경계에

서 불연속인 거동을 보여준다. 비교 결과를 보면 Cheng & Todreas 모델이 실험결과와 가장 근

접하며, 층류의 천이영역에서도 불연속 없이 부드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3.3-10은

Cheng & Todreas 모델의 각종 실험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대략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며 ± 25 % 예측범위 내 96 %의 실험 자료가 들어오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관식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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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마찰계수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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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Cheng&Todreas 모델 예측

값 분포

현재 제4세대 SFR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고 시나리오 중 하나는

소외 전원상실이다. 이는 극단적인 냉각기능 불능 사고로써 제4세대 SFR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피동계통의 유효성 결정에 매우 중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 뿐 아

니라 중간계통 펌프도 모두 정지하므로 일차계통 유량상실과 중간열교환기(IHX)를 통한 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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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때 유일한 열제거는 안전등급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심 냉각은 자연대류에 의존하게 된다.

이 사고 해석의 보수성을 위해 중간계통의 자연대류를 배제하여 사고발생과 동시에 IHX를 통

한 열전달은 없고, 정상적인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번 해석

은 PDRC 작동조건 이전 단계의 일차계통 초기 자연순환 거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외 전원이 상실되는 0.0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0.2 초 후에 원자로가 정지하며, 펌

프 또한 정지신호 후 0.2 초에 모두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과도기 계산은 열전달 및 마찰압

력계수, 그리고 펌프 반감기 범위에 따라 피복재 최고온도를 계산하여 평가했다.

그림 3.3-11은 과도기 피복재 최고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열전달계수에 따른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마찰계수에 따른 영향은 뚜렷하다. 펌프 반감기(Halving Time) 18.0

초의 경우 마찰계수 +25 % 상한범위에서 약 97 oC의 안전 여유도를 보이며, 기준 경우보다는 약

8 oC의 여유도가 줄어든다. 반면에 그림 3.3-12와 같이 반감기가 10.0 초인 경우는 안전여유도가

마찰계수 예측범위 +25 %를 기준으로 약 75 oC로 줄어들며, 노심 내 역류도 발생한다. 따라서 안

전해석에 마찰계수 모델로 인한 보수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초기 역류방지를 위해서는 펌프 반감

기가 10.0 초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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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피복재 온도에 대한 마찰계수

영향( t1/2 = 18.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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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피복재 온도에 대한 마찰계수

영향 ( t1/2 = 10.0 s)

다. KALIMER-600 PIRT 개발

1) 개요

가) PIRT 방법론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절차는 미국 NRC의 주도 하에 1989년

에 Code Scaling, Applicability and Uncertainty를[3-7] 평가 방법론 중 일부로 개발되었다.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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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인허가 계산방법인 보수적 계산모델(evaluation model)을 최적

계산(best estimation)과 불확실도 평가방법으로 대체하기위한 방법론의 일부로써 사용되었다. 이

후 PIRT 절차의 개발과 다양한 적용사례를 통해 PIRT는 정형화된 주관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문서화하여 그 과정을 명확

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PIRT는 과도사고 시 발전소 거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 및 과정과 이와 연계된 발전

소 계통, 장치들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과도거동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정들을 상

대적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표시방법이다. PIRT의 유용성은 원자로와 같은

복잡한 계통에서 중요한 현상들을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PIRT 절차의 주 기능은 발전소 과도거동의 성능표식자로서 과도거동 시 상

대적으로 중요한 계통, 장치, 현상 및 프로세스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PIRT의 부수적인 기능으

로서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모델을 중요도에 따라 도출하거나, 전산

코드에 포함된 모델들의 개별효과시험(SET)과 종합효과시험(IET)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지막으로 안전해석 결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방법론

설정 시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PIRT 절차는 경수로의 ECCS 최적 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경수로에 대한 적용사례

와 그에 대한 PIRT 결과물은 문헌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된

PIRT 경험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액금로인 KALIMER-600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

함과 더불어 일부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KALIMER-600 안전해석을 위한 사고 시나리오 도출과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개발과 모델 검증

실험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 KALIMER-600 PIRT

본 연구기간 동안에는 과거 KAERI가 SMART 원자로를 대상으로 수행한 PIRT 경험을 기반

으로 하고 국외의 다양한 PIRT 결과를 참고하여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PIRT 수행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인 KALIMER-600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VHTR PIRT작성을 위해 발간된 US NRC의 NUREG/CR-6944 [3-8]와 SMART

원자로에 대한 PIRT 결과를 분석하였다. 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따라 해석 대상사고의 물리적 현

상, 시나리오별 주요사건, 중요도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듐냉각고속로의 일반적인 특

성뿐만 아니라 KALIMER-600의 고유 설계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KALIMER-600 PIRT를 개발

하였다.

US NRC는 PIRT가 원자로계통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인정하여, 신형원자로의 안전성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위해 PIRT를 활용할 것을 Reg. Guide 1.203 [3-9]에서 제안하고

있다. KALIMER-600은 혁신적인 개념의 피동안전계통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참조 발전소가 없으므로 PIR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한 열유체 실험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전개 과정에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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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과 필요한 실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KALIMER-600은 안전해석코드 검증과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격한 요

구가 예상되므로 전산코드 해석능력에 대한 요건 도출과 검증실험 계획 수립에 PIRT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NEA/CSNI가 주도하는 소듐냉각 고속로 PIRT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현안과 향후 실험 및 연구개발 항목 등에 대해 해외 전문가의 정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국제공동연구(TAREF)에서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듐 실험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으며 고속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항목과 실험들에 대해 각국의 의

견을 교환하였다. 수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술적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현재는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기 앞서 참여국들의 검토를 받고 있다.

2) KALIMER-600 PIRT 개발

가) KALIMER-600 PIRT 개발범위 및 절차

PIRT는 기존 설계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개념단계의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PIRT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념설계가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나 잠재적으로

안전여유도와 관련된 중요한 물리적 현상과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신형원자로의 설계개념을

평가하는 데에 PIRT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예가 참고문헌 [3-10]에 소개되어 있다. PIRT를 사용

하여 복잡한 계통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불확실도가 크거나, 기술적 도전이 필요

한 부분 등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PIRT는 물리적 현상들의 중요도, 개념적인 모델의 적정성, 검

증 및 실험의 적정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PIR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

상이 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기기와 계통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KALIMER-600은 원자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

건이 발생 가능하다. 특정 사건의 경과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중에 어떤 현상들은 다른

것에 비해 원자로 안전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PIRT의 기본개념이다. 이때 현상

은 원자로 계통이나 기기에서 실험적으로 관측 가능한 물리적 거동을 의미하거나, 특정한 원자로

/계통/기기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이거나 공학적인 변수, 원자로 공정변수 등이 될

수도 있다.

나) KALIMER-600 PIRT 개발절차

PIRT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문제영역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

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KALIMER-600 PIRT를 수행하기 위해

PIRT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선정하였다. PIRT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PIRT 결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KALIMER-600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수년간 경험을 가진 안전해석 분야, 노심 열수력 설계분야, 유체계통 설계분야의 전문가와 그리

고 소듐 실험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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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위원의 심사숙고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KALIMER-600 PIRT는 다음 9가지 단계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PI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시나리오를 우선 선정해야 하며, 다음에는 시나리오 동안 작동하거나 시나리오에 잠재적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계통 및 기기를 도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PIRT 단계별 결과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참고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KALIMER-600 PIRT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PIRT 적용결과를 기술한다.

1 단계: 기술현안 정의 (Define the issue)

2 단계: 구체적인 목적 정의 (Define the specific objective)

3 단계: 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 (Obtain database information)

4 단계: 하드웨어와 시나리오 정의 (Define hardware and scenario)

5 단계: FOM 설정 (Establish the figure of merit)

6 단계: 물리적 현상 도출 (Identify phenomena)

7 단계: 상대적 중요도 순위 메기기 (Importance ranking)

8 단계: 지식수준 평가 (Knowledge assessment)

9 단계: PIRT 결과 문서화 (documentation)

본 연구에서의 기술적 현안은 KALIMER-600의 원자로 설계 및 핵심 안전계통 개념들이 제4

세대 원자로의 목표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개선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기술현안의 정의는 제4세대 원자로의 설계목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물리현상으로까지 좁혀진다. KALIMER-600 PIRT는 필요한 기술현

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KALIMER-600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항목을 도출하

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PIRT 성과물의 초점, 내용, 의도를 정의함으로써 PIRT 목적을 분명히 명시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PIRT에 투입할 노력과 가용 자원 등에 대해서도 미

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 수준 이상의 상세한 PIRT를 계획하거나 또는 가

용 자원이나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상세한 PIRT를

수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업무 분량을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PIRT의 구체적인 목적은 KALIMER-600의 정상운전에서

부터 가상사고까지의 전체 과도사건에서 안전관련 현상들을 도출하고, 현상이 평가기준에 미치

는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들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모사하기 위한 현재의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PIR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배경정보는 상세 계통설명, 사고 진행 설명, 사건 개요, 발전소 모의계산 및 실험 결과 등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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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발 중인 PIRT와 관련이 있는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와 하드웨어에

대한 적절한 해석적 및 실험적 지식을 포함한다. PIRT 참여위원은 PIRT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최신 지식을 보유하고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KALIMER-600 PIRT를 수행하기 위해 KALIMER-600 개념설계보고서 및 현재 설계단계에서

확보된 계통 및 기기 설계자료, KALIMER-600 및 해외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안전해석 보고

서, 경수로에 대한 PIRT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표 3.3-1 KALIMER-600의 주요 계통 및 기기 분류 (일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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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계통, 기기, 계측기, 시나리오 등에서 PIRT 목적과 관련되

는 구체적 하드웨어와 사건 진행과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할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까지 자세히 분류할지는 참여위원들이 토의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관심 있는 현상을 일차냉각

재계통에만 국한하거나 주어진 경계조건에 의해 원자로건물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원자로건

물을 관련 하드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 설계에서 모든 사건 시나리오에 공통

으로 작동하는 능동적인 원자로계통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계통이나 하부계통은 특별한 시나리오

에서만 작동한다.

KALIMER-600의 주요 계통 및 기기들을 PIRT 참여원의 합의를 거쳐서 표 3.3-1과 같이 선

정하였다. 표 3.3-1은 PIRT에서 고려한 계통 및 기기들 중 일부만을 사례로써 제시한 것이다. 각

사건 시나리오와 직접 관련 있는 상위수준의 계통 및 기기를 도출하였으며, 특별히 소듐냉각고속

로의 고유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플러나 소듐밀도 변화,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 구조물

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궤환 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KALIMER-600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와 설계기준초과사고

인 비보호사고를 과출력사고 (TOP), 유량상실사고 (LOF), 열제거원상실사고 (LOHS), 냉각재상

실사고 (LOC), 국부사고, 비보호과출력사고 (UTOP), 비보호유량상실사고 (ULOF), 비보호열제

거원상실사고 (ULOHS)로 선정하였다. 표 3.3-2는 선정한 8가지 대상사고를 원자로계통의 응답

특성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예측되는 중요한 프로세스 또는 물리적 현상을 도출한 것이다. 설

계기준사고에 대한 상세한 시나리오 설명과 안전해석코드를 사용한 시나리오 모사결과는 참고문

헌 [3-11]에, 비보호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해석결과는 참고문헌 [3-1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3.3-2 사고 시나리오의 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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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d by ● occuring ◐ partially occuring ○ not occuring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 Doppler reactivity effect ● ◐ ○ ● ◐ ○ ● ◐ ○ ● ◐ ○ ○ ○ ○ ● ● ● ● ● ● ● ● ●

• Heat conductivity coefficient change ● ● ● ● ● ● ● ● ● ● ● ● ○ ○ ○ ● ● ● ● ● ● ● ● ●
• Decay heat ◐ ◐ ● ◐ ◐ ● ◐ ◐ ● ◐ ◐ ● ○ ○ ○ ◐ ◐ ● ◐ ◐ ● ◐ ◐ ●

Upper gas plenum • Pressurization by fission gas ◐ ○ ○ ◐ ○ ○ ◐ ○ ○ ◐ ○ ○ ○ ○ ○ ● ◐ ○ ● ◐ ○ ● ◐ ○

• Reactivity effect by density change ● ◐ ◐ ● ◐ ◐ ● ◐ ◐ ● ◐ ◐ ○ ○ ○ ● ● ● ● ● ● ● ● ●

• Cladding thinning by eurectic  ◐ ◐ ◐ ◐ ◐ ◐ ◐ ◐ ◐ ◐ ◐ ◐ ◐ ◐ ◐ ● ● ● ● ● ● ● ● ●

• Forced and natural heat transfer ● ● ● ● ● ● ● ● ● ● ● ● ● ● ● ● ● ● ● ● ● ● ● ●

Sodium bonding • Sodium displacement to upper plenum ● ● ● ● ● ● ● ● ● ● ● ● ● ● ● ● ● ● ● ● ● ● ● ●

Wire wrap • Pressure loss ● ● ● ● ● ● ● ● ● ● ● ● ● ● ● ● ● ● ● ● ● ● ● ●

Primary rods • Control of shutdown reactivity ● ○ ○ ● ○ ○ ● ○ ○ ● ○ ○ ○ ○ ○ ○ ○ ○ ○ ○ ○ ○ ○ ○

Secondary rods • Control of shutdown reactivity ● ○ ○ ● ○ ○ ● ○ ○ ● ○ ○ ○ ○ ○ ○ ○ ○ ○ ○ ○ ○ ○ ○
Control rod driveline • Reactivity effect by thermal expansion ● ○ ○ ● ○ ○ ● ○ ○ ● ○ ○ ○ ○ ○ ● ● ● ● ● ● ● ● ●

Shim motor • Control of rod insertion/withdrawal rate ● ○ ○ ● ○ ○ ● ○ ○ ● ○ ○ ○ ○ ○ ● ○ ○ ○ ○ ○ ○ ○ ○
Ultimate Shutdown
System

• Shutdown reactivity ○ ○ ○ ○ ○ ○ ○ ○ ○ ○ ○ ○ ○ ○ ○ ○ ○ ● ○ ○ ○ ○ ○ ○

Rod Stop System (RSS) • Limit of rod withdrawal rate ● ○ ○ ● ○ ○ ● ○ ○ ● ○ ○ ○ ○ ○ ● ○ ○ ○ ○ ○ ○ ○ ○
• Flow distribu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sure drop ● ● ● ● ● ● ● ● ● ● ● ● ● ● ● ● ● ● ● ● ● ● ● ●
• Asymmetric thermalfluid mixing ○ ◐ ○ ○ ◐ ○ ○ ◐ ○ ○ ◐ ○ ○ ○ ○ ◐ ◐ ◐ ◐ ◐ ◐ ◐ ◐ ◐

• Flow reversal during pump coastdown ○ ◐ ○ ◐ ◐ ○ ○ ◐ ○ ○ ○ ○ ○ ○ ○ ○ ○ ○ ◐ ◐ ◐ ○ ○ ○
Bypass flow • Flow distribution ● ● ● ● ● ● ● ● ● ● ● ● ● ● ● ● ● ● ● ● ● ● ● ●

Sodium coolant • Sodium density reactivity effect ● ○ ○ ● ○ ○ ● ○ ○ ● ○ ○ ○ ○ ○ ● ● ● ● ● ● ● ● ●
• Reactivity effect by thermal expansion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rol of core flowering ◐ ○ ○ ◐ ○ ○ ◐ ○ ○ ◐ ○ ○ ○ ○ ○ ● ● ● ● ● ● ● ● ●
Restraint ring • Reactivity effect by thermal expansion ◐ ○ ○ ◐ ○ ○ ◐ ○ ○ ◐ ○ ○ ○ ○ ○ ● ● ● ● ● ● ● ● ●

ACLP, TLP • Reactivity effect by thermal expansion ◐ ○ ○ ◐ ○ ○ ◐ ○ ○ ◐ ○ ○ ○ ○ ○ ● ● ● ● ● ● ● ● ●

Core Restraint
System

Grid plate

Fuel

Slug

Cladding

Control Rods

Core

Core flow channels

LOHS LOC FB UTOP ULOF ULOHS
System Component Process/Phenomena

TOP LOF

표 3.3-3 사고 단계별 주요 물리적 현상 (일부 예)

안전기준 (Figure of Merit, FOM)은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전소 거동 중 관측되는 현상이나

공정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선정된 기준은 원자로계통이나 기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variable) 또는 요소(parameter)이다. PIRT 절차에서 도출된 현상이나 프로세스에 대

한 상대적 순위를 매기기에 앞서 FOM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데, 설정된 FOM은 논의하는 이

슈와 직접 연관이 되어야 하며, 시나리오 동안 직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이어야 한다. 또

한 FOM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분명하여야 하며,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의 경우, FOM은 일반적으로 인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요건이 된

다. 초과설계기준사고의 시나리오 경우의 FOM은 인허가 요건이나 설계목표 또는 사고 전개과정

에서의 구체적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의 설계기준사고 및

비보호사고에 대한 허용안전기준을 PIRT의 FOM으로 설정하였다.

물리적 현상은 PIRT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참여위원들은 3단계에서 확

보한 배경정보를 활용하여 PIRT의 요소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상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때 ‘현상’은 물리적 현상 자체일 뿐만 아니라 과정, 조건, 특성, 또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PIRT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는 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기까지 세분

화되며, 그리고 이보다 더 상세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상을 어느 정도 수

준까지 상세히 기술하여야 할지는 해석적 방법에 의한 자료와 실험자료를 활용한다.

KALIMER-600의 8가지 대상사고에 대해 도출된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가 표 3.3-3에 제시

되어 있다. PIRT 참여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들 현상과 프로세스를 선정하였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의 단계에서 이들 현상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표 3.3-3은 KALIMER-600

PIRT에 사용된 현상 및 프로세스로의 일부를 예로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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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프로세스의 중요도를 결정하여 등급화하는 단계가 PIRT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이전의 모든 단계는 이 단계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상대적 중요도가 얼마나 적절하게 결정되었

는지는 PIRT 참여위원의 개인적 전문성은 물론 공통적인 합의 여부, 제공된 배경지식의 품질, 선

정한 FOM의 정확성과 공통 이해도, 개별적 우선순위와 공동합의를 위해 허용된 토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 참여위원은 현상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 근거와 결정에 사용된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한다. 개별 현상의 우선순위는 참여위원들의 토의 과정에서 취합되고 참여

위원들 간에 우선순위가 크게 다르게 평가된 현상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면 각 현상에 대한 중요도 순위와 그 근거를 기록한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

든 현상에 대해서는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의견이 최종 우선순위로 채택

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인 우선순위와 그 근거도 각각의 평가표에 기록으로 남긴다.

상대적 중요도는 5단계에서 설정한 FOM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각 현상의 중요도를 표시하기

위해 등급기준이 필요하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표 3.3-4와 같은데, ‘높음(H)’, ‘중간(M)’,

‘낮음(L)’,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또는 중요하지 않음(I)’ 의 4등급을 사용한다. 글자를 대신해 1-5

등급의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글자’에 의한 등급기준은 공동합의가 잘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면에 ‘숫자’에 의한 등급기준은 PIRT 참여위원들 간에 공통 의견을 모

으기 힘들 때 사용되며 각 위원들의 평가한 숫자의 평균값으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rank Definition Application Outcomes

High (H)
Phenomena has controlling
impact on figure-of-merit

Experimental simulation and
analytical modeling with a high
degree of accuracy is critical

Medium (M)
Phenomena has moderate
impact on figure-of-merit

Experimental simulation and/or
analytical modeling with a moderate
degree of accuracy is required

Low (L)
Phenomena has low impact
on figure-of-merit

Modeling must be present only to
preserve functional dependencies.

Insignificant
(I)

Phenomena has no, or
insignificant impact on
figure-of-merit

Modeling must be present only if
functional dependencies are
required.

표 3.3-4 현상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등급

PIRT 참여위원은 물리적 현상의 중요도 평가와 지식수준의 평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지식수

준 평가에 사용된 등급기준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지식수준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등급기준

으로 1-4 까지의 숫자가 사용되기도 하며, 글자기준으로는 ‘이해함 (known)’, ‘부분적으로 이해함

(partially known)’, ‘모름 (unknown)’ 의 세 등급이 사용된다.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숫자 등

급에 해당하는 정의가 표 6과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PIRT 참여위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그 현상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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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불확실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현상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는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FOM에 대한 현상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게 평가된 경우는 불충분한 정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 예산 내에서 추가적인 실험과 해석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요구되는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PIRT 결과가 사용될 수 있는 예이다.

KALIMER-600의 설계기준사고 중 과출력사고에서 도출된 현상 및 프로세스에 대한 현재 지

식수준을 평가한 결과, 금속핵연료에 대한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금속핵연료 과도성능의 중

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잔열제거계통인 PDRC는 순수 피동

계통이므로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운전에 대한 신뢰성 및 열전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서 지식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PIRT 작업은 상세하고 완벽한 문서작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문서화의 주

목적은 PIRT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식견이 있는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와 깊이를 고려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이다. 반드시

문서화가 되어야 할 PIRT의 주요 결과는 논의가 이루어진 현상과 그에 대한 정의, 각 현상의 중

요도 평가결과와 평가에 사용된 근거, 각 현상에 대한 지식수준과 불확실도 및 판단 근거, 기본

PIRT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 등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KALIMER-600의 예비 PIRT 결과, 도출된 주요 현상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불확실도가 높다는 참여위원의 의견에 따라 실험시설을 통한 연구를 하기 전에 임시방

편으로 사고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이들 현상에 대한 민감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이들 민감도 연구가 완료되면 PIRT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3) 결론

PIRT는 초기에 전산코드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여러 분야에

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결과, 현재는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화된 절차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US NRC는 신형원자로의 개념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사

고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시나리오 및 중요한 현상들을 도출하는데 PIRT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국내외 PIRT 경험들을 검토하여 소듐냉

각고속로인 KALIMER-600에 적용할 수 있는 PIRT 절차를 개발하고 실제 KALIMER-600 의 대

표적인 설계기준사고와 비보호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다. KALIMER-600의 사고 시

나리오의 선정 이후, 사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상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현상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각 현상의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더불어 각 현상에 대한 지식

수준과 불확실도를 평가하였다. PIRT 결과로 나타난 불확실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KALIMER-600은 혁신적인 피동형 안전계통을 사용하므로 중요한 물리적 현상들은 피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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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연법칙에 근거한 고유성(inherenc)을 특성으로 가진다. PIRT 참여위원들은 KALIMER-

600의 열유체 및 노심 동특성 관점의 현상과 프로세스를 평가한 결과, 반응도 제어, 원자로계통

및 잔열제거계통의 열제거, 소듐 냉각재의 화학반응, 방사성물질의 격납과 같은 프로세스와 관련

계통/기기가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KALIMER-600 PIRT의 궁극적인 목적은 KALIMER-600 대상사고의 과도거동 중에 발생하

는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상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허

가 관점에서 요구하는 주요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안전기준은 설계

개념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PIRT의 주요 평가기준(FOM)은 이를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ALIMER-600 설계가 구체화되어 가는 중에 수행한 예비 PIRT 결과는 원자로 설계, 전산코

드 개발, 검증 실험 및 불확실도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PIRT 결과에서 나타난 전산코드 모

델 요건과 현재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모델 능력을 서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코드개선을 위한 새로

운 요건을 도출하며, 더불어 실험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술기준으로 사용

할 예정이다. 향후 KALIMER-600 설계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SET와 IET 실험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PIRT 결과로 도출된 물리적 현상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현재 지식수준의 평가결

과에 근거하여 시험 항목을 합리적으로 계획 할 필요가 있다.

라. 국부손상사고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

1) 개요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 Cooled Fast Reactor)는 노심의 조밀한 기하학적 특징으로 인

해 손상된 핵연료봉 파편이나 이물질이 집합체 내부로 유입되어 국부적인 유로폐쇄 유발 가능성

이 존재한다. 유로 폐쇄는 폐쇄물 상부에서 냉각재의 국부적 재순환을 형성해 인근 온도를 상승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연료 봉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로폐쇄 시 노심의 열수력 현상을 적절히 예측하고, 핵연료 봉의 건

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석코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속로 개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로폐쇄 해석 코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이런 종류의 코드 확보가 지연됐었다. 이런 배경 하에 국내에서는 현재 개발되는 소듐

냉각고속로의 인.허가에 대비하기 위해 집합체 유로폐쇄 해석용 코드인 MATRA-LMR/FB를 독

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MATRA- LMR/FB 전산코드를 이용한 집합

체 유로폐쇄 해석방법론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인허가기관이 요구하

는 양식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02-’06년도에 작성된 이론모델

기술보고서, 실험자료를 활용한 검증해석 보고서, KALIMER 집합체설계 사고해석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주제별 기술보고서 작성의 목적, 유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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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사고의 특성과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 안전허용기준, 해석 전산코드의 적용범위 및 제한조건에

대해 기술된다.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국내 액금로의 유로폐쇄 해석에 사용할 계획인

MATRA-LMR/FB 코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드의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MATRA-LMR/FB

는 MATRA-LMR 코드의 수치해법 방법 수정, Wire-wrap 지지격자에 의한 유동저항의 효과적

고려를 위해 분산유동저항 모델의 적용, 난류 혼합 모델의 개선, 저유속에서의 혼합 차분법 적용

등을 통해 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 변경이력을 제2장에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MATRA

코드를 위해 과거 이미 수행된 인허가 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

는 MATRA-LMR/FB 개발에 사용된 지배방정식, 수치해법, 주요 상관식 등의 기술적 내용을 담

고 있다. 제4장에는 MATRA-LMR/FB의 계산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자료를 활용하

여 수행한 평가계산 결과가 제시된다. Wire-wrap 설계의 연료봉 집합체를 이용한 ORNL의

THORS(Thermal Hydraulic Out of Reactor Safety) 실험자료, CEA의 SCARLET 실험자료, 그

리고 일본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enter)의 오아라이 공학 센터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수행한 37FC34/5-2/ 실험자료를 이용해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일반적인 코드 예측능력 평가를 위해 Liquid Metal Boiling Working Group(LMBWG)에서 수행

한 실험 중 독일 Karlsruhe에서 수행한 KNS 실험에 대해서도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또한 검증된

타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위해 유럽에서 유로폐쇄 해석에 이미 적용된 바 있는 SABRE 코드의

KALIMER-150에 대한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한 내용도 포함된다.

제5장은 MATRA-LMR/FB 코드의 실제 액금로에 대한 적용방법론의 예시계산으로

KALIMER-600 개념설계에 대해 집합체 유로폐쇄 사고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다룬다. 최종적으

로 제6장에서 이 보고서의 결론을 맺는다. 그 외 부록에는 MATRA-LMR/FB의 코드구조, 부프

로그램의 설명, 코드입력 및 기하학적 형상입력 설명과 기하학적 입력생산을 위한 GEOM.exe 예

제입력과 출력, 그리고 MATRA-LMR/FB의 예제입력 등을 수록하였다.

2) 코드 적용성 평가

MATRA-LMR/FB 코드의 예측 능력 평가를 위해 이미 수행된 KALIMER-150의 Breakeven

노심설계에 대한 SABRE4(Sub-channel Analysis of Blockage in Reactor Elements) 코드의 해

석결과[3-13]와 비교 분석했다. SABRE4 코드 해석에서는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는 축 방향 출력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폐쇄면적은 설계기준 사고인 6개 부수로 폐쇄를 포

함하여 24개, 54개 부수로 폐쇄 등의 3가지 크기에 대해 해석했다. 폐쇄 크기는 반경 방향의 넓이

만을 고려하였으며, 폐쇄 넓이는 한 개의 핵연료 봉을 중심으로 인접한 첫 열에 포함된 6 부수로,

첫 열부터 둘째 열까지의 24개 부수로, 첫 열부터 셋째 열까지의 54개 부수로가 각각 폐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쇄영역의 냉각재 투과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0(Zero)을 가정함으로

써 냉각재가 유로폐쇄 영역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의했다. 그림 3.3-13은 271 개의 핵

연봉 배치와 대상 집합체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반경방향으로 3가지 위치

즉, 집합체의 중심(Center), 집합체 중심과 벽면간의 중간(Middle), 벽면에 인접한 가장자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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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에 폐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폐쇄위치에 따른 만감도 분석을 또한 수행했다. 반경방향

의 부수로 위치는 A-A' 단면에 대해 왼쪽 유로(337번)가 1번이며, 19번 유로(1번)가 정 중앙이

고, 38번 유로(334번)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중앙 유로 폐쇄 시에는 반경방향 18,

19, 20 번째 부수로가 노심 중앙이다. 부수로 번호는 GEOM 프로그램에서 핵연료봉과 관련한 최

소 입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배분한 것이다. 다만 6개 부수로 폐쇄의 경우는 참고로 집합체 벽면

과 접한 부수로(그림 3.3-13의 334 번째 유로)가 포함된 폐쇄의 경우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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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KALIMER-150 유로폐쇄사고 해석을 위

한 입력 번호체계 및 유로폐쇄 위치

냉각재 평균온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핵연료 집합체(Hot Assembly)의 총 발생

열량은 6.11 MW 이며, 운전 시 집합체 유량은 27.2 kg/s 이다. 그러나 집합체의 입구 경계조건은

집합체 내 유로폐쇄가 일어날 경우 폐쇄유로 개수에 따라 평균 유로면적이 변한다. 집합체 내 같

은 압력강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합체 유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KALIMER-150의 설계는 상

당부분 KALIMER-600의 것과 유사하므로, 유량감소는 폐쇄면적 비(比)가 KALIMER-600 해석

시 사용한 값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사용한 값을 그대로 적용했다 [3-14].

SABRE4 입력에서는 한 개의 노드길이를 등간격인 Wire-wrap 피치의 1/6에 해당하는 3.44 cm

로 맞추기 위해 노심 축 방향으로 103 개의 노드로 나누었다. 반면에 MATRA-LMR/FB 입력에

서는 수치해법의 제한으로 117 개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한 개의 크기를 3.02 cm로 하였다.

KALIMER-150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내 6개 부수로가 폐쇄되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해석

을 수행했다. 그림 3.3-14는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MATRA-LMR/FB로 계산한 축 방향 온도

및 유량분포를 보여주는데, 폐쇄영역 바로 상단에서 냉각재 속도가 줄어들어 냉각재 이동시간이

길어져 온도가 증가한다. 또한 폐쇄 후류 영역 밖의 주위 냉각재와는 혼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

문에 노심출구까지 온도분포가 유사하게 유지된다. 그림 3.3-15는 중앙부수로 폐쇄 시 SAB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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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를 도시하고 있는데, 그림 3.3-14의 결과와 축 방향 등온선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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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축 방향 온도 및 유량분포

그림 3.3-15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축 방향 온도 분포 (SABRE4)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폐쇄 위치를 포함해서 크기에 대해

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24개 및 54개 부수로 폐쇄 경우에 대해서 해석하였으며, 폐쇄위치는 6개

유로폐쇄 시와 마찬가지로 축 방향 뿐 아니라 반경방향으로도 집합체 중심 (Center), 집합체 중심

과 벽면 중간 (Middle), 집합체 벽면 근처의 가장자리 (Edge)에 폐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

다. 축 방향 폐쇄 위치도 6개 유로폐쇄 시와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림

3.3-16와 표 3.3-5에 두 코드의 계산결과를 정리하였는데, 모든 예측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두 코드 계산결과는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4개 중앙

부수로 폐쇄를 제외하면 MATRA-LMR/FB가 SABRE4에 비해 최대 약 25 oC 정도 과소평가하

며, 출구온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작은 약 15 oC 이내로 과소 예측한다. 54개 부수로 폐쇄 경우에

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폐쇄 위치에 따라 과소 혹은 과대 예측을 하고 있다. 특히, 설계

기준사고인 6개 부수로 폐쇄 시에는 두 코드의 예측결과는 서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한다. 온도계산에 가장 큰 변수는 재순환 영역의 예측이다. 이를 정확히 모의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유동 및 온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한 운

동량 뿐 아니라 에너지 혼합모델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증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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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SABRE4 코드에 대한 MATRA-LMR/FB 코드의

상대적 예측 결과 비교

Sizes 6 sub-channel blockages 24 sub-channel
blockages

54 sub-channel
blockages

Blockage
Positions

No
Blockage Center Middle Edge Corner Center Middle Edge Center Middle Edge

Radial Node #

(Assembly

Max. Temp.)

15 18

(20)

26

(29)

34

(34)

13

(16)

20 28 33 19

(20)

28 26

Axial Node #

(Assembly

Max. Temp.)

117

(117)

73

(71)

73

(72)

73

(72)

117

(117)

73

(72)

73 73 73

(55)

73 55

Radial Node #

(Outlet Max.

Temp.)

15 18

(18)

26

(28)

13

(29)

13

(16)

20 28 32 20 28 31

Max. Temp.

(Assembly,
oC)

580.4

(590.3)

600.8

(608)

591.3

(612)

595.2

(602)

580.1

(589)

650.2

(655)

652.9

(656)

635.8

(656)

701.1

(825)

705.9 735.5

(711)

Max. Temp.

(Outlet, oC)

580.4

(590.3)

588.4

(597)

579.2

(597)

586.9

(589)

580.1

(589)

621.0

(620)

620.5

(620)

605.9

(614)

666.8

(696)

666.1 655.9

(654)

표 3.3-5 MATRA-LMR/FB 비교계산 결과 종합:SABRE4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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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기존의 능동형 안전계통을 채택하는 상용원자로에서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방법을 이용함

으로써 원자로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KALIMER-600의 안전계통 설계 개념은 고유안전성과 피

동안전 개념을 강조하였다. KALIMER-600은 핵연료로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U-TRU-Zr 금

속핵연료를 사용한다. KALIMER-600의 핵연료는 금속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노

심의 반응도 변화를 노심의 핵연료 스스로 제어하는 고유안전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잔열제거의

경우 원자로 용기에 피동잔열제거회로(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를 설치함으

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완전피동 개념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상과 같이 SFR는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피동안전 개념을 도입한 것이 기존의 상용 원

자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에서 사용되던 방법을 기반으로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SFR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방법

은 SFR의 예비 Level-1 PSA에 사용되었다.

가. Level-1 PSA 방법론 개발

Level-1 PSA 방법은 기존의 상용 원자로에 사용되던 방법을 기본으로 따른다. 여기서는 SFR

의 특성에 따른 안전 계통의 종류 및 기능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초기사건인 일반

과도사건을 대상으로 사건수목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PSA 수행 절차 및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Level-1 PSA 방법은 PSA Procedures Guide [3-15]에서 기술되며, PSA 분석의 주

요 업무는 아래 그림에 주어진다.

- Hard. Failure Data
- CCF Data
- T&M Unavailab.
- Human  Error Pro. 

Plant Information

A

- LOCAs
- Transients

Initiating Events

Quantification

Reliability Data

- Operation Exp.
- System Desc.
- Safety Analysis
- Procedures
- etc.

Event Tree Analysis

IE Sys-A Sys-B Result

OK

System Fault Tree Analysis

System
Failure

Train
Failure

OK

CD

그림 3.3-17 PSA 수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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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에서 첫 번째 업무는 PSA 수행에 필요한 원전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KALIMER-600은 개념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통에 대해 상세한 설계 자료가 가용

하지는 않으며, 설계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 업무는 초기 사건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초기사건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사

건으로서, 만일 안전 계통의 실패와 연계되면 노심손상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다. 초기사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PRISM PSA 보고서[3-16] 및 기존 상용로 PSA[3-17], KALIMER-600 설계를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본 PSA에 필요한 초기사건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업무는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계통의 작동 유무에 따른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이며, 이는 사건수목으로 표현된다.

네 번째 업무는 사건수목에서 나타나는 안전계통의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 계통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과 확률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통 고장수목 모델을 구성한다.

고장수목은 기본 사건의 AND, OR 논리의 조합으로 계통의 고장을 모델하며, 기본 사건은 기기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적 오류 등으로 표현된다.

다섯 번째 업무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신뢰도 자료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신뢰도 자료는 초기사건 발생빈도, 기기의 고장확률, 공통원인고장 확률, 인적오류 확

률 등에 대해 평가된다.

여섯 번째 업무는 사고경위 정량화이다. 사고경위 정량화는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각 사고 시

나리오에 대해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고 전체 리스크에 주요한 인자들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사

고 경위 정량화를 위해서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을 결합하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연결방법이

사용된다.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노심손상 사고 시나리오들의 모든 빈도를 합쳐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PSA[3-18] 및 FTREX[3-19]를 기반으로

PSA 분석을 수행한다. AIMS-PSA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을 입력하고, 이를 하나의 고장수목

으로 변환한 후 FTREX와 연계하여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 set)을 계산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FTREX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최소단절집합 계산 소프트웨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FTREX는 빠른 계산 속도뿐만이 아니라 순환논리(circular logic)를 가진 고장수목을 자동 해석

및 rule-based recovery 처리 등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AIMS-PSA의 예제 화면을 나타낸다. 화면의 왼편은 고장수목, 사건수목, 신뢰도

자료, 결과 등을 관리하는 project explorer이며, 오른편은 고장수목, 사건수목, 결과 등이 나타난

다. AIMS-PSA는 기존의 PSA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고장수목, 사건수목, data를 입력하고 계산

하는 단추만 누르면 분석이 완료되도록, 분석 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 6-93 -

그림 3.3-18 AIMS-PSA 화면 예제

2) 초기사건 분석

KALIMER-600의 초기사건은 PRISM-150의 PSA 보고서, OPR1000 원전 계열인 울진3,4

PSA 보고서를 토대로 KALIMER-600의 설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아직 KALIMER-600의

설계가 초기 단계인 관계로 OPR1000 원전에서 고려되는 보조 계통들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

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PRISM-150에서 고려된 모든 초기사건은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아래 표는 KALIMER-600과 PRISM-150 PSA의 초기사건을 비교한 표이다. PRISM-150에

비해 일상적인 원자로 정지와 관련된 초기사건들을 일반과도사건(general transients)으로 묶었으

며, 일차측 및 중간 루프와 관련된 초기사건들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PRISM에서는 반응도삽입사건의 종류를 반응도 삽입율에 따라 3개로 분리하였는데,

KALIMER-600에서는 1개만 고려하였다. SFR의 경우는 어느 이상의 반응도가 급속하게 삽입되

면 폭주로 fuel이 바로 손상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KALIMER-600은 가압 상태가 아니며, 정지

봉/제어봉이 인출되는 속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PRISM-150에서와 같이 반응도가 급

속히 삽입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반응도삽입 관련 초기사건들을 반응도삽입사고

(RIA) 하나로 묶고,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는 급속반응도삽입사고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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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KALIMER-600 빈도 PRISM-150 빈도

Transients

General Transients 1.0

Forced shutdown 0.9
Overhaul 0.4
Spurious scram &
transients handled by PCS 0.4

Lo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3e-2 Station blackout 1e-3

Loss of Primary Flow 0.3
Loss of total primary flow 5.2e-2
Loss of one primary 펌프 0.2

Loss of Intermediate
Flow 0.3

Loss of Shutdown Heat
removal via IHTS 1e-2

IHTS 펌프 Failure 5e-2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0.3 Loss of operating power

removal 0.2

LOCA Vessel Leak 1e-4 Vessel Leak 1e-6

반응도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1e-3 반응도 Insertion ($0.1~0.2,

$0.2~0.4, >0.4$)
1e-3,
5e-4,
5e-5

Special

Sodium Water
Reaction in SG 1e-3 Large Na-H2O Reaction

(IHX Failure) 1.1e-3

추후 반영 　 Local core coolant blockage 1.1e-1
PDRC Unavailable 3e-3 RVACS Blockage 0.1

External 추후 반영 　 Earthquake (0.3g~0.375g,
0.375g~0.825g, >0.825g)

3e-4,
1.9e-5,
7.1e-7

표 3.3-6 KALIMER-600 및 PRISM-150 PSA의 초기사건

3) 사건수목의 개발

도출된 초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일반과도사건에 대해 사건수목을 개발하였다. 사건수목은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계통의 작동유무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는 일반과도사건(General Transients)을 중심으로 SFR 원자로에서 모델링하는 사건수목 작성 방

법을 설명하였다.

일반과도사건(GTRN)는 안전기능 또는 안전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초기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안전기능과 관계없이 발생한 잘못된 정지(spurious trip)나, 발전소 연차계획 유

지보수(overhaul)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과도사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정지기능과 잔열제거기능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정지이다(표제 RT). 원자로정지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U-TRU-Zr 금속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응도 궤

환효과 (inherent reactivity fee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보호

계통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라도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델하였다

(표제 UT).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표제 SGC) 또

는 PDRC 계통(표제 PDRC)에 의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I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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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만일 원자로정지에 실패하면, 수

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냉각을 수행하여야

한다(표제 SGC-N). 이상과 같이 일반과도사건에 대해 개발된 사건수목은 아래에 주어지며, 계통

고장수목 모델 및 신뢰도 자료를 개발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G-PDRC
G-IRACS

UT

UT

G-PDRC

G-IRACS

UT

SGC-N

RF

G-RT

%GTRN

General 
Transients Reac tor Trip Reactivity 

Feedback

Norm al 
Power Heat 

Rem oval

IRACS 
Cooling

PDRC Heat 
Removal

Ultim ate 
Reactor Trip

ET-GTRN RT RF SGC-N SGC PDRC UT

Seq# State

1 ok

2 ok

3 cd

4 ok

5 cd

6 ok

7 cd

8 cd

9 ok

10 cd

11 cd

그림 3.3-19 일반과도사건의 사건수목

4) 금속연료 액금로의 노심손상 정의
금속연료 액금로의 경우 높은 열전달율과 고유 반응도 궤환효과라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우수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금속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피복재에 포함된 철 성분이 반응하여

낮은 온도에서 공융현상 (eutectic)이 발생한다. 공융현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공융발생 온도가 우라늄과 철 성분의 조성비에 따라 달라지며 노내

실험연구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우라늄과 철성분의 비율에 따라 공융발생 온도는

725℃에서 1050℃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SM 및 ALMR 핵연료인 U-20Pu-10Zr 금속연료와 HT9 피복재의 공융온도는 790℃ 정도

로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U-TRU-Zr 연료와 Mod.HT9

(Modified-HT9) 피복재의 공융온도에 대한 실험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연료의 U 조성비에 따라 공융온도는 변화하므

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는 U-TRU-Zr 연료와 U-20Pu-10Zr 의 조성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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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융온도를 79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뒤의 노심손상 사고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피복재의 온

도가 이 온도에 도달하면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속핵연료 자체의 용융온도는 약 1100℃로 보고 있다. 소듐의 기화점은 압력에 따라 약 95

0℃ ~ 1000℃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재 온도의 경우에는 760℃가 넘을 경우에, 피복재 온

도의 경우에는 790℃가 넘을 경우에, 핵연료 온도의 경우에는 1100℃를 넘을 경우에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안전성 목표 : 방사성 물질의 가둠 (contain) 기능 유지

성능목표 성능 기준 온도 기준

피복재 건전성 유지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핵연료 고화(solidus) 온도인

1093oC 이하 유지
장기적 핵연료 표면 최고

온도

핵연료-피복재 공융 온도인

700oC 이하 유지
단기적 피복재 두께중심 최

고 온도

열적 크리프 강도 제한치인

790oC 이하 유지

1차측 경계 건전성 유지 1차측 경계 구조 온도 704oC 이하

다이나믹 로딩 방지

서브채널 소듐 최고 온도
국부적 소듐 포화온도인

982oC 이하 유지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핵연료 고화(solidus) 온도인

1093oC 이하 유지

표 3.3-7 금속연료 SFR의 노심손상 기준

나. Level-2 PSA 방법론 개발

Level-2 PSA의 목적은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격납건물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격납건물 내에서의 사고 진행을 분석하고 격납건물의 파손시간, 파

손위치, 파손형태 등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방사선원 특성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경수로 및 중수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PRA Procedure

Guid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Submittal Guidance [3-20] 및 NUREG-1150 [3-21]에서

제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이 방법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

여주고 있다.

Level-2 PSA 분석과정을 크게 구분하면 발전소 손상군 분석,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및 방

사선원군 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는 사건수목 작성, 사건수목 정량화, 통계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CONPAS[3-22]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노심 손상군 분류나 사건수목 정량화에 필요한 각 분기 확률 값들은

KALIMER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PSA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KALIMER 고유 값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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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Level-2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방법 개요

1) 발전소 손상군 분석

발전소 손상군(Plant Damage State, PDS) 분석을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된 Level-1 사건수목

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Level-1 사건수목에서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원자로

정지 성공 및 (2) 노심생성 잔열 제거 성공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정지는 1차 또는 2차

원자로 정지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에 의해 수행되며, 기본적으로 1차 또는 2차

RPS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여도 원자로 정지는 성공한다. 한편 노심에서 생성되는 잔열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능동계통인 IRACS(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또는 기기의

작동이 전혀 필요 없는 피동계통인 피동 잔열제거회로(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PDRC)가 작동되어야 하며, PDRC는 모든 전원 상실사고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중단되고 IHTS(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의 pump 역시 중단된다. 이후에는 IHTS에 연결된 IRACS에 의해 수행된다.

즉, IRACS 차단밸브가 열리며 IRACS pump 및 blower가 작동함으로써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

루어진다. 만일 IRACS를 통한 잔열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자로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수위

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고 PDRC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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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만 원자로정지가 실패한 경우에도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궁극

적으로는 RPS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라도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

델 되어있다. 이와 같이 초기 원자로정지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수동으로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냉각이 성공하게 되면 노심 손상은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PDS 분석을 위하여 PDS 군집화 논리도(Grouping Logic Diagram)를 개발한다. PDS 군집화

논리도에서는 손상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게 되며 본 분석에서는 격납

건물내의 사고 진행, 격납건물 파손 유형/시간/위치, 및 방사선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

자로 (1) 격납건물 우회, (2) 격납건물 격리상태, (3) 초기사건 유형, (4) 원자로 정지 성공여부,

(5) 노심생성 잔열 제거 성공여부, 및 (6) 격납건물 대기냉각을 고려하였다.

발전소 손상군 정량화는 발전소 손상군 사건수목에서 정의된 발전소 손상경위들에 대하여 각

각 해당되는 PDS 번호를 지정하고, 같은 PDS 번호를 가진 모든 사고경위의 빈도를 합하여 해당

PDS의 빈도를 구하는 작업이다. 각 PDS는 군집화된 많은 사고경위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사고경위를 의미한다. PDS 사건수목에서 PDS 번호를 정할 때는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정량화를

위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번호를 정한다. 정량화 전산코드는 PDS 분류규칙을 사용하여 PDS

사건수목들에서 정의된 발전소 손상경위를 PDS 논리도에 나와 있는 PDS로 배정하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PDS 분류규칙은 PDS 사건수목에서 사용된 주요 정점사상의 성공과 실패를 이용

하여 작성한다. 모든 PDS 사건수목 경위들을 PDS 번호를 배정하고, 같은 PDS 번호를 가진 모든

사고경위들의 빈도를 모두 합하면 PDS 정량화는 완료된다. PDS 정량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

는 코드는 CONPAS 코드이다.

2)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다음 단계로는 격납건물 사건수목(Containment Event Tree, CET)을 구성한다. 격납건물 내

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사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을 계산하기 위

해서 격납건물 사건수목이 이용되며, 이 사건수목은 노심손상에서부터 주위환경으로 방사능이

누출되기까지 사고 진행을 예측하게 되고 격납건물의 건전성이나 방사선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중대사고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수목 기법은 사고 진행 경로를 논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반응을 분

석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격납건물의 반응을 모델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수목 기법을 사용한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개발했다. 개발된 CET는 중대사고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 격납건물 안전계통 상태 및 격납건물 파손모드 등을 확률적

으로 묘사한다.

각 PDS는 CET 관점에서 보면 고유한 사고 진행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상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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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위는 내재된 사고 진행 형태의 고유함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정량화되어야 한다. 일례로 격납

건물이 성공적으로 격리된(isolated) 노심손상 사고경위는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은 사고경위와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격납건물 상태를 가지게 되므로 개개의 PDS에 대해 각각의 CET가 개발되

어 정량화 될 필요가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격납건물 우회(bypass) 및 격납건물 격리실패

(isolation failure) 사고경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경위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는 과거 수

행된 PSA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공통으로 적용가능

한 일반 격납건물 사건수목(general CET)을 작성하며, 격납건물 우회와 격리실패에 대하여는 특

수 사건수목(special CET)을 독립적으로 개발지만 KALIMER-600 의 경우 기존 경수로 또는 중

수로에 비하여 CET 구조가 보다 간단할 것으로 예상되어 격납건물 우회 및 격리실패를 포함한

CET를 구성하고자 한다.

중대사고 현상들을 모두 CET에 모델 할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

문에 중요한 현상은 CET의 정점사건(Top Event)으로 구성하고 상세 현상이나 운전원의 조치사

항들은 각 정점사건의 하부구조인 분해사건 수목(Decomposition Event Tree, DET)에서 다룰 수

도 있다. 분해사건 수목을 사용할 경우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정점사건은 10-20개 이하로 하여도

충분히 사고 진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발전소 고유의 격납건물 극한 강도도 이 과정에서

고려되고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해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손압력 분포도

필요하게 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시 각 사고경위들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을 선정해야 하

며 이러한 사건들을 정점사상(top event)이라 한다. 이 정점사상에는 격납건물 손상시기, 손상유

형 및 손상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현상, 사고 진행 과정, 또는 격납건물 거동에 상이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KALIMER-600에 대한 CET 에서는 7개의 정

점사상을 예비로 선정하였다. 선정근거는 방사능 물질의 방출경로 및 과압/고온에 의해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로 고려되었으며 추후 격납건물내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될 경우 관련 인자들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CET 구조를 간단히 하기 위해 정점사상

의 개수를 가능한 적게 선정하고, 선정된 정점사상의 확률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하위사상(sub

event)으로 추후 DET를 구성할 수도 있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심용융물 냉각

d. 소듐방출 및 화재

e. 소듐(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

f. 가연성물질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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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격납건물 파손 시기

다음 단계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의 목적은

각 발전소 손상군에 따라 격납건물 사건수목 사고경위의 확률 또는 상대적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각의 발전소 손상군이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입력으로서 이용되고 사건수목을 통하여

전파(Propagation)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방사선원 방출군의 확률이 구해지며, 격납건물 사건

수목의 각 분기점(Branch point) 에서는 각 발전소 손상군에 대해 보통 서로 다른 확률 값이 주

어진다. 분해 사건수목이 구성될 경우 각 분기점에서의 확률 값은 관련된 발전소 손상군의 정보

나 전문가 판단에 의해 구해지며, 전문가 판단을 위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중

대사고 현상분석 보고서 또는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의 분석결과 등이 사용된다.

3) 방사선원 방출군 분석

최종 단계에서는 방사선원 방출군(Source Term Category or Release Category) 을 정의하게

되며 방사선의 종류, 양, 방출시간, 방출기간, 위치, 또는 에너지 등에 따라서 특성 지워 진다. 격

납건물 사건수목 분석결과 수십 개 또는 100개 이상의 최종점(End Point)이 작성되게 되며 이는

방사선원을 상세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유사한 방사능 특성을 갖는 최종

점끼리 서로 묶어서 약 10-20 개 정도의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구별된다. 방사선원 방출군을 정

의하고 나면 각 방출군이 가지는 확률 값이나 방사능 특성에 따라 대표적인 사고경위를 선정하며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대표 사고경위에 대한 방사선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

반적인 Level-2 PSA 분석 절차이다.

방사선원 방출군 정의를 위해서는 군집화 변수를 선정한다. 즉,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사고결

말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및 격납건물 고유의 특성에 따라 선정된다. 방사선원 방출군 군집화

변수가 정의되면 이들 군집화변수를 정점사건으로 하여 논리도를 구성하며 논리도에서 각 최종

점들은 방사선원항 특성이 서로 다른 방출군을 의미한다. KALIMER-600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군집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심용융물 냉각

d. 격납건물 손상시점

e. 격납건물 손상 유형

f.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Level-1 PSA로부터 제공된 노심 손상 사고는 발전소 손상군과 격납건물 사건 수목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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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방출군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각 방출군의 발생 빈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할당

된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각 사고 경위의 발생 빈도를 더하면 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경위의 발생 빈도는 발전소 손상군 종결점의 빈도에 격납건물 사건수목 각각의 정점사상 조건 확

률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각 PDS 별 방사선원 방출군 각 확률은 PDS의 초기 조건과 CET의

현상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STC에 할당된다.

이러한 빈도의 합산 과정은 간단하긴 하지만 PDS와 CET에서 다루는 사고경위 모두에 대하

여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량

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발생 확률을 각 방사선원 방출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PDS와 CET에서 사용되는 규칙 개발과 유

사한 방법으로 할당 규칙을 개발한다. 이렇게 모든 사고 경위가 할당되고 나면, 그에 따라 발생

확률도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방사선원항 정량화가 수행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경위들은 방출군 군집화 논리도에 의하여 유사한 방사선원항 특성

을 갖는 사고경위로 분류되어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하나의 방출군에는 여러 종

류의 사고경위들이 존재한다. 이들 사고경위 중에서 방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경위를

선정하여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한다.

위와 같이 방사선원항 방출그룹의 대표 사고가 정해지면, 방출그룹별 방출 특성 평가를 위해

열수력 및 방사선원항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중대사고 현상 모의를 통한 결정론적 사고 해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발전소 모델링이 필요하며 코드입력으로 사용하기위한 핵분열생성물 초기

재고량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KALIMER-600 고유의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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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는 KALIMER 시스템의 ATWS 안전해석에 이용되는 코

드는 SSC-K[3-23] 코드로서, 루프형 액체금속로의 안전해석을 위한 SSC-L을 근간으로 풀형인

KALIMER-150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SSC-K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시스템

(KALIMER-150)의 안전해석에 적합한 코드로서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서 많은 계통의 변화를 갖

는 새로운 시스템(KALIMER-600)의 안전해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통이나 기기가 개념설계 중에 기존 시스템에 삽입될 경우, SSC-K는 새로운 물리적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곧 바로 코드에 삽입해서 안전해석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코드의

검증 문제를 수반한다.

SSC-K를 이용하여 다양한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많은 부분을 사용자가 이해

해서 해석 대상의 시스템을 적절히 모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SSC-K를 이용한 새로운 액체

금속로 계통의 안전해석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odalization이 자유롭고, 새로운 계통을 바로 모델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경수로의 안전해석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한 MARS[3-24], RELAP

[3-25], TRAC[3-26] 등과 같은 코드이다.

v 기본모델 개발 (’07)

-소듐 물성치 개발

-증기발생기 모델링

-잔열제거계통 모델링

-일차 및 중간계통
모듈개발

-동특성 모듈개발

MARS-LMR 개발

v 보호계통 및 반응도
궤환모델 개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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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MARS-LMR 개발 및 검증 현황

MARS 코드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RELAP과 COBRA-TF[3-27]를 수치해석적으로 결합

하여 개발한 코드로서, Data Management와 다차원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큰 개선이 있었으며,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온 시스템 안전해석용 코드이다. 그러나 이 코드를 액체금속로의 안전

해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MARS에서 이용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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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체 금속과 관련된 물성치 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액체 금속과 관련된 열전달 계수

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액체 금속 노심의 Wire-wrap 격자로 인한 유동 저항을 설명하

는 모델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외에 액체금속 특히, 소듐은 열전도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방정식에서는 제어체적간

의 열전도 항이 추가되어야 하고, 운동량 제어체적에서의 Donor Property에 대해 속도에 따라

Hybrid Scheme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을 수행해서 보다 적

절히 코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소듐 물성치 개발

MARS 코드는 현재까지 주로 수 냉각로를 기준으로 개발되어온 이상 유체 계통 해석 코드로

서, 물과 관련한 물성치는 매우 정확한 실험 자료를 기초로 ASME 증기표가 계속 개정되고 있다.

RELAP이 ASME ‘67년도 증기표를 사용하는 반면에 MARS는 개정된 ‘92년도 물성치[3-28]를

사용하도록 수정되었다. 물과 달리 액체 금속과 관련된 자료는 소수에 불과하다. SSC-K는 주로

G. H. Golden 등이 1967년도에 개발한 소듐 물성치를 이용하고 있다. MARS 코드를 위한 소듐

물성치는 1977년 David A. Young[3-29]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서 만들었다. 개발된 소

듐 물성치의 적용 범위는 온도 371 ～ 2100 K, 압력 1.0 Pa ～ 11.2 MPa이다.

1977년 David A. Young은 당시 증식로의 열수력 해석을 위해 다양한 액체 금속에 대한

Semi-empirical Soft-sphere 모델을 개발하여 상태 방정식에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부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액체 금속의 열역학적 특성을 400 MPa, 7000 K까지 기술할 수 있다.

Young의 상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Hoover[3-30]의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식 (3.3-7)과

같이 Pair Potential로 상호 작용하는 입자들에 대한 Monte Carlo 계산에 근거한다. 이를 이용하

여 식 (3.3-8)의Helmholz free energy 식이 유도된다.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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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위의 식들은 기본적으로 열적 물성치를 제공하지만, MARS 코드는 아래의 점성도, 전도도 등

의 Dynamic 물성치와 표면 장력은 상관식들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은 G. H. Golden 등이 개발

한 식들을 사용한다.

표면장력(Surface Tension)

   · (3.3-9)

식 (3.3-9)에서 표면 장력(σ)의 단위는 dyne/cm, 온도(T)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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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도(Viscosity)

Liquid

log


 · log (3.3-10)

점성도()의 단위는 poise, 온도(T)는 K이다.

Vapour

 ×· × ·  (3.3-11)

점성도()의 단위는 lbm/hr-ft, 온도(T)는 ℉이다.

전도도(Conductivity)

Liquid

 × · ×  ·  (3.3-12)

전도도(k)의 단위는 Btu/hr-ft-F, 온도(T)는 ℉이다.

Vapour

 ×  ×·×  ·  (3.3-13)

전도도(k)의 단위는 Btu/hr-ft-F, 온도(T)는 ℉이다.

아래 그림들에서 비교하는 바와 같이 MARS 코드에 이식되어 있는 물성치들은 참고 문헌

[3-31]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밀도의 경우, 900 K 이후 과대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참고문헌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엔탈피의 경우 전 영역에서 실험과

잘 일치한다. 압축율의 경우는 참고 문헌 값들과 차이를 보이지만, 이 값의 경우는 주로 수치 해

석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모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타 다른 물성치

들도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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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온도에 따른 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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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온도에 따른 점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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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온도에 따른 전도도 비교

나. 액체금속로 노심의 Wire-wrap 격자를 고려한 벽면 마찰 모델

MARS 코드의 벽 마찰 인자 모델로서 Darcy-Weisbach 마찰 인자는 난류 및 층류에 대한 상

관식으로부터 계산되며, 천이영역은 두 상관식으로부터 내삽하여 이용한다. 난류 마찰 인자는

Colebrook-White 상관식에 Zigrang-Sylvester가 공학적으로 근사시킨 모델[3-32]을 이용한다.

이 상관식들은 액체금속로의 일반 배관 및 벽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지만, 연료봉이

Wire-wrap으로 감겨있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 S. C. Cheng과 N. E. Todreas가 Wire-wrap이 감겨 있는 봉 다발에 대해 개발한 아

래의 마찰 인자 모델[3-33]을 적용했다. 위의 기본 모델에서 난류 유동에서 천이유동, 천이 유동

에서 층류 유동으로의 레이놀드 경계수는 각각 2200과 3000이지만, Wire-wrap이 감겨 있는 봉다

발에서 이들에 대한 레이놀드 수는 봉 다발의 Pitch와 봉의 직경 비의 함수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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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3.3-14)

log
 


 (3.3-15)

이 식에서 ReL,과 ReT 는 난류 유동에서 천이유동으로, 천이 유동에서 난류 유동으로 전환되

는 레이놀드 경계 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의 경계치 내에서 마찰인자는 각각 다음 식들과 같이

주어진다. 아래 식들에서 P, H, D는 각각 연료봉의 Pitch, Wire-wrap Lead, 연료봉 직경 등을

의미한다.

 

 for≤≤

      
×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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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  
(3.3-17)

  
   

  for  
log

log (3.3-18)

이 상관식의 적용범위는 1.025 ≤ P/D ≤ 1.42, 8.0 ≤ H/D ≤ 50.0이며, 마찰 계수 CfL과 CfT는

그림 3.3-25와 3.3-26에 나타내었다. P/D가 1.35 이상이면 CfL은 감소하므로 실제로 이들 식들의

적용 범위는 1.025 ≤ P/D ≤ 1.35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들을 MARS 코드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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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층류 유동에서 P/D와 H/D에 따른

마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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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난류 유동에서 P/D와 H/D에 따른 마찰

계수

다. 액체금속 열전달 모델

MARS 코드는 이상 유체에 대한 시스템 과도기를 해석하기 위해 이상 유체의 열 전달을 고려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들 모델들은 현재 증기발생기를 모델하는데에 그대로 이

용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액체금속로의 과도 상태에서 일차 및 중간 열전달 계통은 대부

분 단상 유체상태에서 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액체금속과 관련된 단상 열 전달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열전달 상관식이 대부분 Re, Pr 수들을 종속 변수로 유도했지만 액체금속로의 열전달

에는 이들 무차원 수들과 함께 가열봉 혹은 열전달 세관들의 P/D를 종속변수로 추가해야 한다.

액체금속 소듐을 유체로 갖는 열 구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관식들이 MARS코드에 추가

되어 Dittus-Boelter 상관식[3-34]을 대체한다. 층류 및 정체 유동에 대해 Subbotin 상관식이 적

용되었으며, 난류 유동에 대한 열전달 모의는 Rod Bundle 영역에 대해서 Modified Schad 상관식

이 적용되고, 열교환기의 튜브 영역은 Aoki 상관식, Shell 영역의 소듐에 대해서는 Graber Rieger

상관식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상관식은 SSC-K 코드에서 계통안전해석을 위해 이용된 모델들

로서 계통 모의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이식하였다.

층류 유동 영역(Subbotin Correlation)

× (3.3-19)

난류 유동 영역(Modified Schad Correlation)







 
 




· forrodbundle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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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Pr

  


fortubeinside (3.3-21)


 

 ·  forShellside (3.3-22)

그림 3.3-27과 3.3-28은 각각 P/D가 1.15, 1.3 일 경우의 실험 결과들과 위의 식들을 비교한 것

이다. 이들 실험 결과는 CRBRP의 집합체 해석을 위해 사용된 결과들로서, 3.3-28은 참고문헌

[3-35]의 페이지 453에 실려 있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것들은 자체적인 실

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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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P/D=1.3의 봉다발에서 액체금속에 대한 실험 및 열전달 상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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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P/D=1.15의 봉다발에서 액체금속에 대한 실험 및 열전달 상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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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RS-LMR 코드 검증

코드 개발에 있어서 코드의 검증은 코드의 오류, 코드의 과도기 해석으로의 적용성 등을 평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이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서 SSC-K 개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내

용을 검증할 실험의 부재였다. 이를 위해 본 단계의 연구에서는 미국 EBR-II(Experimental

Breeder Reactor-II)의 실험과 프랑스 Phenix 원자로의 실험 등을 이용해 MARS-LMR 코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로 열유체 모델들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나, 향후에는

코드의 반응도 모델 검증도 병행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1) EBR-II 유량상실사고 모의

EBR-II 발전소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U.S.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초기원자로 형을

개발할 때의 한가지 형태로서, 우라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알곤 국립 연구소

에서 개발했던 액체 금속 고속 증식로이다.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연소시킴으로써 우라

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변환시키고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원자로이며, 전체 우라늄 중에 1% 가량

의 우라늄 235만을 이용하는 경수로에 비해 이 원자로는 거의 100 %의 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원자로형으로서 각광을 받고 건설되었다. EBR-II의 건설은 Closed Energy Supply

system(폐 에너지공급체계), 즉 동력로와 핵연료 주기 시스템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증이다. 위

의 검증에는 몇 가지의 선행요건이 있는데, 폐 에너지 공급체계 내에 존재하는 핵연료의 재고량,

악티타이드 계열의 고 방사성 물질들의 수용, 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과 장기적 전력 생산을 위한 고속 증식로의 기술 개발을 위해 EBR-II가 건설되어 운영되었다.

고속로는 고속 중성자의 분열 및 흡수 단면적이 열 중성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

형과는 다르게 핵연료 배열은 아주 조밀하게 위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농축도를

높여야 임계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 구조물 및 냉각재 등도 중성자 흡수가 적은 재료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의 요건에 부합해서 액체 금속이 냉각재로 이용되었으며, 액체금속의 높은

비등점으로 인해 대기압 조건에서 액체금속로의 운전이 가능하며, 경수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냉각재 상실사고는 액체금속로에서 거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적용

하여 EBR-II가 건설되었으며,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

가 되고 있는 핵확산 저항성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

EBR-II는 22년간 성공적으로 전기 생산 및 다양한 실험을 하고 해체되었다. EBR-II의

Pool-type으로 62.5 MW의 열 출력을 발생하는 고속 증식로이다. 1985년 해체 직전 고속 증식로

의 고유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발전소는 액체금속 소듐을 냉각

재로 이용하는 일차계통과 중간계통, 물을 이용하는 3차 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3.3-29는 일차계통을 개략적으로 보이고 있다.

두 대의 일차냉각재 펌프는 Primary Pool에서 485 kg/s 유량을 흡입하여 원자로 바로 아래 두

개의 고압 하부 공동과 저압 하부 공동으로 배관을 통해 소듐을 배출한다. 이 냉각재는 원자로를

지나 원자로 출구 공동에서 473 ℃의 온도가 된다. 출구 공동에서 한 개의 출구 배관을 통해 중간

열 교환기에 도착한다. 중간 열 교환기에서 전열관을 통해 중간 계통의 소듐으로 열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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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Primary Pool로 되돌아 온다.

원자로는 육각 집합체들로 구성되는데, 육각 집합체는 마주 보는 판 사이가 5.817 cm이다. 노

심은 Row 7까지 Driver fuel 집합체가 채워져 있고, Row 7에서 Row 10 까지는 Reflector, 나머

지 Row 14까지는 Blanket fuel 집합체로 구성된다. Driver fuel 영역에는 두 개의 Safety rod가

Row 3에, 12 개의 Control rod가 Row 5에 장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8 개의 Control rod만 장

착된다. 다른 4 개의 위치에는 계측 장치가 있는 집합체가 삽입된다. 핵연료의 직경은 0.3302 cm

이고, 0.442 cm 직경의 316 스테인리스로 피복되어 있다. 핵연료 핀과 피복재 사이에는 소듐으로

접합되어 있다. 각각의 핵연료봉은 0.1245 cm 직경을 갖는 Wire spacer로 감겨있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91 개의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Control rod와 Safety Rod에는 61 개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 계통은 한 개의 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315 kg/s 의 소듐이 전자 펌프에 의해 순환

된다.

중간 계통의 열은 7 개의 증기 발생기와 2개의 과열기를 통해 3차 계통인 증기 계통으로 전달

되며, 이들의 열 전달 관은 2중벽 관들로 설계되어 있다. 증기는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한

다. 62.5 MW의 열출력에서 32 kg/s, 438 ℃의 과열 증기가 8.7 MPa 의 압력으로 터빈에 분사된

다.

그림 3.3-29 EBR-II 발전소의 일차 계통 개략도

그림 3.3-30은 EBR-II 발전소에 대한 MARS-LMR 코드의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컴포넌

트 300은 일차 계통 탱크를 모델한 것이다. 6개의 Volume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에서 두 번째

Volume의 입구(하단부)에서 펌프와 연결되고, 세 번째 Volume의 입구가 중간 열 교환기 출구와

연결된다. 컴포넌트 305와 335는 펌프를 나타내며, 모델했으며, 12인치 파이프 310, 330으로 각각



- 6-111 -

소듐을 방출한다. 이들 파이프 모델들은 고압 하부 공동(370)으로 연결되며, 파이프 중간 부분에

서 4인치 배관 320, 350으로 연결된다. 밸브 325와 355에서 상당한 압력 강하가 일어나고, 약 16%

의 유량이 배관 모델 330, 360을 거쳐 저압 하부 공동(380)으로 유입된다

노심은 5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컴포넌트 430은 계측 집합체인 XX09를 나타내고, 400은

Driver fuel 집합체들을 모두 모의한 것이다. 컴포넌트 410은 Inner blanket들을 의미하며, 420은

Control rod와 Safety rod들을 모델한 것이다. 이들 컴포넌트들로는 모두 고압 하부 공동(370)으

로부터 소듐이 유입되어 450 출구 공동으로 유출된다. Outer blanket과 Reflector 집합체들은 컴

포넌트 390으로 모델했으며, 이 컴포넌트로는 저압하부 공동(380)에서 소듐이 유입된다. 노심에

서 가열된 소듐은 출구 공동(450)으로부터 출구 배관 컴포넌트 460을 거쳐 중간 열 교환기 컴포

넌트 520으로 유입된다. 중간 열교환기에서 열을 중간 계통의 소듐으로 전달한 후 다시 일차 계

통 탱크로 배출된다.

중간 열 교환기의 입구의 배관과 공동은 770 파이프와 775 Branch 컴포넌트로 모델했다. 컴포

넌트 775의 소듐은 전열관을 모델한 780 컴포넌트를 지나면서 가열된다. 고온의 소듐은 배관을

모델한 600 ~ 640 까지의 파이프 컴포넌트를 지나 과열기 컴포넌트 650으로 유입된다. 650 컴포

넌트에서 중간 계통 소듐은 증기발생기 컴포넌트 690에서 생성된 증기를 과열시킨다. 증기발생기

690 컴포넌트를 나온 소듐은 배관을 통해 Surge Tank를 모델한 730 컴포넌트를 경유해서 745 전

자 펌프 모델로 유입된다. 전자 펌프는 다시 저온의 소듐을 중간 열 교환기로 유입시킨다.

3차 계통의 물은 증기발생기를 모델한 810 컴포넌트에서 비등해서 830 Separator를 거쳐 순수

증기만이 과열기 컴포넌트 860으로 유입된다.

그림 3.3-30 EBR-II 발전소에 대한MARS-LMR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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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T 실험들은 원자로 정지 후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붕괴열의 피동 제거를 입증하고,

강제 순환 상실 후의 원자로의 자연적인 정지를 증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대개 유량 상

실사고와 열제거원 상실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3 개의 SHRT 실험을 MARS-LMR 코드

의 액체 금속 관련 Feature들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하였다. SHRT-17 실험은 원자로 정지

(Reactor Scram)와 동시에 유량이 상실되는 사고로서, 실험 목적은 일차 냉각재 펌프가 전원 상

실로 인해 냉각재의 강제 순환에서 자연순환으로의 천이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험 자료를 제

공하고, 자연순환으로 충분히 노심 붕괴열이 제거됨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 실험은 일차 냉각재

펌프들과 원자로를 정격 출력 및 유량에서 동시에 정지시키면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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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일차 냉각재 펌프들의 Coas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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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노심 출력 곡선

SHRT-39와 45 실험들은 Reactor Scram이 일어나지 않고 유량 상실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이

다. SHRT-39 실험의 초기 조건은 100 % 출력과 100% 유량, 일차 계통 탱크의 초기 온도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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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두 개의 일차계통 펌프들의 Coastdown은 능동적으로 제어하므로써 의도적으로

Coastdown 시간을 300초까지 증가시켰다. 반면 SHRT-45 실험은 100 % 출력과 100% 유량, 일

차 계통 탱크의 초기 온도 334 ℃에서 수행되었다. 일차 냉각재 펌프들의 Coastdown 은 피동적

으로 제어되어 Coastdown 시간이 100초 정도였다. 사고 후 원자로 출력은 원자로에서의 온도 증

가로 인해 부 반응도가 궤환되면서 감소했다. 결과적인 3 실험들의 펌프 Coastdown 곡선과 원자

로 출력을 그림 3.3-31과 3.3-32에 도시하였으며, 실험 초기 조건들은 표 3.3-8에 나타내었다.

이들 펌프 Coastdown 곡선과 원자로 출력 등은 MARS-LMR 코드를 이용한 SHRT 실험들의

모의를 위해 과도기 입력으로 이용된다. 원자로 출력은 계측된 핵분열 출력과 계산한 붕괴열을

합한 값이다. 붕괴열은 경수로의 ANSI 표준에 액체금속로 핵연료의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계

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액체금속로의 붕괴열은 경수로에서 계산한 값들과 거의 유사하다. 일차 냉

각재 펌프들의 측정된 속도도 MARS-LMR 코드의 입력으로 기입되었다. 각각의 실험에서 두 펌

프들의 속도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펌프들의 내재적인 차이로 인해 최종 정지 시간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Parameter
Design

Value

SHRT-

17

SHRT-

39

SHRT-

45
Core Power, MWt

Reactor Type

No. of IHTS loops

Active Core Height, mm

Blanket Length, mm

No. of subassemblies

Subassembly Pitch, mm

Fuel/Blanket Pins per

Assembly

Reactor Core I/O Temp., K

Total PHTS Flow Rate,

kg/s

Primary Pump Type

Number of Primary Pumps

IHX I/O Temp., K

IHTS Flow Rate, kg/s

Steam Flow Rate, kg/s

Steam Temperature., K

Steam Pressure, MPa

62.5

Pool

1

360.68

914.4

637

58.928

91/19

644.3/745.9

485.0

Mechanical

2

582.03/736.5

303.3

32.0

720.0

8.72

60.5

-

-

-

-

-

-

-

644.3/74

2

482.2*

-

-

581/735

*

303.3

31.6*

708.0*

8.72

59.5

-

-

-

-

-

-

-

625/720

484.8*

-

-

567/714

*

320.4

30.6*

696.0*

6.98

59.73

618.4/71

8

485.6*

-

-

558/707

*

315.8

29.2*

689.6*

6.05

표 3.3-8 EBR-II 발전소의 설계 변수와 실험 초기 조건

* MARS-LMR calc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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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T-17 실험에서 XX09 계측 집합체의 상단 부근의 과도기 온도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실험

과 비교하여 그림 3.3-33에 나타내었다. 0초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후 출력은 바로 급격히 감소

한다. 이로 인해 냉각재 온도도 따라서 감소하고, 동시에 펌프는 Coastdown하면서 정지하게 된

다. 펌프가 Coastdown 하면서 냉각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다가 자연순환이 시작되면서 냉각재

의 유량도 소량 증가하고 온도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실험과 계산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함을 보이

고 있다. 펌프의 Coastdown 후 자연순환시의 온도 거동도 실험과 잘 일치하지만, 계산 결과가 약

간 높다. 이것은 XX09 집합체와 이웃한 집합체들 사이의 Duct wall 을 통한 열전달을 모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온도 거동에 대해서는 실험 자료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4는 SHRT-17 실험에서 XX09 집합체내로 흐르는 유량 거동을 나타낸다. 과도기 초

기에, MARS-LMR 코드로 계산된 유량은 펌프가 완전히 정지하는 50.5초까지 실험자료와 잘 일

치한다. 펌프가 정지한 후, 실험보다 조금 빠르게 자연순환을 위한 압력분포가 이루어지지만, 자

연순환 거동도 매우 낮은 유량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료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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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SHRT-17 실험에서의 XX09 집합체 상단 냉각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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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SHRT-17 실험에서의 XX09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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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T-17 실험과 SHRT-39, 45 실험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원자로 정지(Reactor

Scram)의 발생여부이다. SHRT-17 실험에서 과도기가 시작된 후에 노심의 출력은 원자로 정지

로 인해 붕괴열에 따라 감소된다. 그러나 SHRT-39와 45에서는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노심 반응도 궤환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그림 3.3-31과 3.3-32에 보인 바와 같이, 노심 출력

거동은 펌프 Coastdown 곡선에 따라 감소된다. 펌프의 Coastdown이 끝나는 시점까지 즉

SHRT-39의 경우 350초, SHRT-45의 경우 100초까지 유량은 펌프의 속도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그림 3.3-35에 보이고 있다. 일차 계통의 저온측과 고온측 사이의 밀도 차이로 인한 자연

대류 유량은 정격 유량의 약 3% 정도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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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SHRT-39와 45에서의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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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SHRT-39와 45에서 XX09 집합체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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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SHRT-39와 45에서 Driver fuel 영역의 출구 냉각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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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SHRT-39와 45에서 중간 열교환기의 출구측 온도 거동

그림 3.3-36에 보인 바와 같이, XX09 집합체 상단부 냉각재의 최고 온도는 SHRT-39 실험에

서 592.4 ℃, SHRT-45 실험에서 688.5 ℃로 측정되었다. MARS-LMR 코드를 이용한 모의에서

는 각각 608.5 ℃, 691.8 ℃로 계산되었다. 두 실험을 비교하면 과도기 최고 온도는 펌프

Coastdown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거동 또한 MARS-LMR 코

드가 매우 잘 모사함을 보인다. 이들에 대한 모의로 MARS-LMR 코드는 출력 감소 중의 주요 열

수력 현상과 이와 관련한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제거 능력을 매우 잘 모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37는 Driver 핵연료 영역의 출구 온도에 대해 실험과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MARS-LMR 코드는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점근 온도를 다소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그림 3.3-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간 계통으로의 과도한 열제거가 일차계통의 지나친 온도 감

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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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enix End-Of-Life Test 자연순환 모의

Phenix 원자로는 1973년에 가동을 시작한 소듐냉각고속로 (SFR)의 원형로로서 약 35년간의

성공적인 운전 후 2009년 2월에 수명을 종료하였다. 수명 종료 시점 약 2년 전부터 프랑스 CEA

는 SFR 설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수명 종료 시험 (End-of-Life

test)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KAERI는 이 시험 자료를 이

용하여 SFR 계통해석에 사용되는 해석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Phenix 수명 종료 시험

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제4세대 (Gen IV) 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양

기관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08년 초부터 수행된 Phenix 수명 종료 시험 관련 연구는 Phenix 설계

및 운전 자료를 토대로 한 사전 계산, 수명 종료 시험 수행을 통한 데이터 생산, 그리고 최종 해

석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0년 1월 현재까지 사전 계산은 완료 되었고, 수명 종료 시험

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향후 최종 해석을 수행할 것이다.

여러 번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CEA는 KAERI에서 수행할 사전 계산에 필요한 Phenix 설계

및 운전 자료를 제공하였다. 각 계통과 부품의 제원, 물성치, 노심 설계, 운전 조건 등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그림 3.3-39는 Phenix 원자로의 일차열전달계통과 중간열교환기 (IHX)의 개

략도이다.

원래 정격 열출력 565 MW, 전기 출력 255 MWe의 PHENIX는 3개의 일차 펌프와 6개의 중간

열교환기 (IHX)가 3개의 루프로 구성된다. 하지만 1989년과 1990년 발생한 3차례의 원자로 정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1993년까지 보수 기간을 거친 후 두 개의 이차측 루프만 이용하여 정격 출

력의 약 2/3인 350 MWth로 운전해 왔다. 이 후 3개의 일차 펌프는 약 540 rpm으로 운전 중이며

전체 일차 유량은 약 1840 kg/s이다. 이차측은 2개의 펌프가 운전 중이며 이와 연결된 4개의 IHX

가 일차측의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고 있다. 동작하지 않는 하나의 이차 루프에는 소듐이 채

워져 있으며, 연결된 두 개의 IHX는 저온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 원통형 장치인 DOTE로 대

치되어 있다.

그림 3.3-39 Phenix 원자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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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Phenix 시험전 예비 해석에 사용된 노드 체계

MARS-LMR 이용한 시험전 해석에서는 이차측과 3차측을 간략화하여 경계조건으로 모의하

였다. 즉, 각각의 중간열교환기로 공급되는 유량과 온도 데이터를 시간별로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노심을 구성하는 981개의 집합체는 7개의 유로로 구분하여 모델하였고, 열전달이 일어나는 4개의

중간열교환기는 독립적으로 모델하였다. 고온풀과 저온풀은 일차원으로 모델하였고, vessel

cooling system의 유로를 간략화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3-40은 시험전 예비 해석에 사용된 노

드를 보여주고 있다. PHENIX 풀의 전체 높이는 약 12m이며, 내부 직경은 11.82m이다. 핵연료의

출력 영역은 5개의 길이방향 노드로 구분되었으며, blanket 집합체는 7개의 노드로 구성하였다.

수명 종료 시험의 열유체 시험 중 비대칭 시험은 350 MW의 출력에서 시작되며, 자연순환 시

험은 120 MW의 출력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두 조건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350 MW 조건에 대한 계산은 주어진 운전 조건을 입력으로 하여 얻어졌으며, 120 MW에 대한

조건은 출력과 일차 유량, 그리고 이차 유량을 감소시켜 얻어졌다. 표 3.3-9는 두 조건에 대한 정

상상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발전소 변수들은 설계치와 비교해서 측정 오차 내

에서 만족되었으나, 이차측 IHX 출구 온도는 350 MW의 경우 약 5K, 그리고 120 MW의 경우 약

8K 정도의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이 편차는 설계에 사용된 코드와 MARS-LMR 코드의 IHX

이차측의 열전달 상관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순환 시험은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율의 감소로 인해 시작된다. 이로 인해 IHX 이차

측 입구 온도가 증가하며, 원자로 정지와 이차 펌프의 정지가 발생한다. 또한 3개의 일차계통 펌

프는 정지 운전을 하게 된다. MARS-LMR을 이용한 모의 계산은 IHX로 공급되는 이차측 소듐

의 온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증기발생기의 Dryout 조건을 모의한다. MARS-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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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parameter

P = 350 MWth P = 120 MWth

Design
MARS-L

MR
Design

MARS-L

MR

Core Inlet Temp., K 653.15 654.56 638.15 640.98

Core Outlet Temp.,

K
803.15 804.34 713.15 714.57

Core flow rate, kg/s 1840 1836.9 1280 1281.6

1st IHX In Temp., K 803.15 803.72 713.15 714.56

1st IHX Out Temp.,

K
653.15 654.33 638.15 640.89

2nd IHX In Temp., K 593.15 593.17 588.15 588.17

2nd IHX Out Temp.,

K
798.15 792.68 705.15 713.38

2nd flow rate, kg/s 1380 1380 760 760

Hot pool level, m 10.145 10.119 - 10.007

Cold pool level, m 9.215 9.258 - 9.587

표 3.3-9 Phenix 정상상태 모의 결과

해석 결과는 초기에 급격하게 감소한 일차측 유량은 자연순환의 형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복되

며, 노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을 성공적으로 제거함을 볼 수 있다. 원자로 정지 이전

IHX 이차측 온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심 입구온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림

3.3-41과 같이 노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이후 노심 유량 감소

로 인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대칭 시험은 이차측 루프 1과 3 사이에서 열 제거율이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행되었

다. 이 과도상태는 루프 1의 이차 펌프의 정지로 시작되며, 제어봉의 급속 삽입 운전으로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루프 3의 또 다른 이차 펌프의 속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어되며, 출력이

약 50 MW 근처일 때 원자로는 정지된다. 이 과도 상태의 모의를 위해 이차측의 온도 변화와 유

량 변화를 경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비대칭 시험에 대한 사전해석 결과 초기 고속 제어봉 삽

입 운전과 원자로 정지로 출력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일차계통 유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된다. 그리고 두개의 IHX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제거량의 차이를 확연히 보인다. 또한 노심 입구

와 출구 영역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약 100초경부터 입구 영역의 온도가 출구 영역의 온

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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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자연 순환 시 예상된 노심 출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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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비대칭 시험 시 IHX 일차 출구 온도

비대칭 시험에 대한 IHX 일차측 출구 온도를 그림 3.3-42에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보다

정밀한 3차원 계산을 수행할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3차

원 해석 결과는 노심 출구와 IHX 입구 영역은 일차원으로 모의된 예비 결과이다. 비교된 DYN2B

코드 해석 결과는 CEA에서 수행한 것으로 이 코드는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고온풀 모델링을 최

적화한 것이다. 일차원 모델링의 경우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온도 변화의 원인은 노심 출구 온도

의 급격한 변화가 상부의 고온풀로 전달되는 시간이 비현실적을 크게 계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로 인해 중간열교환기로 전해지는 소듐의 온도 또한 크게 되며, 일차계통 펌프로 유입되는

소듐 온도도 실제보다 높게 되어 노심 입구 온도가 비현실적으로 노심 출구 온도보다 높게 나타

나게 된다. 사전해석 수행 결과 MARS-LMR 코드는 풀형 소듐냉각고속로의 장기적인 과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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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모델들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단기적인 풀 거동을 모의

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형 또는 적절할 일차원 모델링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시험에서 비대칭 시험은 하나의 이차측 펌프의 정지로 시험이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펌

프의 속도가 감소되었다. 약 45.2초 후에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이후 노심과 IHX의 온도가 약

50K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저온풀의 하부와 중간 영역의 온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몇몇 구간에서는 온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주 시험은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후

운전 지침에 따라 이차측 펌프의 속도와 일차 펌프의 속도를 제어하는 운전이 진행되었다. 비대

칭 시험에서 측정된 주요 발전소 변수및 저온풀 온도는 그림 3.3-43, 44와 같다.

그림 3.3-43 비대칭 시험 동안 측정된 발전소 주요 변수

그림 3.3-44 비대칭 시험 동안 측정된 저온풀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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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 시험을 위한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 6월 22일 오후 3시 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350

MW에서 120MW로 감소시키는 운전을 시작하여 5시 30분 경 120 MW 출력에 도달하였다. 출력

감소에 맞추어 이차계통 펌프의 속도도 약 4시 15분 부터 초기값 700 rpm으로부터 감소시켜 6시

30분 경 목표값인 390 rpm에 도달하였다. 일차계통 펌프의 속도 또한 약 6시 부터 540 rpm으로

부터 감소시켜 6시 30분 경 목표값인 350 rpm에 도달하였다. 7시 15분 경 주급수 유량을 감소시

킴으로써 주 시험이 시작되어 약 2분 후인 7시 17분 경 증기발생기 급수가 고갈되었다. 이후 원

자로 출력은 온도궤환 효과에 의해 감소하고, 노심 출구 온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약

5분후 원자로는 정지되었다. 시험 시작 후 약 3시 간 후에 증기발생기의 공기 유입구를 열어 이

후 4시 간 동안 더 높은 냉각율을 유지하였다. 이 후 진행된 자연 순환 시험의 또 다른 주요 목적

은 공기 냉각 유로 내의 자연순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었는데, 코드 검증과 직접적인 관계

는 없는 과정이었다. 그림 3.3-45는 자연순환 시험의 절차를 요약하고 있고, 그림 3.3-46은 주요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3-45 자연순환 시험 주요 절차

그림 3.3-46 자연순환 시험 동안 측정된 주요

발전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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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CDA 초기단계 분석모델 개발

가. 개요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 시, 원자로 물리 및 열수력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과출력 사고(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심 붕

괴(core disassembly)기 시작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 까

지의 현상이 다루어 진다. MELT-III 계산은 정상 상태 모듈(STEADY), 과도 상태 모듈

(TRANSIENT) 및 핵연료 용융․재배치(relocation)등의 독자적인 세 모듈에 의한 계산이 순차적

으로 행해진다[3-36].

액체금속로 과도 상태 해석 및 노심 용융 현상 해석 코드인 MELT-III/TRANSIENT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용기 내 열수력 모델

- point kinetics 모델 및 반응도 궤환 모델

- 핵연료 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 모델

- 유로내 융융연료 거동 모델

- 용융 연료-냉각재 반응 모델

전 단계에서는 산화연료 노심 해석용으로 개발된 MELT-III 코드를 금속연료 노심인

KALIMER-600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상상태 핵연료 성능해석 모델 SIEX-II 수정, 대체되었고

금속연료의 고온 물성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도플러 반응도 및 소듐 반응도 모델이 수정된 바

있다.

금속 핵연료에서 핵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연료봉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은 이로 인한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중대사고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핵연료봉에서 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연료봉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을 2가지 경우에 대해 모사하고 이에 따른 반응도궤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용융연

료가 핵연료 파손 전에 핵연료 상부 기체 플레넘으로 분출되는 경우와, 핵연료 파손과 함께 냉각

유로로 분출되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Core catcher 냉각 능력 평가를 위하여 용융물 debris bed 에서의 dryout 열속 모델을 개발하

고 KALIMER-600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나. 용융연료 이동 모델 개발 및 평가

1) 용융연료 이동 현상

ULOF나 UTOP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핵연료봉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냉각재에 의해 제

거되는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핵연료봉이 가열된다. 사고가 악화되면 핵연료봉 내부는 용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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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고 용융 연료와 핵분열가스의 혼합물로 채워진 캐비티(cavity)가 형성된다. 이 캐비티

는 용융이 계속 됨에 따라 그 크기가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계속 증가한다.

캐비티 내의 핵연료-가스 혼합물은 핵분열가스에 의해 가압되고 국부적인 압력구배의 영향을

받아서 핵연료 내부에서 이동하게 된다. 핵연료봉 내부에서 캐비티 경계가 계속 용융되면 핵연료

봉과 냉각재 유로의 상태에 따라 다음 두 형태의 용융핵연료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a) 캐비티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캐비티가 핵연료봉의 상부까지 확장되는 경우: 캐비티의

가압된 용융물이 낮은 압력의 가스 플레넘으로 분출되어 핵연료가 급격히 재배치된다.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핵연료 밀도가 감소되면 음의 반응도가 궤환되어 노심출력을 떨어뜨리거

나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b) 캐비티의 반경방향 팽창과 피복관의 용융으로 인해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 캐비

티는 파손부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의 냉각재유로와 연결되면 용융핵연료는 파손부위

쪽으로 급격히 가속 이동한다.

그림 3.3-47은 위의 두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핵연료봉 내부에서 용융핵연료의 재배치는

파손 위치와 축 방향 파손 전파속도에 따라 노심에 미치는 반응도 궤환 영향은 양 또는 음이 될

수 있다. 냉각재 유로로 분출된 용융핵연료는 냉각재 유로 내에서 분산되면서 음의 반응도를 궤

환시킨다.

Voided Coolant 
Channel

Gas
Plenum

Cladding

Cavity Containing 
Molten Fuel and 

Fission Gas

Onset of In-Pin Fuel
Motion Due to 
Cladding Failure

Onset pf In-Pin Fuel 
Motion Due to Cladding 
Failure Reaching the Top 
of the Fuel Pin

Gas
Plenum

그림 3.3-47 핵연료핀 내부의 캐비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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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화물 핵연료의 TOP 반응도 특성은 핵연료 재배치 보다 피복관 파손이 먼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금속핵연료는 높은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캐비티가 핀의

상부 쪽에서 형성되어 핵연료 재배치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속 핵연료에서 핵

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은 사고가 전 노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융핵연료와 핵분열 가스로 구성된 캐비티의 크기가 증가하면 캐

비티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고온과 고압 영역에서부터 저압 영역으로 대류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

가 발생한다.

그러나 캐비티 내부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로 인

해 나타나는 음의 반응도궤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금속핵연료와 산화물핵연료에 대한 예

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크기를 가진 캐비티 내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최대 출력과 에너

지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용융연료 이동모델 평가

가) Null Transient 분석

MELT-III 코드의 용융연료 이동모델 평가를 위해서 우선 KALIMER-600에 대한 null

transient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원자로계통의 냉각재 유속, 압력 및 온도 분포가 정상

상태 값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정상상태 시, 원자로 냉각계통의 압력 강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RESUR + HEADcold - DP·W2 - HEADhot - DELP = 0 (3.3-23)

여기서 PRESUR 는 펌프 수두, HEADcold , HEADhot 는 각각 1차 측과 원자로 측의 수두이

며, DELP와 DP·W2 은 각각 원자로용기와 1차측의 마찰압력 손실이다. W는 냉각 유량을 나타낸

다. 위 식에서 유량과 펌프 수두, HEADcold , HEADhot 는 설계 값으로 고정시키고 원자로 측과

1차 측에서의 마찰손실을 변화하여 최적 값을 모색하였다. 원자로 측의 마찰손실은 핵연료집합체

orifice 에서의 압력강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1차 측의 마찰 손실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원자로 측의 마찰 손실(DELP)이 2.5 x 105 N/m2 이고, 1차 측 마찰손실 계수(DP)

가 3.6 x 10-8 /g.cm3 일 때에 냉각재 유속, 압력 및 온도 분포가 정상 상태 값에 수렴하였다.

그림 3.3-48은 null transient 계산에 의한 내부 구동핵연료의 핵연료 집합체의 축방향의 온도 분

포( 즉 핵연료 중심 온도, 핵연료 외경 온도 및 피복재 중심 온도)와 냉각재의 온도분포를 보여

준다.

과도해석 계산에서는 원자로 하부 플레넘 압력 계산을 위해 1차 측에서의 압력 강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bk+1 = Pek+1 - DP·(Wk)2 + HEADcold + PRESUR - (SLOA)·(Wk -Wk-1)/ Δt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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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Pb , Pe 는 하부플레넘과 채널 출구에서의 압력이고, SLOA는 1차 측의 유로 길이를

유로 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Δt 는 시간 간격, k 는 시간 지표이다. SLOA 는 핵연료 파손 시,

1차 측 냉각 유로에서의 일시적인 냉각재 가속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rial

and error 에 의해 SLOA 값을 0.01406 cm-1 을 입력 값으로 결정하였다.

나)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거동 분석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KALIMER-600 과도해석을 위한 열수력 초기 조건을 결정한 후, 반응

도 삽입율이 0.5 $/s 인 UTOP(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사고 시, 핵연료 파손에 의해

용융연료가 냉각 유로로 분출되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핵연료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을 분석

하였다. 또한 용융연료가 연료봉 상단 gas plenum 으로 분출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림 3.3-49는 0.5 $/s UTOP 사고 시, 핵연료봉 파손 시점까지의 도플러 효과, 소듐밀도, 및

핵연료봉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한 노심 반응도 변화를 보여준다. 핵연료와 냉각재의 온도 상승

과 함께 소듐 반응도는 + 방향으로 증가하고 도플러 및 팽창 반응도는 - 방향으로 증가하여, 피

복재 파손 시의 총 반응도는 88 cent 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재 내경 온도가 1,350

K에 도달했을 때 핵연료봉이 파손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이 온도에서 핵연료-피복재간 공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3.3-50은 과도 사고 시, 원자로 출력 및 에너지 발생량을 보여준다. 출력은 정상상태 값

인 1,523 MW에서 핵연료 파손 시점에 57,800 MW 까지 40 배 정도 증가하며, 에너지 발생량은

약 2,000 MJ 에 이른다. 한편, 그림 3.3-50에서 보듯이, 핵연료 용융은 사고 후 1.9 초경에 발생하

였으며, 이 후 핵연료 용융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핵연료 파손 시점인 2.15초에는 70 % 에

이르게 된다.

그림 3.3-51은 핵연료 용융이 시작되는 시점인 1.90 초와 피복재 파손 시점인 2.15 초에서의

핵연료 축방향의 온도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 3.3-51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후 1.9 초 경, 핵연

료 상단부 (60-70 cm 높이)에서 핵연료 중심 온도가 용융점인 1,400 K에 도달하였다. 한편 핵연

료 파손 시점에는 핵연료 상단부(70-80 cm 높이)에서 피복재 온도가 파손 기준 온도인 1,350 K

에 도달하였다.

한편, 핵연료 용융이 핵연료봉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면 피복재 파손 전에 용융핵연료가

핵연료핀 상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스 플레넘으로 분출되는 용융핵연료에 의해

핵연료 재배치가 상당히 큰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용융핵연료가 가스 플레넘 영역으로 분출

되면 핵연료 영역이 확장되므로 그로 인해 음의 반응도 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도

궤환효과는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보다 반응도 궤환 효과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재배치로 인한 반응도 궤환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 피복재 파손

전에 핵연료 상단 온도가 용융점에 도달하게 되면 용융연료가 기체 플레넘으로 분출된다고 가정

하였다. 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에는 핵연료 팽윤(swelling), 핵연료 축방향 팽창, 핵연료-피복관

상호작용, 핵분열 가스의 생성과 방출, 그리고 용융물 공동(molten cavity)의 가압과 같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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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수반된다. 일반적으로 산화물핵연료는 고온영역인 핵연료 중심부에 캐비티가 생성되지만

금속핵연료에서는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기공확산(porosity

migration), 핀 내부 캐비티 형성, 입자성장(grain growth), 핵분열가스 방출, 핵연료와 피복관의

팽윤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도기간은 수 초 또는 수 분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이므로 이들

중 오직 핵연료팽윤에 의한 핵분열가스 생성만을 과도기간 계산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MELT-III 코드내에서의 과도상태시 핵분열 기체 생성물 방출 및 연료 용융과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용융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료봉에서 용융된 총 부피;

TOTMET =∑ VMUSH (IAXIAL) - VVOID (3.3-25)

부피 변화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용융된 부피;

VLIQ = ∑ VMELT (IAXIAL) / 13.5 (3.3-26)

여기서

VMUSH : 축방향 노드 IAXIAL에서의 연료 중심부 보이드 넓이

VVOID : 전체 연료봉내에서의 보이드 넓이

VMELT (IAXIAL) : 축방향 노드 IAXIAL에서 용융된 연료 무게

연료 중심부의 보이드로 방출되는 기체 부피;

VGAS = V * (POROS + CCPERC ) * TMELTL/293 * 1.013 * 106 (3.3-27)

여기서

V : 축방향 노드에서의 용융된 연료 부피

POROS : 노드에서의 연료 기공률

CCPERC : 연료내에서의 핵분열 기체 부피

TMELTL : 연료 고상 온도

이와 같은 산화물 연료와 관계된 일련의 관계식을 금속 연료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축방향

노드 IAXIAL에서의 연료 중심부 보이드 넓이인 VMUSH를 0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변수인 VVOID도 무시하였다.

그림 3.3-52 , 3.3-53은 0.5 $/s 반응도 삽입으로 야기된 UTOP 사고 시, 용융연료의 재배치로

인한 반응도 변화와 축방향 온도 분포를 보여 준다. 사고 2.05 초 후에 핵연료의 최상단 온도가

핵연료 용융 온도인 1,400 K에 도달하게 되어 용융 연료는 기체 플레넘으로 분출하게 되고 노심

반응도는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때의 피복재 온도는 파손 온도보다 낮아, 핵연료봉의 파

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냉각재 유로로의 용융연료 분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

사고는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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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KALIMER-600 Null Transient 시 핵연료 및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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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KALIMER-600에서의 0.5 $/s-UTOP 사고 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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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생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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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KALIMER-600의 0.5$/s-UTOP사고시(1.90초)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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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bris bed 냉각모델 개발

(1) Debris bed 단상 및 2상 유동 냉각모델 개발

UTOP이나 ULOF같은 ATWS가 초기사고이후 중대사고로 전개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과도 열전달 및 유체 동력학, 냉각재 비등, 핵연료 및 피복관의 용융 및 재배치

등의 많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소듐냉각고속로의 고

유안전성과 설계특성으로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일지라도 노심손상사고(core disruptive

accidents)에 대한 해석은 전체 위험도(risk)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HCDA(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사고 후, 노심 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

에서 장기적으로 냉각 유지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심손상사고후 열제거

(post-accident heat removal: PAHR) 능력 평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냉

각 능력을 갖을 수 있는 원자로 하부구조의 설계가 병행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 사고시 core catcher 상부에 집적되는 노심 파편입자층(Particulate

Debris bed)의 냉각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3-54는 노심파

편입자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현상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54 파편입자층의 단계별 냉각 특성

노심손상 사고(core disruptive accidents)시 핵연료와 노심 용융물은 노심하부로 흘러내리면

서 상대적인 저온의 냉각재와 접촉하여 급속히 냉각되면서 파편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파편화된 입자들은 노심하부 유로를 폐쇄시키거나 Core catcher와 같은 노심하부 구조물에

쌓이게 된다.

노심 파편입자층은 불규칙한 모양의 파편 입자들이 집적되었기 때문에, 큰 기공율을 갖는 매

질로 단순화 할 수 있다. 단상유동 냉각모델은 파편 입자들 사이에 형성된 유로를 통해 흐르는

냉각재의 압력강하를 마찰저항과 관성저항으로 표현하는 Forchheimer 방정식을 기본 방정식으

로 하여 Macdonald 등이 개선한 Ergun 방정식과 Hardee & Nilson의 단상대류 Roll-Cell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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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파편입자층의 공극률, 파편입자의 유효직경, 파편입자 표면 거칠기 등을 고려한 식

(3.3-28)을 유도하였다.

식 (3.3-28)을 만족하는 냉각재의 유속 v를 식 (3.3-29)에 대입하여 고정 파편입자층에서의 상

하부 온도차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냉각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3.3-28)

 ∆


(3.3-29)

여기서 =냉각재의 겉보기속도(cm/s), ε=파편층 공극률, R=파편입자 표면거칠기, ρ=냉각재 밀도

(g/cm
3
), Qp=파편입자층 열발생량(W/cm

3
), L=노심파편층 두께(cm), C=비열(J/g․K)이다.

파편입자층의 상·하부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이 불가능한 경우, 파편

입자층에서는 소듐비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2상유동 냉각이 시작된다. Lipinski는 Ergun 방정

식을 근간으로 개발된 2상유동 냉각모델을 개량하여 층류와 난류, 중력, 표면장력에 의한 모세관

힘, 그리고 2상유동 발생시 파편입자층의 상부에 생성되는 유로 등을 고려한 1차원 2상유동 냉각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편입자층이 균일 직경의 파편입자와 균일한 공극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편

입자층의 두께를 감안하여 표면장력은 무시하고, 파편입자층의 바닥은 단열 바닥면인 비압축성

유동을 가정하여 단상유동시 적용하였던 Macdonald 방정식과 Lipinski의 2상 유동 냉각모델을

접목시켜 식 (3.3-30)과 같은 2상유동 Scoping 냉각모델을 개발하였다.


 

 


 






 


 

 









 


   (3.3-30)

여기서 hlv=기화열(J/g), De=파편입자 유효직경(cm), μl, μv=액상과 기상의 동점성계수(Poise), ρl,

ρv=액상과 기상 밀도(g/cm3), q= 파편입자층 열유속(W/cm2), s=유효 포화도(Effective

saturation)이다.

개발된 2상유동 Scoping 냉각모델은 많은 가정들을 통해 얻어진 모델로서 정성적인 파편입자

층의 냉각성능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파편입자층 바닥면으로의 냉각재 유입과, 파편입자의

직경 및 공극률의 변화를 추가로 고려하여 노심하부에 집적된 파편입자층의 냉각성능을 보다 정

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2) Debris bed 냉각 성능 평가

개발된 단상유동에 의한 냉각모델을 이용하여 KALIMER-600을 대상으로 Core catcher에 집

적된 노심 파편입자층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였다. 표 3.3-10은 노심의 용융 형태에 따른 노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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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자층의 높이 및 열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Inner Core In. + Mid. Core Whole Core

Power Density (W/cm3) 179 171 152

Molten Pool Depth (cm) 5.12 10.24 14.85

Debris bed Height (cm), ε = 0.9 51.2 102.4 148.5

표 3.3-10 노심 용융 형태에 따른 노심파편층의 높이 및 열발생량

그림 3.3-55는 기존에 발표된 파편입자층의 상하부 온도를 예측하는 모델들과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모델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개발한 모델에서 관성 저항항(Inertia drag)을 생략한 모

델과 기존모델이 정량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발된 모델이 관성 저항항을 추

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공성 매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학적 현상을 보다 충실히 모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56은 노심의 용융형태에 따라, 파편층의 공극률, 파편입자의 유효직경 및 표면 거칠

기 등을 변화시키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 450set 중 내부노심 용융의 모든

경우는 단상유동에 의해 냉각이 가능하였고, 내부+중간노심 용융의 경우 5set, 전노심 용융의 경

우 10set가 단상유동에 의한 냉각이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파편입자층의 공극률이 0.6보다 작

고, 파편입자의 유효직경이 2mm보다 작은 경우에 파편층의 냉각성능이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

파편 입자층 생성에 관한 메카니즘 연구를 수행해 냉각이 불가능한 파편 입자층 조건이 형성되는

지에 대한 실험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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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파편입자층의 상하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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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노심용융시 파편층 상하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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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후보 개념 안전 현안이 될 수 있는 제어봉 설계 요건 결정을 위한 ATWS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연소로 제어봉 설계 시 반응도 설계제한치를 도출하였으며,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통하여 피동잔열제거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여 설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도출

된 고유개념에 대한 Level-1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량적인 값을 도출함으로써 전체

적인 안전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TRU를 직접 다룰 수 없는 국내 환경에서 TRU 대체 물질의 선정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

여 U-Ce-Zr 실험을 통하여 U-TRU-Zr 용융/고화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완성

하였으며, 원내 실험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음. 금속연료 용융/고화온

도에 관한 실험 자료는 세계적으로 희귀하므로 본 실험을 통하여 향후 금속연료 중대사고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 자료를 확보하게 됨.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 효과 모델은 안전여유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써, 외국의 실험자료 및 모델에 근거하여 집합체 휨 모델을 개발하고 Phenix에서 수행된

NRT 시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험 자료 해석에 적용하여 모델 타당성

과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SFR 설계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을 통해 신뢰도 DB를 구축하고 노심 손상기준을 정의

하였으며, 초기 사건에 대한 사건 수목과 계통 고장 수목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실증로 개

념설계 PSA 분석과 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함.

○풀형 SFR 설계를 기준으로 예비 PIRT를 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실험 시설 자료

를 분석하여 향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 항목을 도출함. 또한 계통 해석 코드의 기

본 모델 분석․평가와 설계기준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대표적 사고

에 대한 예시 계산을 통하여 기본적인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향

후 민감도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하여 SFR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의 완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개발 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FB의 모델 특성을 분석하고 전산

코드의 모델 검증 계산과 적용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향후 기본 모델 보완과 보고서 개정을 거쳐 인허가 기관의 검토가 가능한 시점

에 승인 신청이 가능하게 함.

○1단계 초기부터 계통 해석 코드인 MARS-LMR 개발을 시작하여, 주요 열유체 모델과 물

성치를 포함하는 기본 모듈과 과도기 해석 모듈을 완성하였으며, EBR-II와 Phenix 원자

로 설계․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음. 여기에 사용된 자료들은 실제

원자로에서 얻어진 신뢰성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향후 인허가 관련 필수 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개발된 MARS-LMR을 이용하여 향후 실증로의

피동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 해석 Tool로 활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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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고유개념 설정

- 고유개념 예비 PSA 17 100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 안전현안

도출

-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 발간(‘08)

- UTOP시 반응도 삽입에 대한 민감도 분석(‘08)

- 제어봉 설계요건 등의 현안과 설계제한치
도출(‘08)

- 후보개념

안전특성

평가

- 600MWe 연소로 ATWS 사고해석(‘08)

- 피동안전계통 냉각성능분석 및 고유피동안전성
평가(‘08)

- 1,200MWe 자체순환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유량분배 최적화(‘08)

․고유개념

예비안전성

평가

- 예비 PSA - 계통 및 기기의 신뢰도 자료구축(‘09-계속)

- Level-1 PSA 수행결과 노심손상빈도
1.02×10-6/RY로 정량화 및 각종 설계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09.7)

-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론 개발(‘10.02)

- 예비

안전해석

- KALIMER-600 6개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09.07)

- 고유개념 600MWe 연소로 UTOP 사고해석 결과
안전기준치 만족(‘09.05)

- 고유개념 1,200MWe 자체순환로
비보호사고해석(‘09.12)

◦선진기술 개발

-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실험자료 생산 및

분석

5 100

․실험요건

설정

- 기술현황

분석

- TRU 대체 물질 선정 및 타당성 분석(‘07)

- 용융/고화온도 특성 해석 방법론 개발(‘07)

- 실험요건

설정

-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실험 요건 및
매트릭스 개발(‘07)

- 실험장치

확보 및

시편 제조

- DTA, TG, DSC 등 실험장치 확보 및 U-Zr,
U-(2,4,6)Ce-Zr 시편제조(‘08)

- SEM/EDAX/OM을 통한 제조시편 화학적
특성분석(‘08)

○U-Pu-Zr 용융금속연료의 밀도-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을 개발하고, 금속용융물의 고온

물성자료를 확보하였음. 또한 Debris-bed의 단상/이상 상태에서의 Scoping 냉각모델을 개

발하였고 노심 용융시 냉각성능을 평가하여 HCDA 시 사고저항성을 확보하여 안전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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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 시운전 및

교정시험

- 1,200℃ 이상, 3x10-3torr, Ar Gas 충진하에서
시운전(‘08)

- 사파이어 표준시편을 이용하여 실험 측정장치
교정(‘08)

- 예비

평가실험 및

결과분석

- U-(2,4,6)Ce-Zr 시편 용융/고화온도 예비실험
수행(‘08)

- U-Zr 상태도 변태점과 비교하여 실험 타당성
확인(‘08)

- Ce 조성비에 따른 결과의 일관성 분석(‘08)
․특성실험

및 분석

- 특성실험

수행

- 특성 실험수행 및 제조시편 건전성 확인(‘09.11)

- 실험자료

분석

- 실험자료 분석으로 U-TRU-RE-Zr 용융/고화온도
추산(‘09.12)

-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개발

5 100

․기초모델
개발

- 타당성 평가/
개발방향
도출

-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
기술현황분석(‘07)
- 모델 개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방안 도출(‘07)

․해석코드
개발

- 단일 집합체
휨
반응도모델
개발

- ANL 집합체 휨 해석경험/모델 분석후 해석모델
설정(‘08)

- Phenix NRT 실험평가를 위한 이론식 유도 및
SSC-K 전산코드에 모델 적용(‘08)

- Phenix 부반응도 삽입 운전자료 및 사고경위
분석(‘08)

- Phenix NRT
예비
해석결과

- NRT 실험계획서 검토 및 실험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작성(‘08)

․해석코드
평가계산

- 열유체 모델
평가 및
검증

- 다차원 열유동 해석모듈 입력작성 완료(‘09.06)

- Phenix NRT 실험 후 다차원 열유체 모델
검증(‘09.12)

◦국내 기반기술 개발

-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12 100

․사고분류
및 사고
시나리오
작성

-
사고분류체
계 개발 및
보완

- 고속로 사고분류 체계 개발(‘07)

- 원자로용기 파손, 소듐 누출사고 사고분류체계
보완(‘08)

- 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보완

- EFR, JSFR, PRISM 대비 KALIMER-600
사고해석 비교를 통한 사고시나리오 작성 및
보완(‘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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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방법론
개발

- 고유 예비
신뢰도 DB
구축

- 고유사고
종결 조건
정의

- 초기사건
도출

- 계통
고장수목
작성

- 고속로 초기사건 빈도 및 신뢰도 DB 구축(‘07)

- 고속로 노심 손상기준 및 격납건물 파손 조건
정의(‘07)

- 사고해석/시나리오 작성으로 21개 초기사건
도출(‘08)

- 도출된 각 초기사건에 대한 계통반응 사건수목
작성(‘08)

- 안전계통 고장수목 작성을 위한 안전계통
기능분석 및 고장수목 표제 작성(‘08)

- 12개 노심손상군 분류 및 노심반응 사건수목
논리도 작성(‘08)

-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개발

35 100

․코드 선정
및 주요
모델 평가

- 모델수립
근거자료
분석

- 타당성 분석

-
모델개발/개
선

- 노심, IHX 열전달 계수 최적 상관식 선정(‘07)

- 노심 마찰 계수 최적 상관식 선정(‘07)

- 설계기준사고 시 모델 영향 정량적 평가(‘07)

․PIRT 작성 - 예비 PIRTs
작성

- PIRT 개선
및 실험항목
도출

- OECD NEA/CSNI 주도 국제 SFR PIRT 개발팀
참여(‘08)

- SFR PIRT 수행을 위한 수행지침서 개발(‘08)

- 잔열제거계통 예비 실험항목 도출(‘08)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

- 민감도 변수
분류 및
선정

- 설계변수, 원자로 정지 설정치, 반응도모델,
잔열수준, 운전주기 등을 민감도 변수로 선정(‘08)

- 과출력사고 및 유량상실사고 등 기준사고
선정(‘08)

- 기준사고 해석결과 안전기준 온도제한치 만족(‘08)
․기준사고
예시계산

- 대표적 설계
기준사고
해석

- 장기냉각
모의

- 안전해석
입력자료
요구 및
평가

-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위하여 TOP과 LOF
사고에 대한 기준사고 해석 및 민감도 분석(‘09)

- MARS-LMR 이용 LOHS 시 장기냉각
모의(‘09.09)

- 자체순환로 비보호사고해석을 위한 안전해석
입력자료 수집 및 평가(‘09)

- 1200MWe 자체순환로 비보호 사고해석
수행(‘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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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해석방법론

보완

- 방법론 보완 - 해외 인허가 요건 지속적 분석과, 설계기준사고를
추가하여 PIRT 수행(‘09.10)

- 연료봉 지지물에 따른 노심 열유체
특성평가(‘10.02)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초안 작성

- MATRA-LMR/FB 전산코드 변경이력 작성(‘08)

- 유동저항/유로폐쇄/난류혼합 모델개발 보고서
종합(‘08)

- 전산코드의 주요 프로그램 구조분석 및 보고서
작성(‘08)

- THORS/SCARLET/PNC/KfK 유로폐쇄실험 계산
종합(‘08)

- SABRE(영) 전산코드와 비교계산 결과종합(‘08)

- KALIMER-600 집합체 유로폐쇄 사고해석
결과종합(‘08)

- MATRA-LMR/FB의 사용자 지침서 작성(‘08)

- SABRE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위한
KALIMER-150 집합체들에 대한 유로폐쇄
사고해석 수행 중(‘09.08)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완료(‘09.12)
-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16 100

․MARS-

LMR 기본

모듈 개발

- MARS-

LMR 기본

모듈 개발

- MARS-LMR 기본 모듈 개발(‘07)

- 일차계통, 중간계통, 안전계통 모의 기법 개발(‘07)

- KALIMER-600 정상상태 평가계산(‘07)

․MARS-

LMR 개발

- 과도상태

해석 모듈

개발

․사고별

보호계통

모델링완료

․사고별

과도기

모델링완료

- 보호계통/계측기 불확실도를 반영한 예비
보호계통 구성(‘08)

- 원자로 정지를 위한 보호계통 값 설정: 출력
111%, 노심 출구온도 555℃, 일차계통 유량
84%(‘08)

- TOP/LOF 사고에 대한 보호계통 모델링 완성 및
과도기 모의→DBE 사고시 피동잔열계통 성능
확인(‘08)

-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PSA를 위한 반응도
모델링(‘08)

- SSC-K 반응도궤환 결과비교로 MARS-LMR
타당성 확인(‘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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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 전산코드

모의 능력

평가

․실험/설계

자료 확보

및 입력작성

․실험

예비계산 및

결과분석

- Gen IV/IAEA-CRP 국제공동연구로 EBR-II(미),
Phenix(프) 원자로 설계 및 실험자료 확보(‘08)

- 원자로 설계/실험자료 이용 MARS-LMR
열유체모델 검증(‘08)

- IAEA-INPRO 국제공동연구로 PFBR(인도)
설계자료 확보(‘08)

- 각국 Benchmark Test로 코드계산결과 타당성
확인(‘08)

- 확보 원자로 설계/실험자료는 인허가 관련
필수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08)

- 확보한 실험자료는 추후 코드 인허가 획득에
활용(‘08)

․코드적용성

평가 및

검증

-
MARS-LMR
코드 적용성
평가 및
검증

- Phenix EOL 실험평가를 위한 원자로
모델링(‘09.04)

- Phenix 원자로 자연대류 Benchmark 문제를
설정하여 선진국들의 코드 계산결과와 비교,
선진국들과 대등한 결과를 얻었으며, 자연대류
실험평가(‘09.09)

- PFBR의 소외전원상실사고 모의를 통해
잔열제거계통 능력분석에 대한 국제적 공인
획득(‘09.04)

- PDRC 실험장치의 모의 해석을 통해 척도에 따른
해석의 일관성 확인(‘09.10)

- HCDA 초기단계 기본모델

개발
10 100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델

개발

- 용융연료

이동

반응도모델

개발

- 역학적 과도팽창 계산 모형 개발(‘07)

- MELT-III 코드를 이용한 용융핵연료 이동의
반응도 영향 평가(‘07)

- U-Pu-Zr 용융연료의 밀도-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 개발(‘08)

- 고온 U-Pu-Zr 금속 용융물 물성자료 확보(‘08)

- Debris bed

냉각모델개

발

- 단상유동 Debris bed 냉각모델 개발, 냉각성능
평가(‘07)

- Debris-bed 단상 및 이상 유동 냉각모델 개발(‘08)

- KALIMER-600 Debris-bed 냉각성능 평가(‘08)

- 단상유동으로 냉각 불능 Debris-bed 형상
도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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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
중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4)

․용융연료

이동 반응도

모델 개발

- 반응도 모델

평가

- Core catcher

냉각능력

평가

- MELT-III 코드의 반응도 모델 평가(‘09.10)

- Debris-bed 이상유동 냉각모델 개발 완료 및
이상유동시 냉각성능 평가(‘09.12)

총계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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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풀형 SFR의 사고분류, 사고시나리오 작성,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을 통하여 마

련된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완성함으로써 실증로 개념설계의 안전성 평가와 제4세

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개념 안전성 평가에 활용함.

○MARS-LMR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을 통하여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

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노

심 고유안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가 가능함.

○리스크 정보를 이용하는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을 통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설계 최

적화 달성에 활용함.

○개발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전산체제를 이용하여 피동 안전특성에 의한 소듐냉각 고속

로의 고유 및 궁극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대중의 원자력 안전성 관련 불

안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 및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

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함.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및 고유개념 안전성 예비평가를 통해 확

보된 기술은 2010년부터 수행되는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의 개념설계 예비안전성 분석과

2012년부터 추진되는 실증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시설에 대한 사전분석 연구에 활용함.

○확보된 SFR 안전성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Gen IV 국제공동연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과 설계 자료를 경제

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효과

가 예상되는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기의 기술도입 비용 절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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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제목
2단계
Task
ID

활용방안

한
국

-PDRC 초기냉각특성 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안 [Task S1.a) 8.2 -DHRS 설계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결과 (Task S1.b) 6.5 -중대사고 모델 개발

-PSA 방법론 SFR 적용성 평가 보고서 (Task S1.c) 6.3 -안전성 평가

미
국

-국내외 피동안전 시험자료 평가 [Task S1.a] 6.2 -안전해석 코드 검증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설계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노심의 ATWS 안전성 평가
[Task S2.a] 6.2 -피동안전성 평가

-불확실도 및 민감도 평가 방법론 [Task S2,c] 외 1건
[Task Op2.c] 6.1 -안전성평가 방법론

일
본

-피동원자로정지장치(SASS) 성능분석 2건 [Task S1.a] 6.2 -원자로 정지계통 설계

-중대사고시 재임계 배제를 위한 조기 핵연료 방출연구
2건 [Task S1.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JOYO ATWS 시험 [Task S2.a] 6.2 -계통해석 코드 검증

-MONJU 증기발생기 튜브 시험 [Task Op2.a] 7.2 -발전소 가동중 검사

프
랑
스

-피동 및 능동 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Task S1.a] 4.2 -Gen IV 개념 개발

-Phenix 집합체 전체유로폐쇄현상 평가 [Task S1.b] 6.2 -중대사고 코드 평가

-RSWG 방법론의 SFR 적용 가능성 평가 [Task S1.c] 6.3 -안전성평가 방법론

-핵연료 차이에 의한 피동안전 특성 [Task S2.a] 6.2 -중대사고 대처 설계

-Phenix 시험 [Task Op1.a] 외 2건 [Task Op.2a, Op2.b] 6.4 -계통해석 코드 검증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Gen IV SFR 연구결과물

○ SO 프로젝트

□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각국의 고속로 설계 자료 및 연구개발 자료

- 인도 PFBR 주요 부품 및 계통 설계 데이터 및 도면

- 인도 PFBR 대상 INPRO 연구 참여국 DHRS 거동 분석 결과

- Data list for the calculation of Phenix End of Life Tests

- IAEA CRP 참여국 Phenix Natural Circulation Test 사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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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소듐 핵심기반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소듐냉각 고속로는 물 대신에 액체 소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통 간 열전달이 양호한 반면에,

소듐의 특성상 화학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소듐을 취급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액

체소듐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화재가 발생되고,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2차 계통에서 물이 누출

되는 경우,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계통 내 압력이 상승하여 원자로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반응생성물이 대규모로 발생함으로써 액체소듐 계통에 침적

되어 모든 계통으로 확대되어 큰 손상을 입히고, 계통 내 순수 소듐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소듐-물 반응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 기술 확보

-소듐-물 반응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서 사고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 누출 감지기

술 확보

-전열관의 부식현상을 밝혀 원자로 설계 및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소듐 누출로 발생될 수 있는 소듐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확보

- 소듐 불순물 정제 관리기술은 고속로의 고유 특성 분야로서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설

계 검증을 위한 소듐 정화계통의 설계요건 설정 및 계통의 운전전략 수립

- 납합금을 이용하는 열전달 계통 구조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식특성 파악

-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를 보호함과 동시에 출력을 제어하고 감시를 하기 위한 노외

중성자속 계측기술 확보

과 같은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이중벽관 특성기술 개발

∙ 기술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 DWTSG 고유개념 개발

∙ 상온 누출감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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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벽관 설계, 제작

∙ 이중벽관 타당성 검증장치 설계

- 물 누출 음향감지기술 개발

∙ 소듐-물 반응음 생산 및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

∙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

∙국외 SG 배경소음 확보

- 전열관 wastage 특성 실험 및 검증장치 설치

∙ 전열관 self-wastage 특성

∙ 전열관 wastage 특성

∙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제작, 설치

- 소듐 화재확산방지 연구

∙ 소듐 화재확산방지 개념 설정 및 타당성 평가

∙ 소듐 화재확산방지 구조물 설계 및 검증시험

- 소듐 불순물 측정실험

∙ 소듐내 불순물 특성 제어 설계개념 설정

∙ 소듐 불순물 화학분석 기술 확보 및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설치

∙ 소듐 내 불순물 측정 자료 생산 및 불순물 특성 평가

-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

∙ 알루미늄을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실험

∙ 질소이온빔을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특성

∙ W와 Nb를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실험

- 노심핵연료 파손 감시

∙ SFR 파손핵연료 감시개념

∙ SFR 파손핵연료 감시계통 구성

- 원자로 내부 중성자속 계측

∙ SFR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계

∙ SFR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구성

∙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 센서 성능시험

Ⅳ. 연구개발결과

소듐냉각 고속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중벽관의 열전달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

법과 전열관 파손을 on-line 으로 상시 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375MWth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를 개념설계 하였다. 신개념 이중벽관을 설계, 제작하였고, 파손

감지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온조건에서 누출감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중벽관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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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하였다.

KAERI의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에서 소듐-물 반응 신호음을 생산하고, 이 신호음과 PFR

SUPER-HEATER 배경소음을 혼합하여 음향감지논리의 툴을 시험하였고, 스팀 누출량

0.1g/sec을 S/N=1/100 (-20dB)에서 감지할 수 있는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KALIMER-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modified 9Cr-1Mo 강의 wastage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소듐 온도와 누출 노즐과 타깃 사이의 거리 등이 전열관 재료가 손상

되는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것과 누출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손상되는 속도가 증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실험결과를 통해 modified 9Cr-1Mo 강의 wastage rate에 대한

실험식을 얻었다.

누출된 소듐이 소듐 용기로 배출되는 동안 커버트레이의 배출관과 벤트관의 구경별로 수집용

기까지의 도달시간 및 배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실험결과 용기에서 누출된 물은 커버

트레이의 배출 구경이 클수록 배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소듐 순도관리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소듐 불순물에 대한 최적의 화학분석기

법을 도출하였으며, 소듐 질량속도가 약 400g/s인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실험장치에 대해 시운전을 수행하고, 불순물 측정 실험을 위한 운전절차서 등을 작성하였다. 루

프상의 소듐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전자기 펌프 등에 대한 상호 보완적 보정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불순물 측정 실험자료를 정리하였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기발생기 개발을 위해 중간 냉각재로서

중금속 중에 납-비스무트(Lead-Bismuth Eutectic, LBE) 합금을 사용했을 경우의 증기발생기 전

열관 재질로 선정된 T91(Mod. 9Cr-1Mo) 및 특수강인 텅스텐(W)에 대한 용융 납합금에서의 부

식 특성 확인을 위해 520℃에서 시간별로 정적실험과 동적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중금

속의 용해침투가 발견되지 않아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T91에 알루미늄을 코팅할 경우

용융 납 합금에서의 내부식성이 뛰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연료 건전성 즉, 핵연료의 파손유무를 검출하기 위하여 이 계통은 HP-Ge gamma

detector를 사용하여 원자로상부 커버개스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개스의 감마선를 검출하고, 핵

분열함을 이용하여 중간열교환기(IHX) 내에서 지발중성자를 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파손핵연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핵연료봉에 주입된 태그개스의 유출

여부를 개스분석기로 분석한다.

SFR 노외 중성자속 감시를 위한 검출기의 종류, 측정범위, 검출기 설치위치 및 환경조건,

검출된 중성자속 신호처리기술,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구성, 향후 노심 및 안전해석 분야 설

계진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 사항 등에 관하여 개발하였다. SFR의 원자로 용기의 크

기로 인하여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가 원자로 용기 내부이라는 것과 원자로 보호 및 감

시를 위한 선원영역에서부터 출력영역까지의 광역 출력측정과 원자로 제어를 위한 협역 출력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광역 검출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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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된 검출기가 없기 때문에 검출기 제작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개발은 러시아 IPPE와 국제공동연구 수행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지름 50mm의 배관용 저유속 센서 1개, 지름 10mm의 풀용 국부유속 센서 1개, 지름

6mm의 풀용 국부유속 센서 2개 제작하였고, 150∼600℃의 온도 보정 상수 획득하는 성능시험

툴을 제작하고, 이온도 범위에서 성능 시험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소듐-물 반응 음향감지기술은 소듐-물 누출 방호 기술 및 소듐-물 반응 해석에 활용할 예

정이다.

소규모 물 누출로 인한 소듐-물 반응 실험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될 실증로 증기발생기 설계

및 안전해석코드 검증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소듐 화재 확산방지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화재 분석 전산 코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의

화재안전설계인자 도출, 원자로 안전성 향상 분석에 활용된다.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연구결과들은 중, 대형 실험시설인 SFR 안전성 모의

시험시설(STELLA) 및 추후 계획 예정인 실증로의 보조계통 설계를 위한 개념 타당성 검증실험

및 요소기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자료들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

기발생기(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 DTBSG) 개발 및 납합금을 이용하는 구조재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SFR 파손핵연료 감시계통의 예비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향후 추진될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계 및 제작과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예비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소듐 배관용 및 풀용의 소듐 유속 측정 센서 제작기술 및 측정기술을 활용하여 소듐 열유체

실증시설 시설의 실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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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Sodium Technology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Sodium cooled fast reactor has the advantage of maximizing the heat efficiency and

operating with low pressure by using liquid sodium instead of water as a coolant. Special

handling technique is required due to high reactivity of liquid sodium. Especially, sodium

fire could be caused by rapid reaction of sodium and ar or moisture. also, generation of

reaction heat and hydrogen gas which are followed by water leak in secondary system

including the SG has risk to expand pressure and damage the surrounding equipments.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follows must be studied, essentially.

- Establishment of double wall tube steam generator technology for the basic

prevention of sodium water reaction

- Development of acoustic water leak detection technology for early detection of

sodium water reaction

- Analysis of wastage behavior of heat transfer tube materials by sodium-water

reaction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mitigation of sodium fire caused by sodium leakage

- Development of in-line monitoring technology to check out abnormal operational

condition,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liability and to guarantee the continuous

operation of sodium purification system.

- Understanding of the corrosion behaviors of steels in a stagnant and flowing LBE

and to obtain LBE corrosion data

- Design of an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ENFMS) to maintain the

reactor safely and to regulate the reactor power for developing the 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the double wall tube for steam generator

∙ Setting-up of the DWTSG development plan

∙ Development of DWTSG concep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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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 for the leak detection technology

∙ Design and fabrication of a double wall tube

∙ Design of the DWT feasibility test facility

- Development of acoustic water leak detection technology

∙ Production of sodium water reaction signal and development of active leak

detection method

∙ Performance test and optimization of SWR passive acoustic detection logic

∙Manufacture of prototype SWR early detection equipment

- Experiment on the wastage characteristics of a heat transfer tube and verifiable

test facility installation

∙ Self-wastage behavior of a heat transfer tube

∙ Wastage behavior of a heat transfer tube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verifiable test facility for SWR analysis model

- Study for prevention of sodium fire propagation

∙ Establishment of prevention concept and feasibility evaluation of sodium fire

propagation

∙ Design and performance test of sodium fire propagation structure

- Experiment for measuring of impurity concentration and purification of sodium

∙ Establishment of design concept to control the impurity properties of sodium

∙ Secure of chemical analyzing technology of sodium impurity and Installation of

sodium experimental facility

∙ Acquisition of measuring data of sodium impurity and estimation of impurity

properties of sodium

- Test on corrosion behaviors of steels in a heavy metal coolant

∙ Corrosion behaviors of aluminum-coated T91 steel in a stagnant and flowing LBE

∙ Corrosion behaviors of N+ ion implanted T91 steel in a stagnant and flowing

LBE

∙ Corrosion behaviors of tungsten steel in a stagnant and flowing LBE

- Failed Fuel Monitoring

∙ Concepts of Failed Fuel Monitoring

∙ Design of Failed Fuel Monitoring System

-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 Design of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Detectors

∙ Design of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 Performance test of sodium low and local veloc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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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Methods were developed to improve the heat transfer capability for a double wall tube

(DWT) and to detect on-line and real-time tube failure of during a reactor operation. A

helical coil double wall tube steam generator for SFR with 375MWth capacity was

designed thermal- hydraulically by embodying new concepts above. The new concept DWT

is designed and fabricated, and an experiment is carried out for the on-line leak detection

method in the atmospheric temperature condition. Also a experimental facility is designed

for the feasibility test of the DWT.

Acoustic nois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sodium-water reaction test

facility at KAERI. A detection tool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acoustic leak detection

methodologies by using the sodium-water reaction noises controlled with the attenuation of

the leak signal against the background noise of the PFR super-heater was tested, and the

prototype of acoustic leak detection constructed with LabVIEW consists of the unit for

preprocessing the signals and the neural network, to be possible to detect a leak up to

S/N=1/100(-20dB) above the steam leak rate of 0.1 g/sec.

A series of tests were conducted to clarify the wastage behavior of modified 9Cr-1Mo

steel as a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 for KALIMER-600. It confirmed that the sodium

temperature and tube spac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ube material wastage rate. And

it showed that the wastage rate increased as the leak rate increased. Also an empirical

formula of the wastage rate for this material was obtained from the results.

As results of catch pan in which the sodium drainage period into collection vessel

according to the size of drain pipe, the whole performance of the leak collection tray mainly

are dependent on the selection of proper drain pipe size and vent pipe size

A small sodium loop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lank and sodium loop test was

carried out successfully. Also we found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of oxygen content in

sodium by use of the plugging meter. Bypass sampling equipment which is prerequisite for

sodium purity determination was installed on the sodium loop for chemical analysis. Sampling

and oxygen concentration determination by the wet method procedures were prepared. The

analysis for sodium purification in a cold trap was carried out. The calculation was made to

solve the longitudinal temperature and the saturated impurity concentration profiles from the

temperature gradient between the coolant and the bulk sodium in which the impurity crystals

appear. In addition, design of the packing materials which can be structurally assembled in

the cold trap and lead to enhance the purification efficiency was studied based on the theory

of impurity nucleation and crystal growth.

A new concept of a 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DTBSG) system was pro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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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e a sodium water reaction(SWR) possibility in a sodium-cooled fast reactor. The

physico-chemical and nuclear characteristics of lead-bismuth eutectic(LBE) make this heavy

liquid metal suitable to be used as an intermediate coolant in this system. However, heavy

liquid metals, and particularly LBE, present a high corrosivity to most of the structural

materials. Martensitic steel's compatibility with LBE i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is

system depends on the formation of a protective layer such as an oxide film. Martensitic steel

T91(Mod.9Cr-1Mo) has been tested in LBE under static and isothermal conditions at 520℃in

order to gain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steel and the LBE, and to study the feasibility

of forming and maintaining an oxide layer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structural material.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acoustic leak detection technology against with sodium-water reaction will be

applied to a technology for protecting an SFR steam generator and analysis of

sodium-water reacti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wastage tests will be used to prepare the design criteria and

to verify the safety analysis code for a demonstration plant steam generator from the point of

view of sodium-water reactions.

Sodium fire analysis computer code verified by the sodium fire mitigation experiments will

be applied to the establishment of fire safety design parameter and the analysis of reactor

safety enhancement.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measuring of impurity concentration and purification of

sodium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sign of 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simulation and assessment, STELLA) and a future experimental reactor which are large scale

test facilities, and to develop essential equipments such as a large cold trap.

The corrosion data of steels in a stagnant and flowing LBE will be used to identify

suitable candidates and to define for innovative and evolutionary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 development for a new 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DTBSG) and a heat

transfer system which use a heavy metal as a coolant.

This report can be applied to the conceptual and basic design of SFR failed fuel monitoring

system, and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wide range neutron detectors to be performed in the

near future.

The flow measuring technology is applied to measure the sodium flow in a pipe and a pool

of sodium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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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현재 소듐냉각 고속로의 개발경향은 효율적인 기기들을 개발하고, 계통들을 밀집화․단순화시

켜 고유안전성을 구비하면서도 경제적인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통설계

에 필요한 정밀한 소듐 실험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계에 필요한 소듐 실

험자료 생산, 소듐측정기술 개발, 그리고 소듐 핵심기반기술 개발은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여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수

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물질을 연소시켜 영구 처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뛰어

난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듐-물 반응 및 소듐화재와 같은 소듐 취급상의 기술적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기반기술이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기술이지

만, 소듐냉각 고속로 설계, 건설 및 운전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다음

절에 정리한 기술체계도와 고유개념 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SG 신뢰성 향상기술은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듐

-물 반응을 물리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조기에 방호하기 위한 기술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소

듐과 물 사이의 전열관을 이중벽으로 하는 증기발생기의 제작 및 감시 기술 개발, 물/증기 누출

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 개발, 물/증기가 누출될 경우에 나타나는 전열관의 부식현상을 밝혀 증

기발생기 설계 및 제작과 원자로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은 원자로 내부 구조재의 건전성 및 발전소 운전 효율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보조계통 설계개념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로, 배관으로부터 소듐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요건 및 분석 모델 개발, 유로를 폐쇄시키고 열전달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소듐 내 불순물의 효율적 제어 설계개념 설정, 중금속의 부식특성 연구 등이

고유개념 설정과 동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에 대한 기술은 기존 경수로와 다른 고속중성자의 핵적 특성을

계측 감시하고, 핵연료 다발 유로 폐쇄를 감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분야이다. 저유속 센서 및 국부유속 센서 기술개발은 추후 소듐 열유체 흐름 특성뿐만 아니

라 자연대류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연대류 실험의 경우 소듐 흐

름이 아주 저유속에서 부터 시작하여 자연대류가 정상 속도를 유지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유속 측정기술과 국부유속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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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국내기반기술개발

- SG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이중벽 전열관 열전달 모델 개발 및 특성

측정 장치 설계 및 제작

∙이중벽 전열관 SG 기술 분석

∙열전달 모델 개발 및 성능시험장치 설계

∙누출특성 분석용 기초 실험장치 제작

◦소듐-물 반응음 생산 및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소듐-물 반응음 생산

+ 증기누출량 : ～1g/sec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전열관 wastage 특성 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계

∙전열관 self-wastage 특성실험

+ 재료 : Mod.9Cr-1Mo steel

+ 소듐온도 : ～400℃

표 0.1 1단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3년 (’07.03.01～’10.02.28), 2단계 2년(’10.03.01～’12.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1년까지 소듐 현안기술 극복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립

2. 1단계 목표 및 내용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0.1과 같다.

◦SG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소듐 안전관리기술 개발

◦원자로 내부 중성자속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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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소듐안전관리

기술개발

-원자로 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 증기압력 : ～100㎏/㎠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계

◦소듐 화재확산방지개념 설정 및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발

∙소듐 화재확산 방지개념인자 타당성 분석

∙소듐 화재확산방지개념 설정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발

◦소듐내 불순물 특성 제어 설계개념 설정

∙불순물 제어계통의 구성요건 설정

∙불순물 제어 기준 분석

∙설계개념 설정

◦알루미늄을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실험(합금강, 2,000시간)

∙시편제작

∙산소농도제어실험

∙중금속 냉각재 부식 특성실험

+ 운전온도 : < 500℃

+ 운전시간 : < 2,000hr

◦노심 및 핵연료 감시 계측변수 및 논리 구체화

∙커버가스 감시방법 구체화

∙지발중성자 감시방법 구체화

+ 지발 중성자속 검출기 후보 검토 및 예비분석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중성자속 계측 개념설정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중성자속 검출범위 제한성 분석

∙원자로 내부 온도/소듐/구조물 영향분석

∙소듐 저유속 유량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 개발

+ 운전온도 : 200～550℃

+ 측정범위 : 0.1～0.8 m/sec

2차년도 2008

국내기반기술개발

- SG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이중벽 전열관 특성 측정장치 설치(tube 직경 : 1")

∙누출특성 측정기술 개발

∙이중벽전열관 제작

∙열전달특성 측정장치 설치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 배경소음 하에서 성능시험 : > 0.1g/sec

∙음향감지논리 최적화

+ 피동형과 능동형 감지논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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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소듐안전관리

기술개발

-원자로 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국외 SG 배경소음 측정 장치 구축

∙음향신호측정 장치구축

+ > 1MSamples/초

◦Wastage 모델개발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제작

∙전열관 wastage 특성실험

+ 재료 : Mod.9Cr-1Mo steel

+ Target 거리 : ～27㎜

∙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제작

◦소듐 화재확산방지 구조물 개발 및 화재

실험장치 제작, 설치

∙소듐 화재확산방지 구조물 사양 설정

∙소듐 화재확산방지 구조물 실험장치 설치

◦소듐 불순물 화학분석 기술 확보 및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설치

∙소듐 불순물 화학분석 기술 개발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설치

◦질소이온빔을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실험 (알루미늄 코팅, 2,000시간)

∙중금속 냉각재 부식 특성실험

+ 운전온도 : < 500℃

+ 운전시간 : < 2,000hr

◦노심 및 핵연료 감시 모형 사양 개발

∙파손핵연료/노심유로폐쇄 감시 개념 설정

∙파손핵연료/노심유로폐쇄 감시 모형 사양 개발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중성자속 계측기 후보 측정 민감도

평가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중성자속 측정 민감도 평가

∙소듐 저유속 유량 및 국부유속 측정센서 성능시험

+ 운전온도 : 200～550℃

+ 측정범위 : 0.1～0.8 m/sec

3차년도 2009

국내기반기술개발

- SG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이중벽 전열관 열전달 및 기계적 특성 분석자료 생산, 평가

∙열전달 실험

∙내․외벽 사이의 열팽창 특성 분석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1/100dB, <0.1g/sec)

∙시제품

+ 누출량 : ～ 0.1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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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 소듐

안전관리기술

개발

-원자로 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 감지기준 : ～ -20dB(S/N=1/100)

◦국외 SG배경소음 확보

◦SWR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장치 설치, 시운전

∙SWR 해석모델 개발

+ Mod.9Cr-1Mo steel

∙검증실험장치 설치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선 및 확산방지 구조물의 성능실험

∙연소모델 개선

∙확산방지 구조물의 화재 영향 평가

◦소듐 내 불순물 측정자료 생산 및 불순물 특성 평가 (±

0.001민감도)

∙불순물 제거 특성 및 화학적 거동 평가

+ 민감도 : ± 0.001

◦W와 Nb를 이용한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실험(질소이온빔, W or Nb, 2,000시간)

∙중금속과 특수금속과의 반응 특성실험

◦노심 및 핵연료 감시 모형 제작

∙노심 및 핵연료 감시 논리모의 모형 제작 및 모의분석

◦원자로 내부 광역/ 지발중성자속 계측기 설치/제작성 검토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 중성자속 계측기 설치/제작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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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국의 EBR-II에서는 이중벽관으로 만들어진 증기발생기를 사용하였다.

미국에서는 EPRI, GE, WH 사에서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를 연구하였으나 핵비확산 정책에 의해

연구가 중단되었고, 오르지 일본에서만 연구가 계속되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이중벽관의 열전

달, 파손감지방법을 JAPC 사에서 연구하였고, 1993년도 이후는 JAEA에서 연구하였으나 상세한

기술적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었고 2006년에 JSFR에 DWTSG를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온라인으로 전열관 파손을 감지하는 기술의 미비로, 일본에서는 핵연료 교체시에 비파괴검사

로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가 용이한 직관형 DWT를 채

용하고 있으나 전열관다발과 셀 간의 열팽창 차이 및 전열관다발 내에서의 전열관 간의 열팽창

차이를 흡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DWTSG 개발에서의 현안은 내관과 외관 사이에 gap이 있

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열전달성능 저하를 극복하는 문제와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온라인 누출감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SFR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사고를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소듐 혹은 카버가스에서 수

소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과 음향법에 의한 방법 및 압력변동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고, 음향법에

는 피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 감지방법이 있다. 수소농도 감지방법은 대부분의 실증로 및

실험로들(PFR, BN-350, 600, Monju, Superphenix, Phenix, SNR-300)의 증기발생기에 설치하였

다. 그러나 조기에 빨리 물누출을 감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감지하는 방법보다는 응답성이 빠른

방법인 음향에 의해 물누출을 감지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였다. 피동형(passive)은 소규모 및 중규

모 누출 감지 가능하여 유럽(프랑스, 영국 등), 러시아, 인도, 일본, 미국 등에서 개발하였으며, 프

랑스(Superphenix, Phenix), 영국(PFR), 일본(Monju; steam generator 및 evaporator), 독일

(KNT-I, KNT-II 시험 시설), 카자흐스탄(BN-350), 러시아(BN-600) 등에서 시험 적용한 사례

가 있다. IAEA 보고서[IAEA, 1997]에 의하면 0.05g/s 감지(S/N=1/100, -20dB) 및 1g/s 누출감지

(S/N=1/40, -16dB)의 성능을 나타내지만 정상적인 증기발생기 배경소음 이외의 불규칙한 주변

소음에서 감지 에러가 문제이었다. 능동형(active)은 러시아가 가장 앞서 시도하였으나 소규모 누

출(small leak) 시 수소 기포의 소멸속도가 매우 빨라 능동형의 감지 특성상 감지 응답 특성(5~10

초 지연 특성)이 느려 기포 감지가 어렵다. 또한 능동형은 더욱 빠른 감지가 필요한 중규모 누출

이상에서 가능하지만 감지특성이 느려 소규모 및 중규모 누출감지방법 모두에 부적절하여 개발

을 하지 않으며, 프랑스 및 일본에서는 Ar-물 실험 장치에서 실험하여 소규모 누출(>1g/초) 감지

도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소듐에서의 실험은 하지 않아 불확실하다고 보고하였다.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해석은 1955년 미국의 APDA에서 세계 최초로 연구를 시작하

여, 70년대 중반 wastage에 따른 원자로 정지 기준을 수립하였다. 그 후 1987년 영국에서 PFR에

서의 대규모 누출사고를 경험한 후 물 누출량에 따른 사고전파 단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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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90년대에 IPPE를 중심으로 반응부위의 물리화

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Monju 증기발생기 계통을 대상으

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세부 분야별로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하며 가장 활

발하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부터는 12Cr 강 전열관 재료에 대한 다양한 검증 실

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액체금속 중 소듐은 핵적 특성이나 열수력학적 특성이 다른 액체금속보다 우수하고 공업적으

로 풍부하기 때문에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Yamamoto, 1977], [Hwang,

1996]. 소듐의 순도관리기술은 원자로의 냉각재 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정제 및 측정하는 기술

로서 구조재의 부식 방지, 물질전달현상 및 파손연료 검출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듐 중

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플러깅(plugging)을 유발하여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열전달계통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액체금속과 접촉되어 있는 구조재의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듐 중

의 불순물 농도는 계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열전달시스템에 있는 정제장치를 이용하여 불순

물의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액체금속로 선진국들의 경우 소듐순도관리기술을 이

미 확립한 상태이지만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의 정확도와 응답성, 불순물 측정센서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금속불순물에 대

한 실시간 측정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에 있어서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으로서, 납-비스무트나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신개념의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러

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1950년대 초 납-비스무트 공융합금을 원자로의 냉각재로 사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

납-비스무트 냉각재의 순도관리기술 및 구조재의 내식성 향상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부식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75MW(e)급의 소듐냉각 고속로

SVBR-75의 상세설계 및 중대형 원자로 BREST-300과 -1200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납-비스무트를 냉각재

와 핵 파쇄 표적으로 사용하는 가속기 구동형 핵변환로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program을 통해 납이나 납-비스무트를 냉각재로 사

용하는 장주기(약 15년)의 소형 모듈로 개념인 ENHS(Encapsulated Nuclear Heat Source)의 개

념설계를 수행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기전략 수립을 위하여 1999년부터 ‘고속로 주기의 상

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예전의 일본핵연료주식회사(JNC)를 위시하여 전력중앙연구소(CRIEPI),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납과 납-비스무트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연구개발을 위한 타당성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과 인도 등에서도 액체금속로와 핵변환로의 냉각

재 또는 중성자원 표적으로서 이들 냉각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소듐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유량계(electromagnetic

flowmeter)가 대표적이다. 전자기 유량계는 Michael Faraday의 전자기유도현상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동하는 전도성 유체의 유속과 가해준 자기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유속과 자기장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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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유도기전력으로부터 액체의 평균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전자기유량

계는 내부에 가동부가 없어 유동장 교란과 압력손실이 작고, 전기적 신호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

므로 응답성(response)이 매우 빠르며, 유량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전기적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독성 유체나 방사능 유체, 액체금속 등의 유량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영구자석을 사용한 전자기유량계는 전극 부위의 오염에 의해서 측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 유도형 유량계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의해 자기장을 가진

(exciting)시키고, 이 자기장 영역을 액체금속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유동에 의해 유동방향으로 이

끌리는 정도를 검출코일(sensing coil)로 측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 유량계는 Ledhe

와 Lang이 고안한 유량계(US특허, 1948)의 원천 특허에 처음으로 그 측정 원리가 소개되어 있

으며, 유도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induced-field meter로 불린다. 이 유량계는 유로관 및 내

부 유체와는 어떠한 전기적 연결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전극에서 발생하는 분극(polarization)문

제가 없다. 전극부위의 오염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배관의 오염이 매우 심한

중금속 루프에 최근 전자기유도형 유량계가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기유량계와는 다르게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는, 자장의 형태와 유량과의 관계가

복잡하여, 기전력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 해(exact solution)를 구할 수 없고, 보통 검출코일 신호

의 RMS값이 자기레이놀즈 수(magnetic Reynolds number) Rem에 비례하는 것으로부터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유속 과 자기레이놀즈 수 Rem은 유체의 전기전도도가 일정하면 서로 비례하

게 되나, 유체의 온도가 변하면 전기전도도가 변함으로 인하여 선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량

측정의 불확실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유속을 알면 역으로 유체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이온화된 가스(ionized gas)의 전도도 측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본 JOYO 원자로의 노심출구에 Yokogawa에서 개발된 와전류센서(eddy-current sensor)를

설치하여, 냉각재내에 혼입되는 커버가스(cover gas)나 연료핀(fuel fin)의 파손으로 인한 핵분열

가스(fission gas) 분출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포 검출기(void detector)로서 일종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사용하였다.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는 거리를 알고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속도 및 압력 성분의 교란

이 유동의 주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지연 시간(delay time)을 측정하여 관내 평균유속을 측정하

는 것으로, 측정 신호의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으로부터 유속을 구하기 때문에 상관유속계

(cross-correlation flow meter)라고 한다. 상관유속계는 두 지점사이의 거리만 정확히 주어지면,

신호처리를 통하여 지연시간을 구하여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원리상으로는 매우 간단한 유량계이

나, 신호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다른 유량계에 비하여 널리 이용되거나 상업화 되지 못하였다. 과

거에 비하여 신호처리 기법 및 전자장비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현재에는 초음파 센서로부터 두

지점에서의 시간지연을 구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Ruan 등은 핵발전소 복수기(feedwater)의 유량 측정을 위하여, 상관기법과 신경망(neural

network)를 적용하여 RTD(백금 측온 센서), 열전대,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조사하였는데, 초음파 센서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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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소듐냉각 고속로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인 증기발생기에서 소듐-물 반응사고를 근원적으로 방

지하기 위하여 현 연구단계에서 온라인 누출감지 기능을 갖춘 헬리컬형 DWTSG의 개념과

DWT의 열전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현재 신개념 DWT의 타당성을 검증

하는 실험을 착수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적으로 일본과 10년 이상의 많은 격차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헬리컬형 DWTSG 개념에는 일본이 채용하고 있는 직관형 DWTSG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설계입력 자료를 생

산하고 검증을 수행하면 10년 내에 기술적 우위에 도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KAERI의 SWR 감지기술개발은 수소 감지 >0.3ppm의 감지 성능을 가진 수소 감지

센서를 제작하였고, 피동형(passive)의 음향감지방법을 이용한 on-line 감지 툴(S/W)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툴의 감지성능은 PFR S/H 배경소음과 IPPE의 SWR음을 이용하여 S/N=1/100 ~

1/500 (-20dB ~ -27dB)을 확인하였고, 실제 누출 규모 0.37g/초의 SWR 실험으로 얻어진 음을

사용하여 S/N=1/100의 감지성능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는 음향감지방법의 기술현안인

증기발생기 소음 이외의 주변소음에 의한 감지 에러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Tae-Joon

Kim, 2008]

1980년대 초에 미량 누출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 곧바로 중단되었고, 1995년 이후 다시 수행하게 되었으나 이때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는 수행되지 못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소규모 실험 장치에서 크롬 함량이 적은 재료

(2.25Cr-1Mo, 5Cr-1Mo)에 대한 미량누출 현상 확인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에 들어와서야

실제 증기발생기 크기를 1/10 정도로 축소한 규모의 실험 장치에서 설계 사양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듐을 이용한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실험의 경우에는 개념

설계를 마친 KALIMER-600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재료인 modified 9Cr-1Mo 강에 대한 wastage

특성실험을 수행하여 기초적인 실험식을 구하였으며, 대규모 누출 실험의 경우 해석코드를 개발

하고 물모의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냉각재의 화재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SOFIRE II, SPRAY-3 전산코드와 가상적 LMFBR 사

고해석시 기계적 에너지 방출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SCOOL 전산코드를 구입하여 이를 정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소듐 화재 특성실험의 예비 계산등에 활용한 바 있으며(1990-1992),

SPRAY-3전산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와 격납용기내에서의 분무형 소듐 화재 실험값을 비교 고

찰하였으며 표면 연소 모델 (SOFIRE II)을 이용하여 풀형 소듐 현상을 해석하였고, 소듐 화재 에

어로졸 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993). 1995년도에는 소듐 화재특성 분석 기술을 통

해 새로운 소듐 열전달모델 설정하여 전산코드화 하였으며 , 중규모 소듐 화재 시험시설

장치를 상세 설계하였다. 1997-1998년도에는 건조된 중규모화재시험시설을 통하여 소듐

풀형화재에 대한 영향을 해석하였다.

소형 소듐정제루프를 설계, 운전하여 소듐 속에 있는 비금속 불순물의 정제, 산소농도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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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측정 및 제어기술은 확립하였으나, 금속 불순물 및 방사능이 포함된 불순물에 대한 측정

및 제어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형 실험 루프를 이용하여 소듐 순도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추후 실험로 등과 같은 대형 시설 구축을 대비하여 정제장치 중

의 하나인 개량형 콜드 트랩 등을 개발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팀이 납합금 냉각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이에 따른

구조재의 부식현상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KAERI에서는 핵변환로 과제에서 납-비스무트를 원자

로 냉각재 및 중성자원 표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여 납합금 냉각재의 특성에 관련된 기본 물

성 실험을 수행하였고, 현재에는 고속로기술개발부에서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

는 신개념의 증기발생기 개발을 위해 납합금의 부식특성 이해 및 효율적인 억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듐용 유량계는 국내에서는 제품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없고, 2000년 이전까지는 실험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노바톰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물 등에

사용하기 위한 교류 자석을 이용한 전자유량계는 국내의 벤처기업과 중소 유량계 업체에서 최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의 소듐용 유량계 제작은 실험장치에 적용을 위하여 1인치 또는 1.5

인치의 유로관에 전극을 용접하여 붙이고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요크를 만들어 자기장을 형성시

켜 소형의 교정탱크로 측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량계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전극부위의 오염이

나 저유량 측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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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신뢰성

향상 기술

국제 수준

- 소듐-물 반응사고 배제를 위한 신개념 연구, 소듐-물

반응에 내 식성 있는 재료 연구 및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호시스템 개발 연구의

일부 실용화단계

90

국내 수준

- 소듐-물 반응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개념 개발 착수 단계

- 기초적인 소듐-물 반응 실험을 수행하여 그 현상을

해석하였고, 음향에 의한 물 누출 감지기술 개발단계

- 소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 해석모델 개발단계

50

소듐 안전

관리 기술

국제 수준

- 고속로 개발 선진 국가들에 있어서 소듐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방호대책은 수립되었음. 일본에서는 연소현상에

대한 수치적 연구와 화재 평가용 코드검증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

- 원자로 운용에 필요한 최소기술은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기 확립되었고, 소듐-재료 공존성에 관한 연구 및 사용

후 소듐 처리기술은 개발 중임

90

국내 수준

- 소/중규모 화재실험을 통해 화재현상을 확인하고

기초적인 소화실험을 수행함. 소듐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산 방지기술의 개념 개발 착수 단계

- 소듐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

- Cold trap에 의한 비금속 불순물 정제, Plugging

Temperature Indicator에 의한 산소, 수소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을 확립함. 탄소, 질소 및 금속 불순물,

방사성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 미확보

- 소형 소듐루프 설계, 운전 등을 통한 소듐 안전취급 및

소규모 소듐시설 운용기술 확보

- 사용후 소듐 관리기술 개발 중

60

중금속 냉각재

기술

국제 수준

- 부식억제 기술개발을 위해서 부식실험용 루프를 제작하고

산소조절 및 재료 표면의 코팅기술 등을 적용 시험 중

- 열수력 루프를 제작하여 동적 부식실험 및 측정 장치

개발 중

- Po-130 처리 방법 개발

50

국내 수준 - 정적장치를 이용한 부식실험을 수행 30

표 0.2 소듐냉각 고속로 소듐 핵심기반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소듐 취급기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규모의 소듐 실험장치를 자체

적으로 설계,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누출을 음향으로 감지하는 방법과 같은 일부 기술은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소듐 핵심기반기술의 전반적인 국내 기술수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듐냉각 고속로

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

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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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력 루프를 제작하여 동적 부식실험 및 산소농도 제어

측정 기술 개발 중

소듐 열유체

특성 계측 및

검증기술

국제 수준
- 기술검증에 필요한 기본기술은 확립되었으나, 국소현상을

계측하고 해석하는 기술 개발은 미흡
95

국내 수준

- 실험을 통해 정상상태에서의 측정, 분석 기술은

확보되었으나, 과도상태 및 2상 상태의 측정, 분석기술

개발은 미흡

- 소규모 소듐 실험 장치를 이용한 측정 및 전산모델 개발,

검증 작업 수행 중

- 소듐 장치의 필수품인 전자펌프를 설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SASS 등 다수의 기기를 개발함

50

계측제어

설계기술

국제 수준

- 경수로와 소듐고속로 등 다양한 노형의 원자로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최신기술

확보

- 전 계통 디지털화 경험은 부족

98

국내 수준

- 경수로 설계를 통한 고전적인 계통 제어 및 원자로

보호계통에 대한 경험은 축적되었으나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

- 소듐고속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계통 설계 기술과

신기술 접목을 위해 통합설계기술 필요

80

SFR

계측제어계통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국제 수준

- 경수로 및 다양한 노형의 원자로 건설을 통해

아날로그계통의 검증자료 확보됨

- 소듐고속로의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이 거의

없으므로 종합적인 검증자료는 미흡함

95

국내 수준

- 일부 단독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국부적으로

수행되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축적됨.

- 소듐고속로 건설 및 운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세부 기술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경수로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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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중벽관 특성기술 개발

1. 연구목적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가 GEN-IV의 차세대

노형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다. 소듐은 화학적 활성이 강하여 여러 물질과 반응함으로써 이 고

속로의 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듐과 물 사이에 열이 교

환되는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에서 소듐과 물이 화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다.

증기발생기의 내부는 수많은 전열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온, 고압(150～190

기압)의 물/수증기가 얇은 전열관 벽을 사이에 두고 상대적으로 고온, 저압(1기압 정도)인 셀측

소듐과 열을 교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열관 벽에 결함이 생겨 물/수증기가 소듐

속으로 누출되면,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접한 전열관들도 부식성 침식에 의해 증기발생

기 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GEN-Ⅳ 소듐냉각고속로 분야에서도 증기발생기 신

뢰성 향상기술 개발은 주요 연구항목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있다.

고속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중벽관(Double Wall Tube; DWT)을

갖는 증기발생기(Double Wall Tube Steam Generator; DWTSG)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해

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중벽관 증기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술들을 상세 분석한 후 기존의 기술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주요 현안을 추출하여 개

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된 기반자료를 생산하여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

하는데 있다.

2. 기술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DWTSG에 관련된 기술을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남호윤,

2007]. 증기발생기에서의 누설로 인하여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한 고속로로는 미국의 FERMI,

영국의 PFR 및 소련의 BN350 등[Takahashi, 1988, Smith, 1967, Brinkman, 1979]이 있고, 또한

다수의 미세한 누설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증기발생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중벽관을 사용하는 증기발생기(DWTSG)를 개발하고 있고, 일본의 차세대 고속로인 JSFR에서

는 직관형 DWTSG를 채용한다고 2005년에 발표하였다[Hishida, 2007]. 이중벽관을 사용하는 고

속로용 증기발생기에서는 소듐과 물 사이에 두 겹의 격리막이 있는 형태로 소듐과 물 사이의 압

력경계에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94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고속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듐-물 반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DWTSG 개념을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DOE의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체에서 DWTSG를 개발하였고, 후기에는 일본의 국립연구소와 민간 전력그룹이 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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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초의 고속로는 ANL에서 개발하여 1951년부터 1963년까지 운전한 실험로인 EBR-I

이다. 그 후 DWTSG를 갖는 실험로인 SRE, HNPE를 개발하여 운전하였고, GE에서는 잠수함

용 DWTSG를 연구한 적이 있다. ANL에서 설계하여 1963년에 시운전을 시작한 열용량

63MW인 EBR-II는 이중벽관을 갖는 대표적인 실험로이다.

1970년대 초에 DOE의 지원으로 시작된 CRBRP 고속로 개발계획에서, 초기에는 3종류의 증

기발생기를 개발하였는데, DWTSG를 개발하는 분야에는 EPRI, GE 등이 포화증기 사이클을,

WH에서는 과열증기 사이클을 갖는 DWTSG를 설계하였다. CRBRP 고속로에는 1970년대 중

반기에 hockey-stick형 증기발생기로 결정되었지만 CRBRP의 후속기로 PLFR을 기획하였는데

이 원자로에서도 3종류의 증기발생기를 개발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에 과열

증기 사이클을 갖는 직관형 DWTSG를 WH가 개발하기로 결정되어 설계하였고, 1990년대 초

까지 검증하기로 추진하였으나 미국 원자력산업의 쇠퇴로 유야무야 되었다. GE는 이와 별도로

1980년 초부터 PRISM 고속로를 개발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포화증기 사이클을 갖는

DWTSG가 참조 증기발생기이었다.

일본에서는 DWTSG를 대략 1970년대 후반기부터 9개의 일본 전력회사가 투자하여 공동으

로 만든 회사인 JAPC와 CRIEPI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였다. JAPC는 경제성을 고려하

여 중간열교환계통을 삭제할 수 있는 DWTSG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미국 DOE의

지원을 받는 WH와 공동연구를 수년간 수행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는 미국의 비핵확산 정책

에 의해 고속로 개발계획이 축소되면서 DWTSG의 개발업무는 JAEA(PNC, JNC)가 주관하게

되었다. 1MW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2000년대 초까지 유동안전성 실험, 열전달 실험, 누설감지

실험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DWTSG 개발에서의 현안은 내관과 외관 사이에 경계면이 있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열전달

성능 저하를 극복하는 문제와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

는 온라인(on-line) 누출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열증기 사이클을 사용하는 두 종류의 증기발생기가 연구되고 있는데, 직관형 DWTSG와

헬리컬형 DWTSG 이다. 직관형 DWTSG는 핵연료교환 기간에 비파괴검사에 의한 전열관의

검사가 용이하지만 열팽창을 흡수하는 것이 어렵다. 증기발생기 셀과 전열관다발 간의 열팽창

차이는 셀에 벨로우즈를 설치하여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셀은 소듐-물 반응을 고려하여 대략

2～3MPa 정도로 설계하므로 고압용 벨로우즈를 개발하여야 하나 아직 대형 벨로우즈를 운전

한 경험이 없다. 전열관다발에서의 전열관간의 열팽창 차이를 흡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온도와

유동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전열관들 간에 열팽창이 상이할 수 있고, 특히 폐쇄(plugging)

한 전열관이 있거나, 천이상태에서는 이 열팽창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헬리컬 DWTSG는 열팽창을 흡수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이중벽관을 휠 수 있는 최소허용 반경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의 직경이 커지게 되고, 또한 현재의 기술로는 비파괴검사가 매

우 어렵다. 그러므로 헬리컬 이중벽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전

열관 파손을 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 적절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두 종류의 DW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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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헬리컬형 DWTSG 장기개발계획

그림 1.1 DWTSG 개발방향 설정

에서 공통적인 문제로는 이중벽관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림 1.1에 직관형

DWTSG와 헬리컬형 DWTSG의 장단점을 기술하였고, 현안과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

술하였다. 그림 1.2에는 핵심요소기술 개발 계획안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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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WTSG 고유개념 개발

가. 개념개발

이중벽관은 소듐과 물 사이에 2중의 격리막이 있는 형태이다.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미세한 틈이 생기는 경계면에는 열전달이 높고, 재질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헬륨가스를 채

운다. 여러 종류의 이중벽관이 고려되었지만 제작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프레스트레스 방법으로

만든 이중벽관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essions, 1981]. 이 방법은 이중벽관의 단점

중 하나인 열전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간압연 가공공정에서 생성된 경계면의

잔류응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어닐링 방법으로 짧은 길이의 이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이 있기

는 하나, 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수십 미터 길이의 프레스트레스 이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제작 업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어닐링 방법으로 제작된 이중벽관은 외관과 내관 사이에 잔류

응력이 존재하지 않아 열전달 성능이 프레스트레스 방법보다 좋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현재 수

십 미터 길이의 프레스트레스 이중벽관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에는 셀 측에 흐르는 고온의 소듐에서 튜브 측으로 흐르는 저온의 물/수증기에

열이 전달되므로 외관의 온도가 최대 55℃ 정도 내관의 온도보다 높다. 그러므로 내관과 외관

을 같은 재질로 제작할 경우, 외관의 열팽창이 내관보다 커서 경계면에서의 잔류응력이 감소하

여 밀착되지 못하므로 열전달 성능이 감소한다. 극단적으로는 프레스트레스 이중벽관을 사용한

EBR-II의 과열기에서는 정상운전 8년 후에 열출력이 서서히 감소하다 그 후 8년 후에는 정상

운전의 84%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운전기간 동안 내관과 외관 사이에 제작 시에 생성시켜

둔 잔류응력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Srinivasan, 1985, Bushman, 1981].

소듐-물 반응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듐-물 반응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감지하기 위하여 EBR-II[Srinivasan, 1985]

와 Westinghouse 사[Sessions, 1981]의 DWTSG에서는 상부에 물측 튜브시트와 소듐측 튜브시

트를 별도로 만들고, 이 두 튜브시트 사이인 공용 헬륨가스 플레넘에 모든 전열관의 경계면이

노출되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에 모인 헬륨가스를 분석하여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코자 하였다.

일본 JAPC와 PNC가 공동으로 설계한 DWTSG[Kisohara, 1991]에서는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공

용 헬륨가스 플레넘을 설치하여 이중벽관의 경계면에 흐르는 헬륨가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내관이 파손되면 급수헤더와 수증기헤더에서 전열관을 폐쇄시킬 수 있

으나, 외관이 파손되면 그 관을 폐쇄시킬 수 없으므로 헬륨가스가 소듐 측으로 누설되거나 소

듐이 공용 헬륨프레넘에 채워지게 되므로 파손감지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General

Electric 사[Cho, 1989]와 JSFR[Hishida, 2007]의 DWTSG에서는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 기능

을 구비하지 않았다. JAPC에서 개발한 헬리컬 DWTSG[Kashowakura, 1991]에서는 모든 전열

관을 증기발생기의 셀의 외부로 통과시킨 후에, 각각의 전열관의 헬륨가스를 분석하여 전열관

의 파손을 감지코자 하였다. 이 방법은 수많은 전열관이 증기발생기 외부에 노출되므로 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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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사고와 같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벽관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기술적 현안은 내관과 외관 사이인 경계면에서

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소듐-물 반응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전열관의 파손을 감

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종래 개발된 프레스트레스 이중벽관은 내관과 외관이 동일한 재질이었다. 따라서 소듐과 접촉

하는 외관은 온도가 높아 열팽창이 많고, 물/증기와 접촉하는 내관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열

팽창이 적어 두 관 사이에 온도차가 클수록 밀착도가 떨어져 두 유체 사이의 열전달 성능이 저하

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는 이중벽관의 개념을 개발하

였다. 열팽창률이 10∼15% 정도 다른 두 가지 재질 즉, 외관은 열팽창률이 낮은 재질, 내관은 높

은 재질로 이중벽관을 제작하여 온도차이가 발생하여도 밀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질이 다른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되어 졌고 온라인 누출감지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길이 방향으로 4개의 홈(groove)을 외관의 내부에 설치하였다.

내관은 2¼Cr-1Mo 강을, 외관에는 Mod. 9Cr-1Mo을 사용하였다. 400℃에서 2¼Cr-1Mo 강의

열팽창률은 약 1.39×10-5/℃이고, Mod. 9Cr-1Mo 강의 열팽창률은 약 1.21×10-5/℃ 이다. 이 경우

증기발생기 정상운전에서 내관과 외관 사이의 최대 온도차인 55℃에서 상온에서와 유사한 열전

달 성능을 가지며, 내관과 외관이 550℃되는 가상 이상상태에서는 ANSYS 전산코드로 계산하면

12MPa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중벽관은 내관과 외관이 접하는 부분이 표면돌기에 의해 완전히 밀착되지 못해 미세한 공간

이 생성된다. 이 미세한 공간에는 헬륨가스로 채워지는데, 만일 외관이 파손되면 이 공간에 채워

진 헬륨가스(20기압)가 소듐 측(대기압)으로 누출되고, 내관이 파손되면 수증기(165기압)가 이 헬

륨가스가 채워진 공간으로 유입되게 된다. 잔류응력으로 밀착한 경계면에서의 유동마찰계수는

매우 높기 때문에 헬륨가스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외관의 내면에 홈을 길이방향으로 만들어 둔다.

파손감지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감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을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감지하

여야 한다.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 기능을 구비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하부 튜브시트에서

각 이중벽관의 홈을 개별적으로 감지홀에 연결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튜브홀에는 내관만 통과

시켜 하부에서 튜브시트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외관은 튜브시트의 상부에서 용접으로 부착하면

헬륨가스는 튜브시트 내부에서 내관의 외부와 튜브홀 사이로 연결되고, 다시 튜브시트의 측면에

서 연결튜브를 통하여 파손감지 시스템에 연결된다. 외부에서 홈의 압력변동을 측정하여 전열관

의 파손을 감지하므로 외관의 파손시에는 연결튜브를 막고, 급수헤더와 수증기헤더에서 전열관

을 막으면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 시 감지기능의 상실 없이 전열관 격리가 가능하다.

하부 튜브시트에서 튜브홀은 감지홀을 반경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그림 1.4에서와 같이

각 행(row)에 있는 튜브홀이 반경방향으로 일직선이 되게 배치한다. 파손감지 계통은 그림 1.5

에서와 같이 헬륨가스 플레넘에 연결튜브들을 연결한 모양으로 만들며, 헬륨가스 프레넘의 개

수는 압력계의 사고확률, 감응도 및 파손 후 감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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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개념 이중벽관

그림 1.4 하부 튜브시트에서의 튜브홀과 감지홀 배치

그림 1.5 온라인 전열관 파손감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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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설계

상기개념들을 활용하여 375MWth 용량 소듐냉각 고속로용 헬리컬형 DWTSG를 개념설계

하였다. 이 개념들 이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한국, 일본, 미국, 유럽 4개

국에 20개 특허항목으로 특허출원하였다[Nam, 2009]. 이 증기발생기는 소듐과 물이 역류로 흐

르는 셀과 튜브 형식으로 그림 1.6과 같은 형상을 갖는다.

증기발생기의 구조는 크게 나누어 증기발생기의 외형인 셀, 헬리컬 코일과 지지대로 구성된

튜브다발부, 소듐이 들어오는 부분인 상부튜브 아셈불리, 소듐이 나가는 부분인 하부튜브 아셈

불리, 수증기 헤더, 급수헤더 및 커버가스 공간으로 구분된다. 헬리컬 코일은 내부원통(Inner

shroud)에 감겨 있는 형태이다. 11개의 튜브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튜브의 개수는 396개이다.

가장 적은 반경을 갖는 행에는 26개의 튜브로 이루어지고, 코일반경이 780mm이다. 튜브의 기

울기는 13.139°이다. 외부원통(outer shroud)은 튜브다발의 외부에 설치되며, 다발내부에 소듐

유로가 형성되게 하고, 다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튜브다발의 상부와 하부에는 2개의 유량

조절용 오리피스가 달린 수평으로 설치된 수평지지대가 있고, 튜브다발에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반경방향 지지대를 8개 설치하였다. 반경방향 지지대는 내부원통, 외부원통 및 유량조절용 수

평지지대들에 의해 지지된다.

헬리컬 코일이 수증기헤더의 튜브시트에 용접되기 위하여서는 튜브의 방향이 77° 정도 방향

이 바꾸어야 되므로 휘어서 방향을 바꾸고, 튜브시트의 반경을 줄이고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하

여 증기발생기의 중심을 향해 다시 두 번 휘었다. 이 때 휨반경은 590.2mm 이므로 튜브직경

대 휨반경의 비는 19.7 정도이다. 하부튜브 아셈불리에서는 상부튜브 아셈불리에서와 같이 튜

브를 벤딩하여 튜브를 그림 1.6의 튜브홀에 각각 연결하였는데, 이때 인접한 튜브표면 간의 간

격이 최소 10mm 이상 되도록 하였다. 하부 튜브시트에는 6개의 튜브 행이 있으며 각 행 마다

66개의 튜브가 배치되고, 가장 내부 행의 직경은 1.0512m이고, 행간격 피치는 60mm이다.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정화계통으로 연결되는 배관으로 넘쳐흐르는 방법으로 제어하므로 정

화계통으로 통하는 관보다 상부에는 알곤가스로 채워지는 커버가스 공간이 형성된다. 내부원통

의 내부는 커버가스 영역의 커버가스와 연결되어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소듐증기가 내

부원통에 들어가 응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작은 홀을 뚫었다. 또한 내부원

통의 상부에 5인치 파열판 3개를 설치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 시, 급

수밸브 작동 등과 같은 비상조치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증기발생기 내부 압력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에서 소듐과 커버가스 사이의 온도차가 매우 커기 때문에 소듐의 자유액면이 요동하면

전열관에 열피로를 유발시킨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원통를 상부까지 확장하고 상부튜

브 아셈불리에서는 튜브의 외각에 전열관 보호막을 설치하여 자유액면 요동의 진폭을 완화시

키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상부 외부원통과 보호막에는 작은 홀을 다수 뚫어 외부와 내부로 미

세하게 소듐과 커버가스가 유동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튜브다발에서의 유동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유입노즐과 유출노즐은 서로 직각으로 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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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듐이 들어오는 부위에는 2개의 오리피스형 유동분배기를 설치하여 원주방향으로 균일하

게 튜브다발 내부로 들어오게 하고, 소듐의 출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튜브다발에서 소

듐이 균일하게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수증기헤더, 전열관 다발, 내부원통, 외부원통 및 급수헤더는 용접과 볼트에 의해 한 뭉치로

제작된다. 이를 증기발생기 셀에 삽입하고, 셀을 상부 튜브시트와 하부 튜브시트에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그러므로 셀과 외부원통 사이에는 미세한 간격이 생기고 소듐 중 일부가 이 틈새

로 흘려 증기발생기 외부로 방출되는 열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셀과 튜브다발을 같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다. 열수력 설계

중간열교환기에서 가열된 소듐은 증기발생기 셀의 상부측면에 있는 2개의 유입노즐을 통하

여 튜브다발로 주입되고, 다발의 셀측을 통하여 하부로 내려가 셀의 하부측면에 있는 2개의 유

출노즐을 통하여 중간열교환기로 되돌아간다. 물은 증기발생기의 하부에 있는 급수헤더에서 각

각의 전열관 내부로 흘러들어가 가열되면서 상승하고, 전열관 길이의 약 1/3 영역에서 2상유동

이 발생하고 그 길이의 2/3 영역에서 과열 수증기가 되어 상부에 있는 수증기헤더로 들어간다.

설계를 위하여 개발한 SGOLD 전산코드는 각각의 전열관 행에서 1-D 계산을 수행하지만

각 행들에서 휨반경이 달라짐에 따라 열전달에 약간 차이가 생기므로 각 행에 있는 전열관들

의 개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평균하였다.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에서 소듐유속

과 물/수증기의 유속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헬리컬 전열관에 사용될 수 있는 실험식들 중

에서 보수적인 실험실을 사용하였고, 이 실험식들에 대해서는 기 발표한 논문[Nam, 2009]에

기술되어 있다.

이 증기발생기의 설계인자는 표 1.1에 기술하였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 및 열관류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그림 1.7에 보이고 있다. 평균열유속은

내경을 기준으로 약 3590 w/m2℃이고, 튜브에서의 압력손실은 약 374kPa, 셀측에서의 압력손

실은 약 82kPa이었다.

사용한 실험식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

계오차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온, 고압에 사용되어지는 물측의 2상유동에 관련된 실

험식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가 높았고, 그 중에서 critical quality 및 film boiling에 대한 실

험식이 계산결과에 많은 영향을 보였다.

설계한 DWTSG의 3차원 도면(그림 1.8)을 제도하여 배관들의 상호간섭 및 제작성을 분석

하였다. 이 증기발생기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운전 중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 전에 온라인으

로 내관 또는 외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DWTSG보다 열효율이 향상

되었다. 또한 이 증기발생기에는 초과설계기준사고에 속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시에 압력에 의

한 사고확대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소듐 자유액면의 요동으로 인한 전열관의

열피로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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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Thermal power 375 MW

Steam cycle Super heat

Tube diameters (OD/GD/ID) 30/26/22 mm

Effective / Overall tube length 56.9 / 61.6 m

Tube inclination 13.14 degree

Number of tube 396

Number of row 11

No. of tube support (radial/hori.) 8 / 5

Logitudinal / Row pitch 44 / 60 mm

Sodium inlet temperature 520 °C

Sodium outlet temperature 335 °C

Water inlet temperature 230 °C

Steam outlet temperature 490 °C

Steam pressure 16.5 MPa

Sodium mass flow rate 1592 kg/s

Water mass flow rate 165.4 kg/s

OD of inner shroud 1.49 m

ID of outer shroud 2.83 m

OD of shell 3.01 m

Height of tube coil 12.56 m

Height of steam generator 20.6 m

표 1.1 설계한 헬리컬 DWTSG의 사양

그림 1.6 헬리컬 DWTSG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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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증기발생기에서 온도들과 열전달계수의 분포도

그림 1.8 DWTSG 3D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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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온 누출감지 실험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내관과 외관이 접하는 경계면 사이로 헬륨이나 수증기가

원활히 유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전열관의 파손이 일어난 후 감

지하는데 필요한 지연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면에서 가스의 유동에 미치는 인자들로

는 두 관의 표면조도, 접촉압력 및 인발할 때의 조건 등이 관련되고, 또한 유동마찰계수에는

Reynolds 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계획하였다.

첫째로는 상온 누출감지 실험이다. 상온에서 이중벽관의 표면을 모사하는 두개의 평판인 시편

을 서로 맞대어 잔류응력을 모사하는 접촉압력을 가하면서 유동마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고온 누출감지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이중벽관을 사용하여 온도가 누출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한다. 실험함수로는 내관과 외관의 평균온도와 온도차이 이다.

냉간인발 가공으로 일반적인 관을 제작하면 표면조도는 Ra 값으로 대략 0.3-1.0 μm 범위에

있다. 상온에서 이중벽관의 외관의 재질로 사용코자 하는 Mod. 9Cr-1Mo 강의 항복강도는 상온

에서 대략 390-410MPa 범위에 있다. 프리스트레스 이중벽관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잔류응력은

17.5MPa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면조도는 시편을 Blast method로 표면처리하여

만들었다. 시편의 형상과 지지대는 그림 1.9에 보이고 있다.

상온 누출감지 실험은 4종류의 실험인자로 경계면에서의 유동마찰계수를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측정한 실험자료가 방대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인자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실험결과는 별도로 실험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유동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Reynolds 수

로 f =B/ReC 와 같은 관계식으로 기술된다. 여기에서 B, C는 양의 상수이다.

실험에서 유동마찰계수와 Reynolds 수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log-log 함수에서 직선으로 나타

나고 비례상수가 음수이므로 미세 경계면에서도 이 관계식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0은

측정한 C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C 값은 1.3 정도이다. 유동마찰계수를 기술하는 일반식

에서 자연순환에서는 C가 1이고, 강제순환에서는 Blasius 실험식 (C=1/4)에서와 같이 1 이하로

낮아지고 Reynolds수가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관계식에서 B는 Reynolds 수에 무관하므로, 유량에 무관하다. 실험에서 실험인자인 표면조도,

접촉압력, 초기압력들이 동일 조건에서 유량이 변하여도 B가 같아지는 C 값을 구하여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1.11이다. 초기압력이 높아지면 B가 증가하다가 초기압력이 더 증가하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낮은 접촉압력일수록 초기압력이 높아지면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2은 표면조도에 따른 B 값을 보여준다. 표면조도가 낮으면 경계면의 간격이 좁아져서

유동마찰계수가 더 높아질 것을 예상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와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험자료로부터 B를 계산할 때에 경계면의 간격을 표면조도의 3배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

나 실제로는 경계면의 간격이 표면조도에 1차적으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으로 간주된다.



- 7-26 -

그림 1.9 시편 및 시편지지대

0 5 10 15 20 25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Contact pressure (MPa)

C

Surface roughness
 0.286  mm
 0.435
 0.728
 0.828
 0.868

그림 1.10 표면조도에 따른 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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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B에 미치는 초기압력과 접촉압력의 영향 (ε=0.728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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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표면조도와 접촉압력에 따른 B 값 (PF=379MPa)



- 7-28 -

5. 이중벽관 설계, 제작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어닐링 방법으로 짧은 길이의 이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이 있기

는 하나, 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수십 미터 길이의 프리스트레스 이중벽관을 제작한 경험은 전무

하다. 일본은 고속로인 JSFR에는 홈이 없고 내관과 외관이 동일한 재질인 Mod. 9Cr-1Mo 강을

사용하여 이중벽관을 Tohsei Kokan 사와 Nippon steel 사의 자회사인 NSTR에서 공동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JAEA에 국한되며 국외 기술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중벽관은 냉간인발 가공공정에서 생성된 경계면의 잔류응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프레스트레스 방법으로 제작한다. 증기발생기 개념설계에 맞는 최적의 전열관 설계

사양으로 외관의 외경이 30mm, 외관의 내경이 26mm, 내관의 내경이 22mm인 이중벽관 선정하

였다. 외관의 내면에는 4개의 홈이 90도 각도로 길이방향으로 설치된다. 외관의 내면에 있는 높이

약 0.3mm인 홈, 내관의 내면에는 허용깊이 0.5mm인 물 측의 부식 및 헬리컬 전열관에서의 휨 등

을 고려하여야 내관과 내관의 두께를 각각 2mm로 설정하였다.

3종의 이중벽관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한국특수파이프 사에서 제작하였는데 제작사양이

고유하고 또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므로 연구원과 협의를 통하여 try and error 방식으로 개

발하였다. 이중벽관은 내관과 외관을 별도 제작한 후 내관을 외관에 삽입한 후 동시에 인발하

였다. DWT-1은 선정한 이중벽관이며 내관은 2¼Cr-1Mo 강을, 외관은 Mod. 9Cr-1Mo 강으로

4개의 홈이 있다. DWT-2는 DWT-1과 같으나 홈이 없는 것이고, DWT-3은 내관과 외관의

재질이 같게 Mod. 9Cr-1Mo 강으로 홈이 있게 제작하였다.

이중벽관의 특성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외형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면에 생성된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잔류응력 측정방법에는 홀드리링 방법, 중성자

회절법, x-ray 조사법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홀드리링 방법과 x-ray 조사법은 이중벽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로 원자로에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중성자 회절법으로 측정

을 시도하고 있다.

제작 허용공차로 경계면의 간격은 5µm 이하로, 잔류응력은 10±2 MPa 정도로 설정하였고,

외경과 내경은 ±0.5%, 두께는 ±5%, 홈의 높이는 0.25～0.35mm, 홈의 폭은 0.8～1.2mm로 설정

하였다. 측정결과는 외경은 0.03mm 정도 커며, 내경은 0.07mm 정도 작고, 경계면은 0.3mm 정

도 커다. 내관의 두께는 2.17mm, 외관의 두께는 1.88mm로 결과적으로 내관이 설정치보다 약

간 두꺼운 편이다. 길이는 6m이다.

그림 1.13은 제작한 DWT-1 이중벽관의 단면이다. 이 그림에서 홈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림 1.14는 경계면의 형상을 SEM 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한 것이다. 경계면의 간격은 2-3µm 정

도이고 다른 3 곳도 이와 유사하였다. 그림 1.15는 홈의 형상인데 반달형으로 뚜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다른 3개의 홈도 유사한 형상을 보였다. 600℃에서 2시간 열처리한 후에는 경계면

과 홈에는 이 물질이 얼마간 생성되었는데 분석한 결과 산화물이 석출되었다. 제작 시에 이 공

간에 들어간 산소가 재질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제작한 이중벽관의 검사를 더

수행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결론은 시험결과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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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DWT-1 이중벽관의 단면

그림 1.14 경계면의 형상과 간격

그림 1.15 600℃에서 2시간 템플링한

후의 홈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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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벽관 타당성 검증장치 설계

동일 재질로 만든 이중벽관이 갖는 문제점인 열전달 성능의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열

팽창률이 서로 다른 재질로 이중벽관을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 증기발생기 운전시

에는 내관과 외간의 온도차가 길이방향의 위치마다 다르므로 경계면에서의 열전달 성능이 다

르게 되어, 연구문헌에 의하면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가 최대 2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내관과 외관의 재질이 다르게 설계한 즉, 내관은 열팽창률이 높은 재질

로, 외관은 열팽창률이 낮은 재질로 만든 이중벽관에서는 내관과 외관 사이에 55℃의 온도차가

발생하면 상온에서와 유사한 잔류응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위치에 따른 경계면에서

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고, 어느 정도 평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증기발생기 설계와 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

중벽관 개념에서 열전달계수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내관과 외관의

온도차에 따라 열전달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실험에서는 내관과 외관 사이의 온도차를 높이기 위하여 열전도도가 높은 소듐을 사용

하는 실험장치를 설계하였다. 즉, 소듐과 소듐이 이중벽관을 사이에 두고 열교환되는 장치로

이중벽관의 외관의 외부에는 고온의 소듐이 내관의 내부에는 저온의 소듐이 역류로 흐르게 하

였다. 소듐의 유속을 측정하는 전자유량계는 일반유체에 사용하는 유량계들보다 정확도가 낮

다. 그러므로 유량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중벽관의 외부에 흐르는 소듐이

냉각된 후 내부로 다시 유입되게 만들어 유량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설계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를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른 변수들은 측정

하거나, 실험식 또는 물성치에서 주어진다.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hg)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1/hg은 매우 적은 수치이다. 각각 오차를 갖는 변수들에서 매우 적은 수치를 측정하면 높

은 측정오차를 유발시킨다. 이 실험의 주요요건은 실험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측정오차는 대략 13% 이하이다.

이 실험장치의 개념도는 그림 1.16에 보이고 있다. 실험장치는 150kW 열용량인 두개의 루

프로 구성되고, 질량유속은 1.2kg/sec이다. 총 소듐량은 500kg이고 주배관은 1인치 seamless

316강 파이프를, 보조배관은 3/4인치 seamless 316강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실험장치에 설치할

8종의 부품과 배관도를 상세설계 하였다.

실험장치는 1개의 폐회로를 형성한다. 전자펌프로 구동되는 소듐은 유량계를 통과한 후 참

조실험부의 튜브 측으로 들어가고, 가열된 후 다시 가열기로 들어가 500℃로 가열된 후에 실험

부의 셀측으로 들어간다. 실험부에서 튜브측의 소듐과 열교환 후에 냉각기 ⑦로 들어가고, 냉

각된 소듐은 다시 실험부의 튜브측으로 유입된다. 실험부의 튜브측에서 유출된 소듐은 가열기

④에서 가열된 후에 참조실험부의 셀측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냉각된 소듐은 냉각기 ⑥으로

들어간 후 전자펌프로 되돌아간다.

실험부는 약 5m 길이의 이중벽관을 사이에 두고 셀측에는 고온의 소듐이 하강하고, 튜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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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저온의 소듐이 상승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환형 형태의 열교환기이다. 이중벽관의

상부와 하부에는 튜브 상하에서의 소듐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를 지지하기 위하여 단일벽관을

연결한다. 셀측에는 7개의 지지대와 11개의 열전대를 설치한다.

이 DWT 타당성 검증장치에 필요한 12종 30부품의 기기와 물품의 사양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주문제작이 필요하거나, 구입에 장시간이 요하는 기기는 구입하였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

품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다. 상세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배관도를 그림 1.17과 같이

작성하여 배관들의 상호간섭 및 작업공간을 확인하였고, 지지대와 지지구조물을 상세설계 하였

다. 이 검증장치는 가로, 세로 4.6×5.4m 면적에 높이는 11m이다. 기기들 중에서 고가인 소듐/

공기 냉각기는 그림 1.18과 같이 자체 설계하였다.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cold trap용 전자펌프

와 전자유량계도 자체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소듐/공기 냉각기는 150kW 용량으로 외경과 내경이 각각 12mm, 10mm인 스테인레스 316

강 튜브로 헬리컬형 구조를 갖는다.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6m 길이의 튜브를 40개 사용하

며, 튜브의 경사각은 9.85°이다. 행의 개수는 5줄이고, 행간격 피치는 24mm, 종간격 피치는

22mm이다. 내부원통의 외경은 0.238m, 외부원통의 외경은 0.476m이며 냉각기의 높이는 1.52m

이다. 소듐의 유입온도는 362℃, 유출온도는 262℃이다. 셀측에 흐르는 공기의 유량은 0.75kg/s

이고, 공기의 유입온도는 40℃, 유출온도는 245℃이다.

7. 연구결과

소듐냉각 고속로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인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기술현안 분석을 통하여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개발방

향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기술적 현안은 내관

과 외관 사이인 경계면에서의 열전달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소듐-물 반응사고가 일어나기 전

에 전열관의 파손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운전 중에 온라인 전열관 파손 감지기능을 갖는 헬리컬형 이중벽관 증기발생기의 고유개념을

개발하여 개념설계 하였고, 3차원 설계도면을 제도하여 제작성을 검토하였다. 고유개념 이중벽관

은 열전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관과 외관을 다른 재질로 만들었다. 이중벽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중벽관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타당성 검증장치를 상세설계 하

였다. 장치에 소요되는 기기와 재료의 사양서를 작성, 선정하였으며, 또한 이중벽관 없이도 수행

이 가능한 상온 누출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온라인 누출감지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검증실험에서는 내․외관의 재질이 다른 이중벽관의 단점인 가상 이상온도조건에서 생성

되는 응력으로 인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내․외관의 온도차에 따

라 밀착성이 변하여 생기는 열전달 및 누출감지 특성도 확인하여 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설계

입력자료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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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검증장치 개념도



- 7-33 -

그림 1.17 검증장치 3D 배치도

그림 1.18 소듐/공기 냉각기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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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 누출 음향감지기술개발

1. 서론

고속로의 안전성은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에

대한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기술개발의 목적은 고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개발하고 있는 피동형 음향감지

방법을 보완, 검증하여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과 보다더 누출 규모가 큰 누출을

감지하는데 유리한 능동형 음향감지방법을 함께 보완하여 조기 물 누출 음향감지기술을 향상시

키는데 있다. 따라서 물 누출을 얼마나 조기에 감지하는가가 안전성과 설계에 중요한 인자로 작

용한다.

이번 기술개발의 피동형 음향감지방법은 소규모의 누출을 감지하는데 활용되며[Tae-Joon

Kim, 2001, 2008], 능동형 음향감지방법은 중규모 누출을 감지하는데 적용하며, 이번 물 누출 감

지설비 시제품은 피동형과 능동형 감지방법을 동원하여 소규모 누출에서부터 중규모 누출까지

감지해내는데 있다. 이번 시제품은 0.1g/sec 이하의 누출도 S/N=1/100 (-20dB) 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제품 성능실험을 위해서 KAERI의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에서 0.004~0.54g/초의

누출 실험하여 신호음을 획득하였다.

2. 실험장치

소듐-물 반응 음향감지 실험장치는 SUS304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였고, 용기의 크기는

높이 2000mm, 지름 300mm, 두께 5mm이다. 소듐용 전자펌프는 용기 밑에서 소듐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증기발생기의 순환조건과 같이 소듐이 하강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

기 위함이다. 스팀 공급장치는 낮은 압력에서부터 125kg/cm2까지 고압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용기의 바깥 표면에 길이 500mm, 지름 5mm인 음향 가이드를 설치하였다. 음향센서는

DECI사의 SE1000-HI를 사용하였고 프리 앰프 및 500J 파워 어뎁터가 연결되어 있다. 음향센서

는 DECI의 센서 어뎁터를 사용하여서 교체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소듐-물 반응 음향감지 실험

장치에서의 실험은 수위를 변화시키면서 할 수 있으며, 노즐(nozzle)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소듐-물 반응음 생산

소듐-믈 반응음 생산은 피동형 감지논리를 개발하고 이후에 조기 물 누출 감지비 시제품 개발

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소듐-물 누출 반응음 생산은 300℃의 소듐 속으로 300℃의 스팀(0.379g/

초)을 평균 구멍지름이 0.2mm의 노즐을 통해 주입하여 음향신호를 측정하였다. 소듐-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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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음은 소듐 및 물 온도 300oC에서 스팀 공급압력을 125kg/cm2 까지 제어하여 스팀 누출량

을 변화시키면서 실시하여, 총 10종의 KAERI 소듐-물 반응음을 생산하였고, 그림 2.1과 같이 각

반응음에 대해서 FFT 분석에 의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생산된 반응음은 피동형 음향

누출감지논리를 장착한 시제품의 감지 툴의 성능 시험에 활용하였다.

나.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앞서 개발한 피동형 음향감지방법의 적용은 소규모 소듐-물 반응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의 사고는 소규모 누출만 있지 않고 물론 소규모 누출로부터 시

작되지만, 갑작스런 누출 구모가 소규모 보다 큰 누출규모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방법이 함께 설치됨으로써 고속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누출 사고를

보다 더 신뢰성 있게 방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능동형 음향감지방법은 매질 속에 기포가 존재하면 방출된 초음파가 기포에 의해서 음향감

쇠가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여 기포층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규모 누출 시 물 누출량이 아주 소량이면 소듐과 물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수소가

수의 양도 적고, 또한 수소는 소듐과 쉽게 반응하여 소듐 하이드라이드(NaH)가 된다. 따라서

누출과 동시에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누출이 일어나 수소가스가 전열관을 통과는 동안 소멸된

다. 그리고 능동형 음향감지방법은 감지 응답성도 수초~10초 정도로 지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누출의 경우 감지해 내기가 어렵다.

정량적으로 수소 가스의 소멸성을 파악해 보면, 소듐속에서의 수소 기포의 크기는 주로

2mm 크기이며, 4mm가 일부 있고, 6mm 정도의 수소 기포 크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2mm 크기가 존재하고 있을 보여주며, 다른 결과에서는 2mm이하 혹은 훨씬 작은 크기의 수소

기포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H. Kumagai, 2001]

수소 기포는 크기에 따라 생존 시간(life time)에 영향을 주고, 누출 속도(leak rate)에 따라 수

소 기포의 거동이 다르게 될 수 있고, 소듐 flow rate에 따라 hydrogen bubbles의 이송 속도, 수

소 기포의 크기에 따라 소듐 속으로 용해(dissolution)되어 소멸되기도 하고 잔존해 나가기도 한

다. 만일, 튜브 번들이 복잡하면 실제로 기포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도달 시간은 더 길어진

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능동형 음향법을 증기발생기 물 누출 감지가 가능한가에 가장 의문이 되는데, 소규모

누출로 인한 수소 가스 소멸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있다. 즉 수소 기포가 능동형 음향법

센서까지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직관 튜브(Straight tube)형이 아닌 헬리컬 코일

(Helical coil) 형이어서 유체의 이동 경로가 복잡한 여러 경로로 순환하면서 소듐 출구로 이송되

기도 하고, 작은 크기의 수소 기포는 튜브 번들 표면에 드레그(drag)되면서 소듐 출구로 이송된

다. 또한 작은 크기의 수소 기포는 이송도중에 소듐과 반응하여 용해되어 소멸되어 가기도 한다.

앞서의 여러 가지 능동형 음향감지방법을 적용성과 소듐-물 반응에 의한 기포 거동 특성을 고

려해서 증기발생기 소듐 입, 출구에 신호측정 센서를 설치하는 새로운 보상 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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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누출일 경우, 생성된 수소기포의 대부분이 증기발생기 소듐 출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감지 센서를 증기발생기 외벽에 설치하기보다는 증기발생기 소듐 출구에 설치하는 방

식이 간편하고 감지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적용 기법을 이용한 보상형 음향누출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2.2는 능동형 음향감지 실험 장치에서 중규모 수준의 누출이 발생할

경우 기포가 하부 즉, 증기발생기 소듐 출구 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실험장면이다. 증기

발생기 유체 흐름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가는 특성과 같이 기포 거동 특성을 보면 대부분 상

부에서 하부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

그림 2.5와 같이 앞서 실험에 사용하였던 피동형 음향감지장치를 배경소음 측정 및 음향 신호

분석 장치로 활용하여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하였다. 당초 국제 협력을

통해 Monju SG에서 배경소음을 얻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대신 영국 PFR 증

기발생기 계통의 SUPER-HEATER 배경소음을 획득하여 음향감지논리 검증에 활용하였으며,

피동형 음향감지장치는 배경소음을 분석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KAERI 소듐-물 반응음과 PFR SG 계통인 SUPER-HEATER의 배경소음을 혼합하여 피동형

음향감지논리에 대한 성능을 시험한 결과 누출량 0.1g/sec를 S/N=1/100 (-20dB), 1g/sec를

S/N=1/500 (-27dB)에서 100% 감지하여 외국의 결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능 시험

을 위해 KAERI 소듐-물 반응음과 PFR 배경소음을 170가지로 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2.3은 KAERI에서 생산된 소듐-물 반응음을 PFR SUPER-HEATER 배경소음을 혼합

하여 이렇게 혼합한 170개의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피동형 음향감지논리의 성능을 재평가한 결

과로써, 0.1g/sec 누출량도 S/N=1/100 (-20dB)에서 감지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개발된

음향감지논리는 0.5g/sec의 소듐-물 반응을 S/N:-25～-27dB에서도 감지함을 보여주었고,

0.1g/sec의 소듐-물 반응 누출음의 경우 S/N:-20dB에서도 감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개발된 음향감지논리는 신경망 입력의 신호처리방법으로 감지성능이 좌우되는데 신경망 입력

의 누출음과 배경소음의 정확한 자료선정, 표준화 방법 및 자료의 반복 학습에 따라 감지 성능

이 증가되었다.

한편, 음향누출감지방법의 최적화를 위해서, 증기발생기의 소듐 입, 출구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는 새로운 능동형 음향감지 논리를 개발 시험하였고, 이를 앞서 개발된 피동형 음향감지

논리와 합하여 혼합형 감지논리를 그림 2.4와 같이 구축하였고, 이를 시제품 개발에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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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AERI 소듐-물 반응음 FFT 분석

그림 2.2 능동형 음향감지 실험장치와

기포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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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

제작된 시제품은 누출량 0.1g/sec 이상에서 감지수준이 S/N=1/100 (-20dB)인 제품으로써, 하

드웨어는 DAS 8채널, 3Msamples/ sec/ channel, simultaneous sampling, LabVIEW, PXI

system, 19인치 rack 설치 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제품은 앞서 개발된 피동형 음향감지논리에 2

층 구조의 neural network를 응용하며, 학습기능과 측정/감지 기능이 제작되었고, 앞서 개발된 피

동형과 능동형이 혼합된 혼합형 음향감지논리가 적용되며, 그림 2.5와 같이 시제품의 하드웨어

구성 내역 표 2.1과 같다.

시제품에 적용되는 혼합형 음향감지 논리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능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

에 의해 입구와 출구 측에 센서를 각각 2개씩 2조 설치하고, 증기발생기의 소듐 입구 측에 설치

되는 2개 신호의 평균을 구해서 1개의 신호를 만든다. 소듐 출구에도 2개의 센서를 2조 설치하여

증기발생기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성된 수소 기포의 이동으로 얻어지는 측정 신호를 얻게

되고, 소듐 입구에서 얻어진 한 개의 신호와 소듐 출구에서 얻어진 2개의 각각의 신호를 빼서 그

차이 값을 출력으로 하는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에 사용된다. 이러한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으로

얻어지는 누출 감지 판별은 이 신호 중에서 1개의 신호가 측정되었을 때를 누출이 되었다고 판단

한다. 따라서 혼합형 음향감지 논리에 적용되는 피동형 음향감지방법의 논리와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의 논리는 그림 2.6과 같다.

혼합형(passive형과 active형이 혼합된 형태)의 음향누출감지논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서 부식이나 열적 불균형으로부터 전열

관의 균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균열의 틈으로 물(스팀)이 소듐 속으로 흘러 들어가 소

듐과 물이 반응하여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튜브를 심하게 손상이 발생하며, 이때 물(스팀)이 소

듐 속으로 누출되면서 소듐과 물이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생성하며, 누출량에 따라 수소 가스

발생량이 크게 변하며, 수소 가스는 증기발생기 상부 혹은 하부의 소듐 출구로 빠져 나간다.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1 PXI-1042Q 8 Slot 1

2 Power Cord 220VAC 1

3 PXI-8108 2.53GHz 1

4 PXI-6133 8 Ch, 14-bit 1

5 TB-2709 SMB 2　

6 SMB-100 SMB 8 Pack 2

7 PXI-6132 4 Ch, 14-bit 1

8 PXI Slot Blocker 업체 표준 1

9 LabVIEW Developer Suite 9.0 1

10 Windows XP Professional PXI 1

표 2.1 시제품 하드웨어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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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음향감지 논리의 성능평가 결과

그림 2.4 혼합형 음향누출 감지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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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제품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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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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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물 증기발생기에서 누출되는 누출량이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며, 아주 작은 규모

의 누출량에서 부터 대규모에 가까운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누출 사고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누출량을 기준

하고 그 기준 이상과 이후에서의 감지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누출감지를 하되 누출의 규모도

어느 정도 판별하는 판단 논리를 적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누출되는 모든 영역의 누출을 감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에 적용된 피동 및 능동 음향감지방법이 결합된 형태의 감

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방식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에 부착되는 음향 센

서 및 초음파 센서의 수에 따라 판단되는 논리의 수는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의 소듐은 상부로 들어가서 하부로 소듐이 배출되고, 물이

하부에 들어가서 상부로 스팀으로 배출된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 상부인 소듐 입구

에 초음파 방출 센서와 초음파 수신 센서를 파이프를 가운데를 하고 대칭으로 배치하며,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 하부인 소듐 출구에도 상부와 같은 형태로 초음파 방출 센서 2개,

초음파 수신 센서 2개를 배치하되, 입구 및 출구 각각에 2개씩 2조 설치한다. 이와 같은 압구

혹은 출구에 1조의 초음파 방출 센서와 초음파 수신 센서를 설치하고 누출을 감지하는 방법을

능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이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듐 냉각 고속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위에 위치하는 곳의 외벽에 음

향 센서 6개를 부착하며, 6개의 위치는 하부에 2개, 중간에 2개, 상부에 2개 설치하도록 한다.

하부 2개는 증기발생기 지름의 대칭 방향에 위치하도록 하며, 중간은 하부의 90도 방향 바꾸어

서 지름의 대칭으로 배치하며, 상부는 중간의 90도 방향 바꾸어서 배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초음파 방출 센서 없이 누출 사고로 인해 누출 부위 혹은 누출에 의한 음원이 발생하여 이를

측정하여 감지하는 방법을 피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어떤 음향 감지 방법이던, 센서를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가에 따라 감지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아울러 중요시하는 부분은 측정된 신호들을 어떤 논리로 신호 처리

하는 것에 따라 누출 사고 판별의 차이가 난다. 우선은 각 센서 신호에 대한 감지 성능은 갖추

어야만 이후의 논리에 따라 감지 판별의 성능도 우수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능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에 의한 입구 측과 출구 측에 각각 2개씩 2

조 설치하고 신호 처리 및 감지 논리에 대해 설명한다.

소듐 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의 소듐 입구 측에 설치되는 2개 신호의 평균을 구해서 1개의

신호를 만든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것은 소듐 입구 측에는 많은 기포가 존재하지 않아 미세

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 잘못된 신호가 짧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소

듐 입구 측의 기준값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함이다.

한편, 소듐 출구에도 2개의 센서를 2조 설치하여 증기발생기로부터 이동되는 사고로 인해

수소 기포 이동이 있어서 얻어지는 측정 신호를 얻게 되고, 소듐 입구에서 얻어진 한 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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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소듐 출구에서 얻어진 2개의 각각의 신호를 빼서 그 차이 값을 출력으로 하는 능동형 음

향감지 방법에 사용된다.

따라서 앞서의 능동형 음향감지 방법으로는 2개의 감지신호를 얻게 된다. 이런 능동형 음향

감지 방법으로 얻어지는 누출 감지 판별은 이 신호 중에서 1개의 신호가 측정되었을 때를 누

출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피동형 음향 누출 감지 방법에 의한 6개의 음향 센서를 소듐 냉각 고속

로 증기발생기 외벽에 설치하고 신호 처리 및 감지 논리에 대해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의 피동형 음향감지 센서 6개의 신호 처리는 다음과 같다. 6개의 음향 센서로

부터 감지 신호가 발생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센서로부터 감지된 신호가 있으면 피동형 음향

감지 센서로 부터의 누출 사고임을 판별해 준다.

이상의 2가지 피동형과 능동형 음향 감지에 의해서 얻어진 신호를 조합하여 1g/초 이상의

누출 사고인지 아니면 1g/초 이하의 누출 사고인지를 판별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만일, 피동형 음향감지 센서 6개 중에서 2개 이상에서 감지 신호가 발생하고, 능동형 음향

감지 센서에서 발생하지 않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논리의 출력이 있을 때를 1g/초 이하 누출로

판별하게 하며, 피동형 음향감지센서 6개중에서 2개 이상의 감지 신호와 능동형 음향 신호 가

1개 이상 감지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논리 출력 신호가 있을 때 누출 사고로 판별 및 경보

하도록 하며, 그리고, 능동형 음향 감지 센서에서 1조 이상에서 감지 신호를 얻었을 때에 1g/

초 이상의 누출 사고로 판별 및 경보하도록 하는, 1g/초 이상의 누출 사고를 경보하는 논리출

력을 구축한다.

앞서의 누출량이 1g/초 이상 및 1g/초 이하 감지 경보가 발생하면, 1g/초 이상 혹은 1g/초

이하 누출사고 경보와 함께 누출 사고가 있음을 알리는 주 경보를 하게 한다.

마. 혼합형 음향누출감지 시제품의 MMI 화면 및 작동 구비요건

그림 2.7과 같이 혼합 음향누출감지장치의 시제품에 대한 모의 MMI(man machine

interface) 화면이며, 화면 구성은 off-line과 on-line 감시 화면을 구분하여 만들었다. 각 감시

화면은 passive형과 active형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화면, 그리고

passive형과 active형을 함께 가동하여 감시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구축하였다.

바. 혼합형 음향누출감지 시제품의 성능시험

그림 2.8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소듐-물 반응 실험자료와 PFR 증기발생기 계통의 배

경소음(background noise)를 가지고 시제품을 시험한 결과이다. 앞으로 추가 학습방법 개선

등으로 이를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가적인 학습자료는 실험실 내에서

발생하는 실험장치 배경소음도 학습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0.1 g/sec 누출 신호음도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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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B에서 감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실험실 배경소음 학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였다.

4. 결론

소듐-물 반응(SWR)에 의한 물 누출 감지논리와 누출감지용 툴을 보완하였고, On-line 누출

감지 툴을 개발하여 SWR 실험 장치에서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보완한 감지논리 및 툴로

PFR(영국) S/H의 배경소음과 IPPE(러시아) 소듐-물 반응 음을 사용한 시험에서는 학습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7dB까지 100% 감지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기술개발 수준은 실험규모에

서는 -16dB～-22dB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on-line 감지 툴의 성능도 S/N=1/100

(-20dB) 수준의 감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제품을 제작하여 앞서 KAERI에서 생산한 소듐-물 반응음, PFR SUPER-HEATER 배경

소음, 실험실 배경소음을 모두 활용하여 시제품의 음향감지 논리의 성능시험 결과, 예전과 유사

하게 0.1g/sec를 S/N: -20dB에서 감지성능을 나타내었다. 개발된 기술은 방호계통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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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On-line으로 혼합감지논리에 의한 음향감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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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시제품의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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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열관 wastage 특성실험 및 검증장치 설치

1. 서론

고온의 액체 소듐을 전열 매체로 하여 2차 측의 급수를 가열하는 KALIMER-600(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600) 증기발생기(그림 3.1)은 고온, 고압의 급수 측 물/스팀이

얇은 전열관 벽을 사이에 두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shell 측 액체 소듐과 열 교환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한도희 등 2007] 따라서 기계적 결함이나 용접결함 등으로 인해 전열관 벽에 손상

이 생겨 내부를 흐르는 고압의 물/스팀이 외부 shell 측 소듐으로 흘러나와 직접 접촉하게 될 경

우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된다.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관련 계통에 미

치는 영향은 주요 반응 인자인 물/스팀이 shell 측 소듐으로 누출되는 양에 따라 서로 다르다

[Hori, 1980],[Wachi, 1990],[Judd,1992].

일반적으로 기계적 결함이나 용접불량 등으로 인해 전열관 벽에 pinhole이나 미세한 균열 등

이 생겨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스팀이 누출되는 경우를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사고로 분류

하며, 이때에는 보통 “self-wastage”와 "wastage"라 칭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Self-wastage"란 전열관 벽의 물/스팀이 누출된 지점 자체가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

는 반응생성물로 일시적으로 폐쇄된 후, NaOH 등과 같은 부식성 반응생성물과 고온의 반응열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부식이 점차 심화되다가 어느 순간 고압의 스팀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

서 손상된 부위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그림 3.2) 이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self-wastage"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계통 내부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인접한 전열관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누출부위가 서서히 확대되지 않고 곧바로 커져 중규모 이상의 대형 누출사고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Wastage"는 전열관 벽의 손상된 부위가 "self-wastage"때 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에는 고압의 물/스팀이 분출되며 생성되는 바늘 모양의 불꽃과 이 불꽃

표면에서 소듐-물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된 반응생성물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인접한 전열

관의 표면에 부식과 침식을 일으켜 전열관 벽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그림 3.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단시간에 인접한 전열관 벽이 관통되거나 절단되어 주변의 다른 많은 관들을 손

상시키는 대형 누출 사고로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감지하여 방호해야만 된다[Kangae,

1978], [Pugh, 1972], [Donati, 1974], [Sandusky, 1974].

따라서 소듐을 열전달 유체로 사용하는 고속로의 증기발생기를 설계할 때에는, 소듐-물 반응

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통의 건전성 손상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여 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호시스템 구성과 함께 소듐-물 반응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Judd, 1992], [Payne, 1979]. 그 방법 중 하나가 기계적인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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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ALIMER-600 증기발생기

개념도

그림 3.2 Self-wastage 진행과정

그림 3.3 Wastage 진행과정

으면서 소듐-물 반응에 내식성을 갖는 최적의 전열관 재료를 찾거나 새로이 개발하여 사고 확대

전파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하고 다량의 크롬을 함유하여 저 크롬강에

비해 내식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modified 9Cr-1Mo 강에 대해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

해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가.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3.4와 같다.

실험장치의 전체 규격은 5.7×4.0×5.6m로 크게 소듐 공급 및 저장탱크, 2개의 반응기, 스팀 및

가스 공급계통, 소듐 유동을 위한 전자펌프, 소듐 정화를 위한 콜드트랩,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로

부터 소듐 fume을 제거하기 위한 증기트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실험 조건



- 7-47 -

모든 실험 조건은 개념설계를 마친 KALIMER-600 증기발생기의 설계 및 운전 조건(그림 3.5,

3.6)을 기준으로 하여 표 3.1과 같이 선정하였다.

상호 비교평가를 위해 이중벽 형태의 전열관 모형은 일본의 JSFR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하여

제작 가능성을 실험 중인 설계안을 모델로 하였다.

소듐 온도 (℃) 300～450
스팀 온도 (℃) 300～350

스팀 누출압력 (㎏/㎠) 80～160
스팀 분사노즐 구경 (㎜) 0.2～0.4
스팀 누출량 (g/sec) 0.38～2.0
Nozzle-target 거리 (㎜) 12～27
Nozzle 두께 (㎜) 3.5, 2.6
전열관 형태 단일벽, 이중벽

표 3.1 실험 조건

노즐 구경을 통해 분사되는 스팀의 양은 상기 실험 조건에서 생성된 steam flame jet가 인접

한 전열관에 손상을 주는 여부를 Dumn[1977]이 제안한 아래의 식을 통해 사전에 계산하여 확인

한 후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를 그림 3.7에 보였다.

m ax   ·  · ∆  (3-1)

이 식에서,

max는 flame je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길이 (㎜)

은 노즐 구경 (㎜)

∆는 분사되는 스팀의 압력 (㎏/㎠) 이다.

다. 노즐, 전열관 모형(target) 제작

증기발생기 내부에 장착된 전열관 벽이 손상되어 스팀이 누출되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

된 노즐은 KALIMER-600에서 채택한 전열관 재질과 동일한 modified 9Cr-1Mo 강을 이용해서

제작하였으며, 아크 방전 방식으로 가공된 미세한 누출 구경의 크기는 광학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제작된 모든 노즐의 하단에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색인하여 실험 전, 후

및 결과분석에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제작된 노즐 구경을 통해 분사되는 스팀의 양은 NAHVANDI and RASHEVSKY[1962]가 제

안한 상관식을 이용해서 산출하였으며, 계산된 결과를 그림 3.8에 정리하였다.

≤    ×  (3-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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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스팀이 누출되는 양 (g/sec), 는 임계질량유속 (㎏/㎡.sec), 는 누출부위 단면적

(㎡) 이다.

식 (3-2)에서 임계질량유속 값은 아래 식 (3-3)으로 계산하였다.

 
×  ×  

×
(3-3)

여기서,

는 포화증기압력 (MPa), 는 스팀의 specific enthalpy (KJ/㎏) 이다.

라. 실험 방법

Self-wastage 및 single-target wastage 실험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듐 저장탱크 예열

② 반응기 내부로 노즐 또는 nozzle-target assembly 장착

③ 반응기 예열

④ 소듐 저장탱크로부터 반응기로 소듐 충전 시 소듐이 노즐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팀분사 직전까지 노즐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함

⑤ 반응기 내부 아르곤 가스 purge

⑥ 반응기 내부로 소듐 공급 및 실험온도까지 가열

⑦ 스팀공급기 예열 및 가압

⑧ 스팀 분사

⑨ 소듐 및 반응생성물 배출

⑩ 반응기 및 소듐 저장탱크 내부 아르곤 가스 purge

⑪ 반응기 냉각

⑫ 노즐 또는 nozzle-target assembly 장탈

⑬ Nozzle, target 분리 및 세정

⑭ 분석

마. 분석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에 사용된 노즐의 구경 변화는 원내 SEM과 CAMSCOPE(전자광학현

미경)를 이용해서 측정되었다. 하지만 wastage 특성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 모형의 분석은 손상된

부위의 면적과 깊이가 커서(수 ㎜ 크기) 광학현미경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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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듐 저장 및 공급 탱크 ②

반응기 (1) ③ 반응기 (2)

④ 콜드트랩 ⑤ 전자펌프

그림 3.4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구성도

그림 3.5 KALIMER-600, JSFR

증기발생기 전열관 형상 및

배열구조

그림 3.6 증기발생기 축 방향 길이에

따른 온도 profile

그림 3.7 Steam flame jet 길이

예비계산 결과

로 산업용 기계장치 및 부품의 3차원 측정기구인 Atos 3D Digitizer(Opto Mechanical Associate,

Yuseong-gu, Daejeon)를 이용해서 손상된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그림 3.9에 상기 장비를

이용해서 전열관 손상정도를 분석한 실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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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스팀 온도와 노즐 구경에

따른 스팀 누출량

그림 3.9 Target wastage 분석 사례

3. 결과 및 고찰

가. Self-wastage 특성

표 3.1에 주어진 실험조건에 따라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되었으며, 얻어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소듐 온도 및 스팀 누출시간에 따른 영향 평가

구경 0.2㎜, 두께 3.5㎜의 전열관 벽을 통해 300℃의 스팀을 초당 0.34g씩 누출시키며 소듐의

온도와 누출 시간을 변화해가며 modified 9Cr-1Mo 강의 self-wastage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그

림 3.10에 정리하였다.

주어진 실험조건에서는 스팀이 누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듐 온도가 높을수록 누출되는 부

위의 확대되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단계의 반응온도 특성 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초기 소듐의 온도가 높을수록 flame jet 표면의 반응온도가

크게 상승되어 고온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누출 구경 주변의 재료의 손상정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Sandusky 1974]

(2) 초기 누출구 크기에 따른 영향 평가

재료의 두께 3.5㎜, 소듐 온도 300 및 340℃, 스팀 온도 300℃, 스팀 압력 80㎏/㎠인 실험 조건

에서 초기 누출구 크기에 따른 self-wastage 현상 해석실험 결과는 그림 3.11 및 3.12와 같다.

두 가지 소듐 온도조건 모두에 있어서 초기 누출 구경이 0.3㎜일 경우 self-wastage되는 속도

가 0.2㎜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jet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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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구 주변에 스팀 와류가 형성되어 소듐과의 접촉을 방해하여 반응생성물에 의한 부식이 상대

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재료의 두께에 따른 영향 평가

상기 실험 조건하에서 3.0㎜와 3.5㎜ 두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호 비교 실험을 수행한 결과

self-wastage되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Single-target wastage 특성

(1) 소듐 온도, 스팀 누출량, 전열관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영향 평가

KALIMER-600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pitch를 기준으로 전열관 사이의 거리를 각각 12, 20,

27㎜로 하고, 소듐 온도와 누출되는 스팀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3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초기 소듐 온도, 전열관 사이의 거리가 wastage rat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전열관의 두께와 크기, 형태(단일벽, 이중벽)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되는 스팀 양의 변화가 wastage rate에 미치는 영향은 전열관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일정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astage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flame jet가 미치는 영역이 거리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재료의 wastage rate은 수식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ec  max       (3-4)

각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3.5㎜ 두께의 helical coil형 단일벽관 증기발생기 전열

관 형태를 갖는 KALIMER-600 개념설계안에 적용하여 각각의 스팀 누출조건에 따른 전열관벽

의 관통 예정시간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 3.2에 정리하였다.

누출량

거리

Na=400℃, H2O=350℃ Na=450℃, H2O=350℃

0.78 g/sec 1.75 g/sec 0.78 g/sec 1.75 g/sec

12 ㎜ 100 sec 59 sec 74 sec 48 sec

20 ㎜ 121 sec 101 sec - -

27 ㎜ 162 sec 121 sec 99 sec 88 sec

표 3.2 실험조건에 따른 전열관벽 관통 예정시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에 누출되는 스팀의 양이 1.75 g/sec 정도만 되어도 12㎜ 이

내에 위치한 전열관의 경우 소듐 온도가 400℃ 이상인 경우 60 sec 이내에 쉽게 관통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14의 실험 후 결과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실험조건에 있어서 인접한 전열관



- 7-52 -

의 손상 정도는 ㎜ 크기로 생각보다 크다. 따라서 만일 1 g/sec 이상의 스팀 누출상태에서 1분 이

내에 누출을 감지하고 스팀 차단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즉각 수행되지 않을 경우 연쇄적인 파손

에 의해 순간적으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인접한 전열관이 관통되는 시간은 누출되는 스팀의 양과 전열관 사이의 거리에 따라 제

법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열관 번들 구조의 설계 형태에 따라 소듐-물 반응

사고가 확대되어 전파되는 속도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실험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평균값

을 이용한 대표적인 그림을 얻은 후 이를 통해 식 (3-5)와 같은 대표적인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sec  


  


         (3-5)

여기서

 는 초기 소듐의 온도 (℃),  은 누출되는 스팀의 양 (g/sec),   은 전열관 사이의

거리 (㎜)를 나타낸다.

(3-5)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본 결과 전열관 사이의 거리가 12㎜와 20㎜인 경우에는 실험결과

와 잘 일치하였으나, 27㎜인 경우에는 실험결과와 약 ±10%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시간을 두고 더욱 신뢰성 있는 실험식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2) 이중벽 구조의 전열관에 대한 wastage 특성

소듐냉각 고속로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소듐-물 반응 사고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이중벽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는 그림 3.5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고압의 스팀이 전열관의 결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압

력이 낮은 shell측 소듐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유체 사이를 얇은 두 겹의 관으로

격리시켜 놓은 이중방어 개념의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런 구조의 전열관을 갖는 증기발생기

에서 소듐-물 반응 사고가 일어날 이론적 확률(< 10-7)이 단일벽 형태의 전열관에 비해 매우 낮

을 수는 있지만 소듐-물 반응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확률은 낮지만 만일 이중벽 형태의 전열관에서 내, 외관 동시에 결함이 발생되어 소듐-물 반

응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wastage 특성을 비교 평가를 위해 실험해 보았다. 이중

벽 전열관의 모형은 일본에서 개발 중인 JSFR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설계구조를 그대로 적용하

여 제작, 사용하였다.

앞서 실험한 KALIMER-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모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아래 표 3.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전열관이 wastage 되는 속도는 이중벽(Φ19㎜, 두께 2.6㎜)

이나 단일벽(Φ23㎜, 두께 3.5㎜)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중벽 전열관의

경우 두 겹의 전열관 벽이 동시에 결함이 나타날 확률이 낮을 뿐이지, 일단 결함이 생겨 소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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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Modified 9Cr-1Mo 강의

self-wastage 특성실험 결과 1

(소듐온도 300, 340℃, 스팀온도

300℃, 누출량 0.34 g/sec)

그림 3.11 Modified 9Cr-1Mo강의

self-wastage 특성실험 결과 2

(소듐온도 300℃, 스팀 온도 300℃,

누출 압력 80㎏/㎠)

반응이 일어나면 손상되는 속도 및 정도는 단일벽 형태의 전열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전열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비교를 위해서는 향후 더 다

양한 조건에서 더 많은 실험들이 심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Na=400℃, H2O=350℃, LN-T=12㎜

0.78 g/sec 1.75 g/sec

단일벽 이중벽 단일벽 이중벽

Wastage rate (㎜/sec) 0.033 0.037 0.055 0.052

표 3.3 이중벽 전열관 wastage 특성 비교실험 결과

다.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제작, 설치

그림 3.15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소규모 누출 소

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될 경우 1차로 누출된 전열관 자체가 부식되는 self-wastage 현상과 2차

인접한 전열관에 손상을 주는 single-target wastage 현상을 거쳐 3차로 다수의 전열관을 손상시

키는 multi-target wastage 현상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전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여 가장 효율적

인 방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그 선행 작업으로 3차 손상현상인 multi-target wastage 현상을 연

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그림 3.16 및 3.17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차기단계에서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일련의 계획된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들은 향후 진행될 실증로의

증기발생기 및 방호계통 설계와 안전해석코드 개발 입력/검증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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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Modified 9Cr-1Mo강의

self-wastage 특성실험 결과 3

(소듐온도 340℃, 스팀온도 300℃,

누출압력 80㎏/㎠)

그림 3.13 Modified 9Cr-1Mo 강의

wastage 특성실험 결과

(소듐온도 400, 450℃, 스팀온도

350℃, 누출압력 150㎏/㎠)

그림 3.14 손상된 전열관 형상
그림 3.15 전열관 파손 확대전파 단계

그림 3.16 Multi-target wastage 특성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17 Multi-target

wastage 특성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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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념설계를 마친 소듐냉각 고속로(KALIMER-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modified 9Cr-1Mo 강에 대해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

2차적 특징인 전열관의 self-wastage 및 wastage 특성에 관한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초기 소듐의 온도, 누출되는 스팀의 양, 전열관 사이의 거리 등이 인접한 전열관이

wastage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어진 실험조건에서 전

열관이 wastage되는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험식이 개발되었다. 이 실험식을 이용할

경우 실험조건 이내에 존재하는 전열관들이 파손되어 3단계 사고인 다수 관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성 비교평가를 위해 일본에서 개발 중인 JSFR의 이중벽 전열관을 모델로 그 모형을 제작

하여 wastage 특성실험을 몇 차례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전열관 벽의 동시 파열여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일단 소듐-물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가정하면 손상되는

속도는 단일벽 형상의 전열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될 경우 나타나는 3차적인 현상인 multi-target

wastage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차기 단계에서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일련의 계획된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소듐-물 반응 사고가 일어나 단

계적으로 확대, 전파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실증로의 증기발생기 및 방호계통 설계와 안전해석코드 개발 입력/검증 작업이 수행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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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듐 화재확산방지 연구

1. 연구목적

고속증식로에서 소듐이 누출될 경우 소듐화재로 인하여 원자로 내 압력이나 온도가 증가되어

원자로가 손상되거나 방사선물질이 함유된 에어로졸이 외부로 누출되어 원자로 건물 주변의 방

사선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발생 가능한 소듐화재에 대비

하여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듐화재실험결과를 원자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화재사고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확산방지 개념을 개발하고 화

재확산 방지 구조물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자룔 수집, 분

석하여 소듐 누출시 소듐화재를 수용하고, 화재 발생 인근 지역으로 화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개념을 설정하고, 냉각계통건물에서 화재를 분석하기 위한 소듐화재 연소모델을 개발

하고자 한다. 또한 소듐을 신속히 배출하는 계통중 하나인 소듐 수집트레이(Sodium Collection

Tray)의 개념을 설계하고 그 개념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가. 이론 연구

(1) 화재확산 방지개념 파라미터 조사

화재확산 방지개념 파라미터를 조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수집된 문헌을 통하여 각국의 소듐

화재 연구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결과로부터 최근에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각국의 원자로형별로 화재확산방지사례를 조사하여 화재 안전

지침과 중요 화재 확산방지개념 파라미터를 조사하여 확산방지개념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2) 화재확산 방지개념 파라미터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 소듐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로는 누출된 소듐이 신속하게 dump

tank로 배출되는 소듐량, 화재 발생 건물의 흡배기 계통을 통하여 건물내 혹은 대기중으로 인입

되고 방출되는 산소 및 불활성 가스량, 각 건물간에 설치되는 차압조절밸브, 배기계통에 설치된

에어로졸 필터의 여과저항이 있다.

그리고 화재영향을 소듐 누출지역에만 국한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건물을 구획

화하는 것 등이 있으며 원자로에서 화재 확산 방지 설계개념은 그림 4.1과 같다.

이들을 파라미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ONTAIN-LMR/1B-Mod 전산코드를 사용하

였다. 소듐배출계통, 건물 내외부로의 흡, 배기계통, 그리고 압력조절 설정판에 대한 화재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화재 계산 모델은 그림 4.2와 같으며, 건물의 구획화가 화재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화재 계산모델은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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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확산방지설계개념

그림 4.2 화재 계산모델

Steam generator 
bu ilding (7,250 m3)

1,812 m3

(a) (b)

그림 4.3 구획화되지 않은 건물(a)과 구획화된 건물(b)의 화재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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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발

분무형 화재에서 소듐액적의 거동 및 액적크기분포는 소듐 연소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듐의 액적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액적직경을 정의하고 한계직경을 초과한

액적분포들을 한계직경이하의 분포도에 포함시켜 이를 정규화하고 이에 대한 화재 영향을 살펴

보았다.

(4) 소듐 수집트레이의 개념 설정

소듐화재 방호계통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운전자의 개입을 필

요로 하지 않는 피동형 소듐 화재 방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동

형 소듐 수집시스템을 화재확산 방지구조물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실험

피동형 소듐화재 방호방법중 하나는 누출 소듐을 소듐 수집용기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한 catch pan은 그림 4.4와 같이 sloping cover tray와 소듐 수집용기로 구성되어 있으

며 P&ID는 그림 4.5와 같다. Sloping cover tray에는 tray상의 소듐을 소듐 수집용기로 배출시키

기 위한 drain pipe와 소듐 수집용기에서 발생된 열과 반응생성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vent pipe가 설치되어 있다. Sloping cover tray에 누출된 소듐은 drain pipe를 통하여 중력에 의

하여 sodium hold-up vessel로 배출된다. 본 실험은 누출된 소듐이 소듐 용기로 배출되는 동안

커버트레이의 배출관과 벤트관의 구경별로 수집용기까지의 도달시간 및 배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실험장치

(가) 저장탱크

저장탱크의 상부에는 아르곤 가스관과 물 인입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의 플러그형

수위센서(electrode)가 설치되어 있으며 센서는 탱크의 수위(물누출량)를 조절하기 위하여 센서

간 높이를 80mm로 하였으며, 1회 실험에 소요되는 물의양은 약 4리터 정도이다. 저장탱크에 저

장되는 물의 총량은 약 24리터가 되며 6회 실험을 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한다.

(나) 커버 트레이

○ 드레인관 규격 : 1/2인치, 1인치, 2인치 3종

○ 벤트관 규격 : 1/2인치, 1인치 2종

○ 수위센서 다발 및 수량 : 1세트(최고 수위～최저 수위:6개), 규격별 6개

커버트레이는 그림4.6과 같이 누출된 물이 신속하게 소듐 수집용기로 수집되도록 스테인리스

판재를 경사각 120°가 되도록 용접하고 그 용접부에 배출 파이프를 규격별로 3개소 용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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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판 상부에는 벤트관과 수위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다) 소듐 수집용기

○ 재질 및 규격 : 스테인레스스틸, W200×D200×H190×t1

소듐 수집용기 그림 4.7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각형으로 상부에 커버트레이를 설치하였다.

수집용기 커버는 상부에 120°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배출시 수집용기에 수집되는 물의 양과

배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약 20mm 간격으로 5개의 수위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집용

기의 측면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위센서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온도센서가 5개 설치

되어 있다. 하부에는 드레인용 1인치 밸로우즈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라) 드레인탱크

○ 재질 및 규격 : STS, Ø300 × L450 × T5

드레인탱크는 캐치팬에서 드레인되는 물을 일시 저장하게 되는데 그상부에는 배출관(1인치

STS 파이프)과 가스 인입관(1/2인치 STS 튜브), 그리고 드레인관이 설치되어 있다.

(마) 제어반

제어반은 온도제어기(TIC, 5개), 수위신호부, 부져, 온도지시계(T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탱크와 캐치팬의 수위 신호 수집을 위한 PLC가 설치되어 있다.

(2) 실험방법

저장탱크의 상부에는 물 이송관과 가스관, 수위센서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1인치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탱크의 총체적은 약 28리터이며 1회 실험에 필요한 소요량은 약

4리터로 6회의 실험을 위해 24리터의 물이 소요된다. 초기에 물을 보충하여 탱크의 최상위 수

위센서까지 물을 채우게 되며 이 때, 수위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위별 센서가 작동하여 제어

반의 수위램프가 작동한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정량의 물을 배출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수위센

서에 따라 밸브 조작이 중요하다. 저장탱크의 수위센서의 길이는 80mm 간격으로 간격당 물

은 4리터 정도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즉, 저장탱크의 밸브를 개방 후 1회 실험에 소요되는

물의 양이 약 4리터가 된다. 이런 과정에서 배출된 물은 커버트레이의 배출구를 통해 캐치팬으

로 수집되며 커버트레이에 설치된 5개의 수위센서에 의해 수위별로 배출 시간이 측정된다.

커버트레이를 통해 수집된 물은 캐치팬 하부로부터 상부로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때 수위

센서는 하부로부터 상부로 수집되는 물의 수위에 의해 시차를 두고 작동하게 되며 센서간 작

동 시차를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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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실험장치의 구조 그림 4.5 실험장치 P&ID

그림 4.6 커버트레이의 구조 그림 4.7 수집용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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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이론 연구 결과

화재확산방지개념설정에 앞서 국외 기술현황을 사전 분석하여 표 2.2와 같은 안전지침을 정리

하였다. 화재확산 방지 파라미터가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다. 그림 4.8에 보인바와 같이 화재확산방지개념이 반영된 증기발생기 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내부 온도상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물 구획화가 화재확산방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획화 된 건물에 압력조절밸브를 각 격실마다 설치한 조건에 따른 계산 결

과를 그림 4.9에 보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듐화재는 구획화 된 격실에서 화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었으며 각 격실사이에 설치된 압력조절밸브로 인해 지나친 압력의 상승은 나타

나지 않았다.

분무 상태에서 소듐 액적 크기에 따른 분산도를 나타내는 액적 크기 분포 곡선은 분무형 화재

코드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본 계산에서는 소듐 액적 크기 분포를 체적 평균

값 Dm과 분산값 σ의 두 가지 변수를 갖는 아래와 같은 Gaussian 분포 함수로 가정하고, 소듐 한

계 직경인 8㎜ 이상일 경우 이를 8㎜ 이하의 분포도에 포함하여 이를 정규화하였다.

다양한 소듐 액적 크기 분포의 재현이 가능한 Gaussian 분포 함수를 도입하여 화재영향을 계

산한 결과, 표 2.3에 보인바와 같이 액적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NACOM, SPRAY 코드와 비교

하여 보다 실험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평균 액적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 증가로 인해

실험용기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나. 실험 결과

실험은 커버트레이 1개당 저장탱크 수위별(LV-LL～LV-HH. 6개소), 캐치팬 수위(LV-LL～

LV-HH. 5개소)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커버트레이 1개당 30개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커버트레이

의 규격별로 배출 시간과 배출 현상을 비교하였다.

그림 4.10～12에서 보듯이 벤트관 1/2인치, 배출관 1/2인치일 경우에는 9.13초, 1인치일 경우에

는 9.06초, 2인치일 경우에는 8.49초로 미미하지만, 벤트관 구경이 일정할 때 배출관 구경이 클

수록 배출 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장탱크의 수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저장탱크 수위 LV-HH시 캐치팬 LV-LL까지의 도달 시간은 1/2인치가 8.49초, 1인치가 8.26초,

2인치가 8.07초로서 이는 저장탱크에 작용하는 유체의 수두에 의해 드레인 시간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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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 안전설계 대책

증기발생기 사고에 대비한
열전달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압력 경감시스템 설치

–자연대류를 강화하기 위한 컴포넌트의배열
–3개의 독립적 소듐 열전달시스템
–중요 컴포넌트 주변에 소듐 포집 탱크 설치

–구획화된 개별공간에 컴포넌트들의 배열
–개별공간들은 독립 질소시스템을 가짐

–소듐 catching pan 설치
–대용량 화재에 대비하여 pan 내부에 방호
 계통 설치
–개별 공간에 콤포넌트 배열
–Catching pan으로부터 소듐을 배출하기
 위한 탱크 준비
–에어로졸에 의한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통기시스템 배치

–1차계통 전 공간에 스틸 라이너 설치
–2차계통 중요부분은 스틸 라이너 설치,
 라이너와 콘크리트사이에 단열재 설치

잔열제거 보증

방사성 소듐 화재 방지

소듐-콘크리트 반응 방지

2차계통에서 대용량 소듐 누
출 및 화재 방호대책 수립

표 4.1 열전달계통을 위한 화재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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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화재영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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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leak rate : 170Kg/sec

그림 4.9 화재영향 계산 결과

Maximum pressure rise [atm]

SPRAY NACOM
this work

(σ=σNT)

AI

experiment

Run #1 0.038 0.043 0.029 0.034

Run #2 0.045 0.041 0.041 0.040

표 4.2 AI 실험 자료와 계산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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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5에서 보듯이 벤트관 1인치의 경우 배출관 구경 1/2인치일 경우에는 8.88초, 1

인치일 경우에는 8.22초, 2인치일 경우에는 9.11초로 나타났다. 2인치의 경우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길어진 것은 수위센서의 반응성, 밸브의 조작에 따라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인치의 경우에도 미미하지만 벤트관 구경이 일정할 때 배출관 구경이 클수록 배출 시간이 단

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장탱크의 수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제 상황에서 누출이 시작되면 용기내의 유체 수위는 누출량 만큼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아래의 그림 4.16～17은 저장탱크의 수위를 LV-HH로 설정하고 밸브

의 개방율을 50%로 설정한 상태에서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 캐치팬까지의 도달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실험 역시 3회를 반복하여 재현성을 확인 하였다. 저장탱크의 수위를

LV-HH로 했을 경우 미미한 차이지만 커버트레이의 배출관 구경이 클수록 드레인 시간이 단

축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CONTAIN-LMR code를 사용하여 KALIMER-600에서 설계된 증기발생기에서의 화재확산방

지개념에 의한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계산한 결과, 소듐화재 발생 후 소듐누출시간, 환기시스템의

가동 여부, 불활성 기체의 유입 여부 및 시점, 누출된 소듐의 drain 여부, 그리고 건물의 구획화

여부에 따라서 화재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소듐 액적 크기 분포의 재현이 가

능한 Gaussian 분포 함수를 도입하여 화재연소모델을 개선한 결과 계산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

피동형 소듐 수집시스템을 화재확산방지 구조물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듐 수집트레이의 개

념을 설계하여 설계변수와 치수를 설정하였다. 소듐 수집트레이에서 누출 소듐의 유체학적 특성

을 고려하여 설계변수인 cover tray의 크기, tray의 경사도, drain pipe와 vent pipe의 크기, 그리

고 기하학적 배치를 달리하여 설계하였다.

누출된 소듐이 소듐 용기로 배출되는 동안 커버트레이의 배출관과 벤트관의 구경별로 수집용

기까지의 도달시간 및 배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용기에서 누출된 물은 커버트레이의 배출 구경이 클수록 배출 속도가 빠르다.

- 실제 실험 장치에서 소듐의 누출을 가정했을 경우, 수집용기가 완전 밀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커버트레이의 벤트관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 용기의 수위에 다른 배출 시간이 다르며 수위가 높을수록 배출 속도가 증가한다.

향후, 본 실험 결과를 소듐 화재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듐 온도, 소듐 온도에 따른 주변

의 열 영향, 누출 규모, 소듐 누출 유형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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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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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 수집트레이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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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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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탱크수위 HH 8.49 14.31 20.14 27.09 32.70 

저장탱크수위 H 8.45 14.24 20.58 27.39 32.48 

저장탱크수위 MM 8.71 14.64 20.96 27.54 33.20 

저장탱크수위 M 9.82 16.09 22.86 30.13 36.19 

저장탱크수위 L 9.34 15.72 23.14 30.88 36.86 

저장탱크수위 LL 10.03 16.47 24.06 31.18 38.39 

LL L M H HH

1/2" - 2"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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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HH 8.07 14.47 20.49 27.43 34.66 

저장탱크수위 H 7.92 13.68 19.55 26.19 33.21 

저장탱크수위 MM 8.24 14.15 19.90 26.34 33.20 

저장탱크수위 M 9.39 15.63 21.81 28.59 35.93 

저장탱크수위 L 8.33 14.85 21.32 28.58 38.77 

저장탱크수위 LL 8.99 16.30 23.27 31.18 39.88 

LL L M H HH

그림 4.12 벤트관 1/2인치 - 배출관

2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그림 4.10 벤트관 1/2인치 - 배출관

1/2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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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HH 8.26 14.49 20.84 27.95 34.19 

저장탱크수위 H 7.74 14.11 19.65 26.45 32.24 

저장탱크수위 MM 8.12 14.17 22.92 25.94 32.30 

저장탱크수위 M 8.41 15.15 21.15 28.43 34.61 

저장탱크수위 L 8.22 14.91 21.09 28.51 34.94 

저장탱크수위 LL 9.13 16.90 24.02 32.37 39.87 

LL L M H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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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HH 8.63 13.13 18.38 23.64 29.23 

저장탱크수위 H 9.21 13.72 19.12 24.21 30.28 

저장탱크수위 MM 8.01 13.68 19.68 26.24 32.61 

저장탱크수위 M 8.38 14.35 21.49 27.83 35.28 

저장탱크수위 L 9.57 15.79 23.24 30.78 39.18 

저장탱크수위 LL 9.46 15.98 23.41 30.72 38.11 

LL L M H HH

그림 4.13 벤트관 1인치 - 배출관
1/2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그림 4.11 벤트관 1/2인치- 배출관
1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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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HH 7.64 13.73 20.12 26.30 33.00 

저장탱크수위 H 7.84 14.09 20.12 26.47 32.01 

저장탱크수위 MM 8.28 14.22 20.29 26.77 33.10 

저장탱크수위 M 8.43 14.83 21.03 27.70 34.45 

저장탱크수위 L 8.44 15.60 22.26 29.89 36.74 

저장탱크수위 LL 8.70 15.86 23.44 31.57 39.55 

LL L M H HH

그림 4.14 벤트관 1인치 - 배출관 1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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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수위 HH 8.82 15.91 21.12 27.47 34.04 

저장탱크수위 H 8.70 14.84 20.57 26.77 32.78 

저장탱크수위 MM 10.06 15.97 21.57 27.51 34.41 

저장탱크수위 M 9.01 16.01 22.03 28.99 37.08 

저장탱크수위 L 8.76 15.76 22.24 29.67 38.18 

저장탱크수위 LL 9.29 17.08 24.21 32.79 41.05 

LL L M H HH

그림 4.15 벤트관 1인치 - 배출관
2인치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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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저장탱크의 수위 : LV-HH -
1차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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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저장탱크의 수위 : LV-HH
- 1～3차 수위별 배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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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 및 불순물 특성 평가

1. 서론

소듐 내의 불순물은 재료를 부식시키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침적, 석출되어 배

관을 막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고속로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소듐 정화계통 설치가 필

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순물이 유입되는 경로, 이를 계측 및 제어하는 방법들을 분석하여

차세대 고속로 소듐 정화계통의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운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소듐 냉각재 중에는 다양한 비금속불순물과 금속불순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순물들은 소

듐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유로를 폐쇄하여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열

전달계통의 성능 저하 및 구조재의 부식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듐을 이용하는 냉각재계통에

있어서 이러한 불순물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 측정용 요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및 불순물의 연속측정 가능성 등을

시험하여 소듐의 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계인자를 도출하고, 내재되어 있는 불순물

들에 대한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실험을 종합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를 건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가. 기술현황분석 및 설계요건 설정

기존 고속로에 사용되고 있는 소듐 정화계통의 설계사례(실험로 12기, 원형로 9기, 실증로 8

기)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계통의 안전 설계요건을 설정하였다.

실험로에서는 1차 및 2차 소듐계통에 여러 종류의 불순물 계측 및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운전하고, 실증로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운전전략을 수립하여 필수장치만 운전하고 있다. 소듐

계통의 비금속불순물 농도는 플러깅 미터(Plugging Meter, PM)를 통해 항상 감시하고 있다. 이

센서는 불순물들을 원소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으나 콜드 트랩(Cold Trap)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센서로 활용되고 있다. 플러깅 미터 작동온도 범위는 130～180℃ 이나 실증로에서는 주

로 1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냉각시

키는 동안에 불순물이 용기의 벽면에 침적되는 단점이 있어 상업로에서는 in-line 분석방법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불순물을 정밀히 분석해야 되

기 때문에 이 방법이 사용된다.

콜드 트랩은 비금속불순물을 제거하는 주된 장치로 소듐산화물(Na2O)과 소듐수소화물(NaH)

가 주요 대상이다. 콜드 트랩 운전온도범위는 110～150℃ 이지만 가능한 낮을수록 좋다. 소듐-물

반응을 고려하여 콜드 트랩 용량을 설계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1차 소듐계통의 콜드 트랩을 원자로 풀 내부에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 외부 정화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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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다. 소듐 정화계통은 1차 계통과 2차 계통에 별도로 설치하고, 각각의 루프에서는 플러

깅 미터로 불순물 농도를 상시 감시한다. 각 계통에 in-line 계측장치, sampling 장치 및 복수의

콜드 트랩을 설치한다.

나. 불순물 화학분석 기술 검토 및 분석

불순물 측정방법은 크게 in-line 감시방법과 화학적 분석방법이 있다. 화학적 분석방법은 소요

시간이 길어 실시간 측정은 어렵지만 실시간 측정방법인 in-line 감시방법에서 기술적으로 제한

된 부분을 보완하고 불순물 농도를 상호비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비금속 불순물들 가운데 산소 및 탄소농도 측정을 위한 화학적 분석방법들을 상세히

검토, 분석하였다.

화학분석법들 가운데 산소분석방법으로는 불활성가스 반송용해 열전도도법, mercury

amalgamation, vacuum distillation, spectroscopy, butyl bromide separation 법 등이 있고, 탄소

측정방법으로는 고온산화법, oxyacidic flux 법, foil 평형법 등이 있다 [Cho,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산소분석 방법으로 불활성 가스 반송용해 열전도도법을 선정하였다. 이는 불활성 가

스 분위기에서 임펄스 가열 및 용해하여 적외선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

다. 탄소분석법으로는 고온산화법을 선정하였다. 이는 시료를 silica와 함께 헬륨가스와 산소가스

분위기에서 고온으로 연소시켜 탄산가스를 발생시킨 후, 방출된 탄산가스를 IR 흡수에 의해 탄소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 실험장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실험장치 설계기준은 소듐 질량속도 400 g/s, 소듐 유속 약 1.5 m/s, 운전온도 500℃로 하였으

며, 순환루프의 주 배관 크기는 1″와 3/4″(Sch 40)이다. 루프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듐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탱크류, 소듐을 순환시키는 순환계통, 소듐의 순도를 제어하는 정제 및

불순물 감지계통, 자유액면 상에 불활성 기체를 공급하는 커버가스계통과 기타 보조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듐 실험장치는 그림 5.2와 같으며, 규모는

3.5m(W) x 2.4m(L) x 2.0m(H) 크기의 소형 루프이다.

주요 장치로는 소듐 저장탱크(Sodium Storage Tank), 소듐 공급탱크(Sodium Reservoir), 교

정탱크(Calibration Tank), 진공 서지탱크(Vacuum Surge Tank) 등과 같은 탱크류가 있고, 콜드

트랩(Cold Trap, CT), 플러깅 미터(Plugging Meter, PM) 등과 같은 정제 및 측정장치가 있으며,

이 외에 전자기 펌프(Electromagnetic Pump, EMP), 전자기 유량계(Electromagnetic Flowmeter,

EMF), 여과기(Filter), 증기 트랩(Vapor Trap), 송풍기(Blow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장비

로는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시스템과 불순물 측정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 등이 있다.

콜드 트랩(Cold trap, CT)은 소듐 산화물과 같은 액체소듐 중의 비금속불순물이 소듐 온도가



- 7-67 -

낮아짐에 따라 소듐 내의 용해도가 감소되어 침전되는 원리를 이용한 소듐 불순물 정제장치로서

유량, 체류시간 등을 계산하여 소규모로 자체 설계하였다. 설계인자로는 유량, trapping 온도, 체

류시간 그리고 wire mesh의 선경, 밀도 및 기하구조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콜드트랩

은 공기냉각 방식으로서 운전온도는 130～300℃, 체류시간은 3분으로 설계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부 배관을 통해 유입된 소듐산화물이 침적될 수 있도록 내부에 304

stainless steel wire mesh를 장입하였다. 콜드 트랩의 설계사양은 표 5.1과 같으며, 제작도는 그

림 5.3과 같다.

플러깅 미터는 액체소듐 중의 불순물 양을 측정하는 측정장치로서 콜드 트랩과 같이 저온에서

비금속불순물이 용해도 차이로 인하여 산화물로 침전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자체 설계하였

다. 설계인자로는 유량, 오리피스의 직경, 단면적 및 압력손실, 배관의 단면적, 유체의 밀도 등이

있다. 본 플러깅 미터는 orifice plate type으로서 partial plug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민감도가 좋

고 재현성이 뛰어난 in-line 측정장치로서 orifice hole size 및 수량 등을 계산하여 설계하였다. 플

러깅 미터 내부에는 직경 1.3mm의 orifice hole 4개가 뚫린 plate를 장착하였으며, 오리피스에 침

적된 불순물을 용해하고 플러깅 미터를 예열시키기 위해 700W 용량의 가열기를 설치하였고, 냉

각시키기 위해 최대풍량이 약 20 ℓ/h인 송풍기(Blower)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플러

깅 미터의 설계사양은 표 5.2와 같으며, 계통도는 그림 5.4와 같다.

모든 장치 및 배관을 설치한 후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기밀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차적으로

blank test를 수행하였다. 전자기 펌프의 절연상태 및 전압에 따른 공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각 루

프에 설치된 가열장치에 대해 전압에 따른 온도 상승 정도(약 300℃)를 확인하였다. 2차 시운전은

루프에 소듐을 공급하여 약 300℃까지 상승시키면서 장치 및 배관의 가열상태와 전자기 펌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하게 나타났다.

라. 기기 보정

불순물 측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목적에 따라 루프상의 소듐 유량을 자유로이

제어하고,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순환시켜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 루프

에 설치한 환단면 선형유도배관 장착형 전자기 펌프 등에 대한 상호 보완적 보정시험을 수행하였

다. 본 실험 루프에 설치한 전자기 펌프는 기존의 소듐 루프에서 사용했던 프랑스제인

NOVATOME model IA21을 이용하였다.

전자기 펌프의 보정시험은 일단 소듐을 저장탱크로부터 소듐 공급탱크로 이송한 후 전자기 펌

프를 작동시켜 보정탱크 내에 장착되어 있는 3개의 액체 수위계(LL, ML, HL)에 도달하는 시간

을 측정하여 유량을 환산하였다. 이때 보정을 위한 운전온도는 200, 300 및 400℃로 변화시켰고,

각 운전온도에서 전자기 펌프 전압을 30-140V 범위 내에서 10V씩 상승시키면서 측정하였다.

그림 5.5는 운전온도 200℃, 커버가스 압력 0.4atm에서 전자기 펌프에 대한 보정시험 결과로서

유량 제어가 가능하고 장시간 운전에서도 안정된 유량을 공급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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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방법 및 조건

소듐 중에는 산소와 수소 등의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불순물들은 소듐과 반응하여

산화물 및 수산화물을 형성하게 되고 액체금속로의 차가운 부분(cold spot)에 침적되어 막힘 현

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불순물 농도를 항시 측정하고 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in-line

불순물 측정장치로는 플러깅 미터(plugging meter)가 있으며, 측정 원리는 용융 소듐에 대한 불

순물의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로 내를 흐르고 있는 소듐의 온도를 일정속도로 낮추

어 가면 과포화된 불순물이 산화물 형태로 석출되어 유로의 단면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유량

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의 온도를 측정하면 불순물의 농도로 환산할 수 있다.

측정방법에는 수동모드와 자동모드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오리피스형 수동형 플

러깅 미터를 자체 설계 및 제작하여 냉각속도와 소듐 내에 함유된 불순물 농도가 플러깅 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오리피스의 냉각은 공기를 열전달매체로 이용하였고, 오리피스의 가열은 전열 히터(φ8 x

1.2m, 220V, 700W)를 이용하였다. 실험 루프 내의 불순물 농도는 콜드 트랩을 작동시켜 조절하

였으며, 콜드 트랩의 운전온도에 해당하는 용해도만큼의 불순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콜드 트랩의 정제능력에 따른 불순물의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하면서 플러깅

미터를 이용하여 막힘온도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콜드 트랩의 운전온도는 270 및 160℃로 변화시켰으며, 플러깅 미터는 오리피스 냉각속도가

막힘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4℃/min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막힘온도를

온도에 따른 유량 변화의 곡선에서 직선과 초기유량에 대한 접선이 만나는 지점의 온도로 정의하

였고, 산소농도는 소듐에 대한 산소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5-1) 혹은 소듐 중의 산

소용해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log C [ppm] = 6.257 - 2444/T (5-1)

여기서 C는 소듐에 대한 산소의 용해도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이 막힘온도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듐 유량을

0.5-1.2 ℓ/min의 속도로 변화시켰다. 막힘온도를 구하기 위해 오리피스의 냉각이 시작되면 유량

변화와 온도변화가 기록되고, 이로부터 막힘온도가 구해진다. 유량이 초기유량의 약 10-20% 정

도에 이르면 불순물을 녹이기 위해 송풍기 작동을 중지하고 가열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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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P&ID

그림 5.2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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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비고
규격 314mm(ID) x 450mm(H)

냉각방법 gas-cooled
유량 약 4 ℓ/min 배관 유량의 약 1/6
Trapping 온도 120～300℃ 용해도 곡선 이용
체류시간 약 3분
Wire mesh 304 stainless steel, 314mm(ID) x 300mm(H)

표 5.1 콜드 트랩의 설계사양

그림 5.3 콜드 트랩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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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비고
규격 2“ x 560mm(L)

흐름 제한기

(restrictor)
Orifice, ϕ1.3mm x 4ea

유량 0.3-1.1 ℓ/min
온도 150～300℃ 용해도 곡선 이용
냉각 및 가열속도 1-6 ℃/min

가열기 700 W
공기 유량 (최대) 약 20 ℓ/hr

표 5.2 플러깅 미터의 설계사양

그림 5.4 플러깅 미터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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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자기 펌프 보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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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냉각속도가 막힘온도에 미치는 영향

시간에 따른 유량변화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초기에 유량이 일정한 구간과 오리

피스가 냉각을 시작하여 유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만나는 점에서의 온도를 막힘온도로 정의하였

다. 오리피스의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낮추어 갈 때 석출된 불순물이 오리피스를 막아서 소듐의

흐름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측정된 막힘온도는 포화온도보

다는 낮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냉각속도가 빠르면 막힘온도가 낮고, 느리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각속도

가 막힘온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 2, 3 및 4 ℃/min로 변화시켰다. 그림 5.6

은 냉각속도에 따라 달라진 막힘온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냉각속도가 커짐에 따라 막힘온도가 급

격히 낮아져서 포화온도와는 차이가 더 커졌다. 이처럼 냉각속도가 느리면 포화온도와 막힘온도

의 차이가 작아서 유리하지만, 반면에 막힘온도를 측정하는 소요시간이 늘어난다.

나. 플러깅 미터 온도 변화에 따른 소듐 유량 변화

그림 5.7은 포화온도가 160℃일 때 오리피스 온도변화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유량 변화 곡선이 얻어지면 막힘온도를 구할 수 있고, 막힘온도는 포화온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포화온도가 270 및 160℃일 때 플러깅 미터로 측정한 막힘온도는 각각 232

및 137℃이었다. 높은 온도에서는 약 40℃, 낮은 온도에서는 약 20℃의 포화온도와 막힘온도 사이

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5.8은 막힘온도와 포화온도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아래의 3차 다항식

                의 곡선으로 얻어졌으며, 매우 잘 일치하

였다.

막힘온도가 얻어지면 이 상관관계에 의해 소듐 중의 산소농도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플러

깅 미터를 이용하면 시료 채취 등의 작업 없이 액체금속 내의 산소농도를 비교적 쉽게 연속적으

로 측정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수동모드에서는 장치가 간단하고, 조업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였

으나, 반면에 막힘온도를 구하기 위해 오리피스가 거의 막힐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어야 하고, 이

를 다시 가열하여 오리피스가 완전히 개방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속적으로 측정하기에

는 비교적 불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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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냉각속도가 막힘온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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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플러깅 미터 온도 변화에 따른 소듐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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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막힘온도와 용해도 등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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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듐 중에 함유된 불순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소듐 유로 폐쇄, 구조재의 부식 등이다. 따라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계통에

있어서는 불순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 측정 요소기기

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불순물에 대한 연속측정 가능성 등을 시험하여 효율적으로 소듐의 순도를

관리하고, sampling을 통한 불순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법을 개발, 정립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건

조하였으며, 자체 설계, 제작한 플러깅 미터의 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비교적 재현성이 있어서 실

제 농도 측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도 측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낮은 농도의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 루프 운전온도와 냉각시켜야 하는 온도의 차

이가 매우 커서 냉각을 위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차기 단계에서

는 자동형 플러깅 미터를 개발하고 실험로 등과 같은 대형 시설에 적용 가능한 개량형 콜드 트랩

을 개발하여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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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동적 부식 특성실험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기발생기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납합금의 부식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소듐 냉각 고속로의 중간 냉각재로서 중금속 중에 납-비스

무트(Lead-Bismuth Eutectic, LBE) 합금을 사용했을 경우 산소농도 조절, 부식특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식특성 확인을 위한 실험으로 정적실험과 동적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실험은 원재료에 대

한 부식특성 확인실험인 무산소 실험과 산소농도 조절에 의해 시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켜 부

식 억제 가능성을 고찰하는 유산소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루프에서 유동상태의 용융

납합금에 의한 재료의 부식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동적실험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재료

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인 T91을 포함한 여러 재료를 선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가. 납-비스무트계 중금속의 특성

납-비스무트계 냉각재는 일반적으로 고속로 운전온도에서 낮은 증기압을 가지므로 냉각재의

비등 억제로 인한 열적인 안전성을 가지며, 휘발성이 적어 작업자에 미치는 위험요소가 적다. 또

한 납과 비스무트 자체의 융점은 높으나 이를 공융합금으로 만들면 보다 낮은 융점을 갖게 되어

운전의 여유도가 높아지고, 냉각재 자체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좋은 차폐물이 된다.

나. 부식 억제 기술

부식억제기술로는 active-coating, passive-coating, active + passive-coating 방법 등이 있다.

(1) Active coating 방법

Active-coating 방법으로는 알루미늄 코팅과 질소이온 주입방법 등이 있다.

알루미늄 코팅

알루미늄 코팅은 wire 금속을 이용한 가스 용사법이 있다. 이 용사법은 각종 금속 또는 합금선

재를 연속적으로 용사하여 원재료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용사공정은 다음과 같다. 원

재료(as-received material)를 알코올 속에 담근 후 초음파 세척을 수행하고, 시편 표면의 접착력

을 높이기 위하여 #40 크기의 산화알루미늄(Al2O3) 입자를 이용하여 7kg/㎠의 공기 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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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ing 한다. 이어서 99.8wt%의 알루미늄 wire를 녹이기 위해서 50~70℃로 예열을 한다. 본 실

험에 사용된 알루미늄 코팅 재료는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안성에스티에서 상기의 방법을 이용

하여 시편 한쪽 면에 알루미늄 코팅 두께가 60~100㎛인 시편을 만들었다.

질소이온 주입방법

질소이온 주입방법에 있어서 이온 주입기술은 고진공(<10-4torr) 중에서 임의의 원소를 이온

화하여 높은 에너지(50keV~3MeV)로 가속한 후 고체 표면에 투입시킴으로써 고에너지의 이온과

소재 원자와의 상호 탄성 및 비탄성 충돌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잃는 동시에 소재 표면의 조직 및

조성의 변화를 일으켜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및 광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2) Passive coating 방법

납합금 내에서의 산소조절과 같은 passive-coating에 의한 하나의 부식억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Gromov, 1987]. Henry의 법칙을 고려하여 Pb(ℓ)-PbO(s) 시스템 내에서 금속산화물과 금

속 사이의 열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산소의 구성 물질인 Fe, Cr, Ni 등의 산화물 형성에 필요한 분

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경우 철이 먼저 산화막을 형성한다. 그러나 PbO가 형성되는 영역

에 산소분압이 위치하면 액체 납이 납산화물로 바뀌어 유동에 장해가 되므로 이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는 액체 납합금 시스템 내의 산소분압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납합금 내의 산소조

절을 통한 산화막 형성과 달리 철의 표면에 적절한 pre-oxidation을 통해 액체금속과 구조재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산화막이 벗겨지면

부식 침투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Crespo, 2002].

(3) Active + Passive coating 방법

산소조절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화막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보다 강력한 산화막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active-coating 후 산소조절을 통해 저항성

있는 산화막을 형성시킬 수가 있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active와

passive-coating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코팅 후에 산소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개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재질인 T91의 경우 원재료(as-received

material) 및 알루미늄을 재료 표면에 코팅한 후 산소농도를 조절하는 active+passive 코팅방법과

질소이온 주입방법, 그리고 기타 특수재료로 텅스텐(W)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 부식특성 실험

가. 시편 제작

정적 및 동적실험에 사용된 각 시편에 대한 조성은 표 6.1과 같다. 시편은 증기발생기의 전열

관 재질인 T91과 특수강인 텅스텐(W)을 선정하였다. T91의 경우에는 원재료(as-received

material) 시편, 재료 표면에 알루미늄을 코팅한 시편 및 질소이온을 주입한 시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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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적실험 시편

정적실험 시편은 납-비스무트(LBE) 액체금속에서의 용해 및 부식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증

기발생기의 전열관 재질인 T91에 대해 총 6종의 시편, 즉 코팅처리를 하지 않은 T91 원재료

(as-received material) 시편, T91 표면에 알루미늄을 각각 60, 80, 100㎛ 두께로 코팅한 3종의 시

편 및 T91에 질소이온을 주입한 시편 및 특수강인 텅스텐 원재료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직

사각형으로서 20mm(L) x 10mm(W) x 2mm(t)이다.

(2) 납-비스무트(LBE) 동적실험 시편 및 시편지지봉

동적실험 시편은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재질인 T91을 사용하였으며, 원재료(as-received

material)에 대한 부식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의 내경 및 외경은 각각 6.2mm, 9.5mm이고

길이는 15mm이다. 시편지지봉은 총길이가 923mm로서 지지봉 가운데 부분에 시편을 10개 장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실험장치

중금속 부식특성 실험시설은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층에는 정적실험장치와 납-비스무

트 부식특성 실험 루프, 2층에는 납 부식특성 실험 루프가 있다.

(1) 정적실험장치

정적실험장치는 크게 글로브 박스(glove box), 두 대의 가열로(furnaces), 가스 공급 시스템 및

산소농도분석기를 포함한 데이터수집장치(DAS)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2는 정적실험장치의 개

략도 및 사진이다.

산소농도 분석 장비로는 산소분석기, 항온조(Circulator Bath) 및 제습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분석기는 독일의 ZIROX 제품으로서 모델은 SGMT 1.6이다. 센서 운전온도는 750℃이

고, 측정범위는 2x105~10-20vppm이다. 분석기로 들어오는 가스는 5~10ℓ/h 범위에서 정확한 측정

값을 보이도록 되어있다.

(2) 납-비스무트(LBE) 동적실험장치

그림 6.3은 납-비스무트(LBE) 동적실험장치의 공정도이다. 주요 장치로는 LBE를 이송하기

위한 전자기 펌프(Electromagnetic Pump, EMP), 유량 측정을 위한 전자기 유량계

(Electromagnetic Flowmeter, EMF), 유량계의 유량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탱크(Calibration

Tank), 산소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산소조절기(Oxygen Controller), 측정부(Test Section)에 시편

장착 및 채취 시 시편을 오염되지 않게 다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글로브 박스(Glove

Box), 각종 히터류 및 제어반(Control Pane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에 납-비스무트 동적

부식 루프의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4의 사진에서 측정부는 3/4 인치 (SCH40)의 seamless pipe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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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A'와 같이 시편을 장착하여 환상유로로 LBE가 흐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LBE의 밀도

가 커서 대부분의 경우 난류 유동이므로 수력직경(Hydraulic Diameter)의 15-20배 되는 곳에 시

편을 장착하여 속도분포가 비교적 완전히 발달된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다.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정적실험은 원재료에 대한 부식특성 확인실험인 무산소 실험과 산소농도 조절

에 의해 시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켜 부식 억제 가능성을 고찰하는 유산소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루프에서 유동상태의 용융 납합금에 의한 재료의 부식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동

적실험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재료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인 T91을 포함한 여러 재

료를 선정하였고, 실험조건으로서 산소농도의 범위는 <1.0x10-8wt%~1.05x10-5wt%, 운전온도는

증기발생기 온도인 520℃로 하였으며, 실험시간은 500~2000 hr으로 하였다. 사용된 액체금속은

납합금(Lead-Bismuth Eutectic, LBE)으로서 45% Pb-55% Bi의 조성을 갖고 녹는점이 125℃인

공융합금이다. 실험 종료 후 각 시편에 대한 부식특성 분석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및 energy- dispersive X-ray micro-analysis(EDX)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적 및 동적실험 시편은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재질인 T91과 텅스텐(W)을 선정하였다. 각 시

편에 대한 조성은 앞에서 기술한 표 6.1과 같다. 정적실험 시편은 납코팅처리를 하지 않은 T91

및 W 원재료(as-received material)와 T91 표면에 알루미늄을 각각 60, 80, 100㎛ 두께로 코팅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T91에 N+ 이온을 주입한 시편도 정적 부식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정적실험 및 동적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조건은 표 6.3과 같다. 정적실험을 수행하기 위하

여 도가니(Al2O3 Crucible)에 시편들을 장착하고 LBE를 약 100 g 정도 넣은 후 글로브 박스를 통

해서 가열로(Furnace) 안의 유리 튜브에 도가니를 여러 개 넣고 운전온도(520℃)를 유지하면서

튜브 안의 가스 상태를 수소(H2)와 수증기(H20)의 비율을 조절․유지하여 LBE의 산소농도를 조

절하였다.

무산소 분위기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혼합가스인 Ar-4%H2 가스를 약 10ml/min의 비율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가열로로 흘려보내면서 산소농도를 10-8wt% 미만으로 유지한 후에 글로브

박스 안에서 각 시료에 용융 납합금을 붓고 다시 가열기에 도가니를 넣어서 실험을 시작하여 운

전시간만큼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소농도 조절을 위해 유산소 실험의 경우에는 우선 14℃의 포화

된 수증기의 압력을 15.94 mbar로 고정한 후 수소의 압력에 해당하는 Ar-4%H2와 99.999% 이상

의 아르곤 가스를 적당량 항온조에 흘려보내어 혼합된 가스와 수증기가 혼합되어 가열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유입된 기체들은 가열로 내에 있는 LBE와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LBE의 산소

농도가 조절된다. 무산소 실험처럼 원하는 산소농도 분위기가 조성되면 글로브 박스 안에서 각

시료에 용융 LBE를 붓고 다시 반응기에 용기를 넣어서 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LBE에서의 산소의 화학적 활동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는 활동도가 너무 높으면 산화납

(PbO)이 침전되어 오염 물질이 발생함으로써 유동을 방해하게 되고, 너무 낮으면 산화철(Fe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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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이 발생하여 부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5는 LBE에서 온도에 따른 산소농도의

안정범위(2.0x10-7～1.0x10-5wt%)를 보여주고 있다.

산화철(Fe3O4) 및 산화납(PbO)이 형성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Go(PbO) > RTlnPO2 > 0.5∆G
o(Fe3O4) (6-1)

산소농도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산소농도를 10-6이나 10-5wt%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

(6-2)～(6-5)로부터 그에 필요한 산소압을 계산하고, 식 (6-6)으로부터 그러한 산소압을 얻기 위

해 필요한 H2와 H2O의 압력비를 계산하였다. H2O는 14℃로 고정시켜서 15.94mbar를 유지시키면

서 필요한 H2의 유량을 계산하여 Ar 100cm3/sec에 적절한 Ar-4%H2 가스를 흘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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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activity, 0C : 용해된 산소의 농도 (wt%),
*
0C : 포화된 산소의 농도

*
2O

P : 포화된 산소분압 (bar), T:온도(K)

여기서 PO2는 액체중금속과 평형상태에 있는 가스 분위기에서의 산소의 분압이다. 안정된 산

소층 형성에 의한 철 표면 보호에 필요한 산소 포텐셜은 LBE의 가스상에서의 수소와 물의 비율

(H2/H2O)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Samsonov, 1982].

LBE의 산소 포텐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Ar+4%H2 가스를 30 ㎤/min로 LBE에 주입

하였다.

동적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6.2(ID) x 9.5(OD) x 15(H) mm인 원통형 T91 시편들을 시편 지

지봉에 장착한 후, 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편 지지봉 장입구를 통하여 시편실험부

에 장착하였다. 실험 중 LBE 동적실험 루프 전체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치 및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로 액체 LBE를 520℃로 가열하였으며, 시편실험부에서 전자

기 펌프를 사용하여 액체 LBE를 1.2m/s 속도로 순환시켰다.

동적실험을 위한 산소농도 조절, 아르곤 가스 및 Ar+4%H2 혼합가스 공급, 산소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등은 정적실험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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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Ni Si Mo Mn V Nb P S N C
T91 8.87 0.15 0.224 0.92 0.35 0.18 0.08 0.010 0.001 0.05 0.116

Al Ca Si Fe Mg Ni O P S N W
W 0.001 0.001 0.001 0.003 0.0011 0.0012 0.003 0.0012 0.0009 0.002 99.95

표 6.1 시편의 조성

그림 6.1 중금속 부식특성 실험시설 사진(1, 2층)

그림 6.2 정적실험장치의 공정도 및 사진 (위; GB, Furnace, 아래 Furnace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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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납-비스무트 동적실험장치의 공정도

Operation Temp. 450℃-550℃ (Iso-thermal)

LBE volume 0.08m3

Test Section 3/4 inch-Sch #40, SUS 316L seamless pipe,
Vmean = 2 m/s (at 45 lpm)

Main Piping system 1.5 inch-Sch #40, SUS 316L Seamless Pipe

Flow measurement Electro-Magnetic Flow Meter

Pump Electro-Magnetic Pump (60 lpm-4 bar-40 kVA)

Oxygen control H2/H2O Partial pressure

Purification Magnetic Filter and Mechanical Filter

표 6.2 납-비스무트 동적실험장치의 주요 제원

그림 6.4 측정부의 설계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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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tagnant Test Flowing Test

Specimen

T91 W T91

As-received
Al-coated

(60~100㎛)
N+ ion implanted As-received As-received

Oxygen Control <1.0x10-8~1.05x10-5wt% <1.0x10-8wt% 1.05x10-5wt% 1.05x10-5wt%

Temperature 520℃

Time 500~1000hr 500~1000hr 2000hr 2000hr 500~1000hr

표 6.3 실험조건

그림 6.5 LBE 중금속에 대한 산소농도 안정범위

[Muller et al, J. of Nuclea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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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가. 무산소 하에서 as-received 재료의 부식 실험

무산소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산소농도 조절에 앞서 산소가 없는 자연적인 상태의 결과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원자로 내의 구조재를 이루고 있는 합금강의 기본적인 부식특성을 파악할 수 있

고, 아울러 부식 억제책 및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6 및 6.7은 산소농도가 낮은 (<10-8wt%) 무산소 분위기에서 T91재료를 520℃에서 500

및 1000시간 동안 LBE에 노출시켜 수행된 정적 무산소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사용된 시편

모두 LBE가 용해 침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산소

분위기였으므로 표면에 산화막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산소농도 조절시의 부식 실험

내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농도를 조절하여 정적 유산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8은 농도

를 1.0×10-5wt%로 하여 T91 원재료(as-received)를 520℃에서 1000시간 동안 LBE에 노출시켜

수행된 정적 유산소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91 원재료는 여러

지점에서 약 5㎛ 두께의 얇은 산화막이 형성되었고, 부식과 관련해서는 T91의 주된 성분인 Fe와

Cr 성분 등이 고갈되지 않았고, 납합금 성분인 Pb 및 Bi가 용해 침투되지도 않았다.

그림 6.9는 농도를 1.0×10-5wt%로 하여 텅스텐(W) 원재료(as-received)를 520℃에서 2000시

간 동안 LBE에 노출시켜 수행된 정적 유산소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및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막이 형성되었으며, 성분 고갈 없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텅

스텐으로 보호 코팅을 할 경우 부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10은 동적실험을 통하여 520℃ 및 산소농도 1.05x10-5wt%에서 LBE에 500시간 동안 노

출시킨 시편 T91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표면에 산화층이 약 5㎛ 형성되었고, 뚜렷한 부식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11은 동적실험을 통하여 520℃ 및 산소농도 1.05x10-5wt%에서 LBE에 1000시간 동안

노출시킨 시편 T91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그림 6.10의 500시간 동안 노출시킨 동일 시편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산화층이 약 5㎛ 형성되었고, 뚜렷한 부식현상도 나타나지 않았

다.

다. Al coating + 산소농도 조절시의 부식 실험

그림 6.12는 그림 6.8과 같은 조건에서 T91 재료에 알루미늄을 두께별로 코팅한 시편에 대해

농도를 1.0×10-5wt%로 하여 1000시간 동안 LBE에 노출시켜 수행된 정적 유산소 실험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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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이다. 알루미늄을 코팅한 시편 모두는 산화층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Fe-Al 층에 의해 잘

보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코팅 두께도 실험 전과 비교하여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어두운 회색층).

라. N+ 이온이 주입된 재료의 부식 실험

부식억제기술의 한 방법으로서 active 코팅 방법인 N+ 이온 주입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6.13은 T91 원재료(as-received)와 질소이온이 주입된 재료에 대하여 LBE에 1500시간 동안 노

출시킨 정적실험의 XRD 분석 결과로서 질소이온이 주입된 재료는 N+ 이온이 수 Å의 깊이로 고

용되어 있기 때문에 XRD 분석기에 박막부착기(thin film attacher)를 이용하여 1-3o 범위로 입사

각을 고정시켜 놓고 분석하였고, 원재료들은 2θ 각에서 일반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온 주입된 재

료는 Fe2N의 새로운 질화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 peak 가까이에서 뚜렷하게 형성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6.14는 정적실험을 수행한 결과로서 표면에 산화막 형성이 이루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고용 강화 및 새로운 질화물의 형성으로 Pb-Li 분위기에서 표면처리의 효

과를 나타냄으로써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국외의 납합금 부식특성 기술현황 분석 및 평가

시편을 이용한 소규모(실험실 규모) 부식특성 실험은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었으며, 관련 기술

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온에서 실규모의 부식특성 실험 자료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납 합금은 부식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과

납 합금에 내식성 있는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

하고는 모두 초기단계이다. 표 6.4는 국외의 납 합금 부식특성 실험 현황 및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Song, 2003].

국외에서 다양한 재료에 대해 산소농도를 조절하며 수행한 실험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재료

T91에 대해 저 산소농도(10-11～10-10wt%)로 실험한 프랑스 CEA 및 이탈리아 ENEA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식정도가 1～80 μm/yr 또는 40～50 μm/yr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재료 T91에 대해 고 산소농도(10-6 wt%)로 프랑스 CEA가 러시아 IPPE와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부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프랑스 CNRS가 시편을 산화시킨 후 수행한 실험결

과에 의하면 350℃까지는 취화(embrittlement) 및 부식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500℃에서는

취화현상이 나타났고, 650℃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였다. 독일 FZK에서 러시아 IPPE와 공동으로

수행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420℃의 경우에는 4000시간까지 부식이 없었으나, 550℃에서는 2000

시간까지 부식이 없다가 4000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식이 발생하였다. 스페인 CIEMAT가 600℃에

서 500시간 노출시킨 실험결과에 의하면 모든 재료에 대해 부식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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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산소농도 <10-8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500시간 동안

노출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그림 6.7 산소농도 <10-8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1000시간 동안

노출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그림 6.8 산소농도 1.05x10-5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1000시간

동안 노출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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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산소농도 1.05x10-5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2000시간

동안 노출된 W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그림 6.10 산소농도 1.05x10-5wt% 및 온도 520℃에서 동적 LBE에 500시간

동안 노출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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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산소농도 1.05x10-5wt% 및 온도 520℃에서 동적 LBE에 1000시간

동안 노출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그림 6.12 산소농도 1.05x10-5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1000시간

동안 노출된 Al-coated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그림 6.13 질소이온 주입 전, 후의 T91 시편의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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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산소농도 <10-8wt% 및 온도 520℃에서 정적 LBE에 2000시간 동안

노출된 질소이온이 주입된 T91 시편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

표 6.4 국외의 납합금 부식특성 실험 현황 및 결과

5.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적실험에서 모든 재료들은 부식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T91 재

료에 알루미늄(Al)을 코팅한 시편들은 부식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적실험

에서는 T91 시편에 산화층이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부식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면에 Fe 또

는 Fe-Cr 혼합산화물이 형성되었다. 또한 시편에 산화철(Fe3O4)에 의한 외부층과 크롬 스피넬

(Cr-rich spine)에 의한 내부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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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노심핵연료 파손 감시

1. 서론

핵연료 건전성 즉, 핵연료의 파손유무를 검출하기 위하여 이 계통은 HP-Ge gamma detector

를 사용하여 커버개스 내애 존재하는 핵분열개스를 검출하고, 핵분열함을 이용하여 중간열교환

기(IHX) 내에서 지발중성자를 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파손핵연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핵연료봉에 주입된 태그개스의 유출여부를 개스분석기로 분석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지발중성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핵분열함의 최적의 설치위치를 찾기

위하여 파손핵연료로부터 지발중성자의 원자로 용기 내에서의 전달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파손핵연료 감시계통에 사용되는 세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한 통합

감시계통의 구성개념을 개발하였다. SFR 상위설계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이 계통에 대한 계통설

계요건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이 계통의 감시결과가 SFR의 보호기능으로 채택되느냐 하는 부

분이다. 현재까지 개념개발 또는 건설된 원자로설계의 예에서 이 계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계통

에 대한 설계결과를 참고하면 일관된 설계개념이 아닌 각 원자로마다 고유의 설계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어떤 계통이 보호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곧 이 계통의 설계안전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이후 개념설계부터 계통설계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SFR

설계에서도 이 계통에 관한 기능을 먼저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SFR 파손핵연료 감시개념

가. 파손핵연료 감시 개요

핵연료 파손을 탐지하기 위하여, 파손된 핵연료에서 누출되는 개스 핵분열 생성물 (fission

product gases)의 존재를 탐지한다. 개스 핵분열 생성물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감마선 및 지

발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안정화 원소로 전이한다. 따라서 이들이 방출하는 특정 에너지 밴드의

감마선 및 지발중성자 특성을 분석하면, 파손 핵연료를 탐지할 수 있다. 파손핵연료의 위치를 파

악하기 위하여 핵연료봉에 태그개스를 주입하여 핵연료 손상시 누출되는 태그개스를 검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감시방법은 핵분열개스 감시, 지발중성자속 감시, 태그개스 감시이며,

이들 감시방법은 상호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각각의 감시정보는 독립적으로 수집되어 운전

원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이들 세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핵연료파손 종합정보를 구축하여 운전원

에게 운전정보로 제공한다(그림 7.1).

나. 파손핵연료 건전성 감시

(1) 핵분열개스의 감마선 측정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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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파손핵연료 감시방법

대표적인 핵분열 개스 및 그 외 방사화된 개스의 반감기와 신형 액체금속로(ALMR)에서 제시

된 농도에 대하여 표 7.1에 나타내었으며, 농도의 시간적 변화는 튜브의 직경 및 길이에 따라 달

라진다. 이 표에 있는 핵분열 개스 또는 방사화 핵종은 분열개스 탐지를 위한 측정변수 후보들이

며,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계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응답시간과 정확도/해상

도이며, 이들 핵종 중에서 가장 기저가 되는 요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측기의 응답시간은 핵

분열 개스 또는 방사화 핵종의 반감기와 관련된다. 반감기가 가장 짧은 핵종으로는 Ne-23으로

약 38 초의 반감기를 가지며, 반감기가 가장 긴 핵종으로는Xe-133으로 약 5.3 일의 반감기를 가

짐을 알 수 있다. 다음 고려사항은 측정정확도 또는 해상도로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은 핵분열 개스 또는 방사화 핵종의 농도이다.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농도가 낮은 방사

화 핵종은 Na-24로서 약 0.0025 uCi/cm3의 농도를 가진다.

(나) 검출기 선정 고려사항

① 검출기 응답시간

o 파손핵연료 감시를 위한 핵분열개스 검출기의 응답시간은 표 7.1에서 제시된 각종 핵분열

개스 또는 방사화 핵종의 반감기가 기저요건이 된다.

o 모든 핵종을 검출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검출기는 최소한 38 초 이내에 감마선 특성에 대

한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o 여기에는 핵종의 운반시간과 검출기 응답시간, 신호처리시간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검출기 측정 민감도

o 핵분열개스 검출기의 측정 민감도는 표 7.1에서 제시된 각종 핵분열 개스 또는 방사화 핵종

의 농도가 기저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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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대표적인 방사화 개스

종류 핵종 반감기 농도 (uCi/cm3)

핵분열

개스

Xe-133 5.30day 30

Xe-135 9.14Hr 8

Kr-85m 4.48Hr 0.8

Kr-88 2.8Hr 0.5

Xe-138 14.2Min 0.05

방사화

핵종

Ne-23 38sec 3000

Ar-41 1.83Hr 0.4

Na-24(vapor) 15Hr 0.0025

o 모든 핵종을 검출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검출기는 가장 낮은 농도를 가지는 Na-24를 측정

할 수 있는 측정 민감도를 지녀야 한다.

o 핵종의 운반중 손실되는 농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③ 검출기 선정 고려사항

상기에서 고려된 응답시간과 측정 민감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마선 검출기가 검토되

어야 한다. 기존의 섬광형 검출기는 본 문서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검출기는 반도체

형 검출기이다. 감마선 검출기 고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큰 흡수계수, 단위 에너지당 다량의

전자-전공 쌍, 전자 및 정공의 이동도, 완전 단결정에 근접할 정도의 고순도 특성, 경제성 등이다.

(다) 검출기 평가 및 선정

원자로 헤드 상부공간에 존재하는 분열개스 분석을 통하여 핵연료의 손상을 탐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정 방사선 존재를 검출하여 핵연료의 손상을 탐지하는데 이용한 검출기로

는 개스봉입형 검출기, 섬광검출기 및 반도체검출기가 있다. [허섭, 2006]에 따르면 이들 중 반도

체 검출기가 SFR 핵연료 손상 탐지에 적합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 절은 위탁과제 (과제책

임자 및 과제몀: 나만균,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파손탐지 계측방안 설정) 연구결과 (보고서:

KAERI/CM-1164/2009, 2009. 11)[나만균, 2009]를 요약하였다

① 반도체 검출기와 타 검출기 비교

감마선 계측기는 크게 기체형 계측기와 NaI(Tl)을 이용한 섬광(scintillation) 계측기 그리고 높

은 해상도를 가지는 고순도 Ge (High purity Germanium) 계측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체형 계측기는 하전 입자가 개스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효과에

기초를 둔 것으로 방사선 준위에 따라 검출기에 많은 전류가 흐르는 형태이다. 대부분 기체형 계

측기의 경우에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 분해능은 수 keV 이상으로 나온다. 따라서 노심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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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파손에 의한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특정 피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감마

선의 총량에 의해서 핵연료 파손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체형 계측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 핵연료 파손을 판정하기 위하여 잡음감쇠 및 원자로 조건에 따른 감마선 총량 분석에 많은 알

고리듬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 가용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에 설명되는 섬광 계측기와 유사하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섬광형 계측기는 측정 물질에서 발생하는 섬광(scintiallation light)

에 의해서 이온화 방사선을 검출하는 측정 방식이다.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원자가 전자대

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되었다가 다시 천이(~10E-8 초 내에)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섬광 물질이라고 한다. 입사되는 방사선의 세기와 가시광선의 방출량의 비례성을 이용하

는 섬광 계측기는 사용하는 섬광 물질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며 대표적인 것으로 무기결정형인

Na(Tl) 계측기가 있다.

SFR에서는 냉각재를 Na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특성을 보이게

된다. Na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많이 방사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섬광 계측기의 경우에 핵종에

따른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분해능이 낮으므로 특정 핵종에 의한 피크가 보이지 않아서 섬광

형 혹은 기체형 감마선 계측기를 이용한 감마선 스펙트럼으로부터 핵연료 파손을 탐지하기는 매

우 어렵다. 그림 7.2와 같이 세 종류의 고 해상도 반도체형 검출기와 섬괌형 검출기 (NaI) 비교결

과는 다음과 같다.

o Ge 반도체형 검출기의 해상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 측정 에너지 영역은

2-100 KeV로 나타났다.

o 반면에 NaI(TI)의 경우 122 KeV에서의 해상도는 Ge 검출기에 비해 약 60 배 정도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7.2. HPGe 계측기와 NaI(Tl) 계측기의 에너지 분해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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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저 에너지 감마선 검출기 해상도 및 측정에너지 영역 비교

검출기
물질 검출기 크기

해상도(KeV) @ 최적 에너지 영역
(KeV)

5.9 KeV 122 KeV

Ge 50 mm2 X 5 mm
planner 0.145 0.5 2-100

CdTe 25 mm2 X 2 mm 1.5 10-12 6-350

HgI2 100 mm2 X 1 mm 1.5 - 2-60

NaI(TI) 51 mm diam. X 2.5
mm 2.9 - 2-70

NaI(TI) 51 mm diam. X 25
mm - 31 20-200

② 반도체 검출기 비교 및 예비 선정

표 7.3은 반도체형 감마선 검출기를 설계함에 있어 현재까지 제시된 반도체의 종류별로 운전

온도, 에너지 갭, 전자 및 전공의 이동도 등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에너지당 (eV) 다량의 전

자-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Low electron-hole creation ebergy)는 Ge의 경우가 가장 우수하며,

전자 또는 전공의 이동도도 타 물질에 비해 Ge 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 해상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그러나 타 물질의 운전온도가 상온인데 반해 Ge 의 경우

약 77K (질소 액화온도) 근방에서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

로 검토되었다.

표 7.3. 감마선 검출기에 적합한 반도체 물질의 변수

물질 원자수 운전온도
Band gap

(eV)

Electron –hole
creation energy

(eV)

Density

(gcm-3)

이동도

(cm2V-1s-1)

Electron hole

Si 14 Room Temp. 1.106 3.62 2.33 1350 480

Ge 32 Liquid N2 0.67 2.96 5.32 36000 42000

CdTe 48, 52 Room Temp. 1.47 4.43 6.06 1000 80

HgI2 80, 53 Room Temp. 2.13 4.22 6.30 100 4

GaAs 21, 33 Room Temp. 1.45 4.51 5.35

Bi2S3 31, 33 1.30 ? 6.73

PbI2 82, 53 2.60 7.68 6.16

GaSe 31, 34 2.03 6.30 4.55

AlSb 13, 51 1.62 5.05 4.26

CdSe 48, 34 1.75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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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R 등에서는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반도체형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반도체 물질은 Ge이고 고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HPGe (High Purity Germanium) 감마

선 계측기를 사용한다. HPGe는 반도체형 계측기로써 이론적으로 수 eV 까지 감마선 에너지 스

펙트럼의 분해가 가능하다. 또한 검출기의 밀도가 기체형에 비하여1,000배 이상 큰 고체이므로

방사선의 검출 효율도 매우 우수하다. 다만 표 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Ge 반도체형 계측기는 그

동작 특성상 (내부 전자의 자유 이동 최소화) 항상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극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지발중성자 측정

(가) 지발중성자 생성 및 거동

원자로 운전시 노심내 핵연료봉 내부에서는 핵분열에 의한 많은 다양한 종류의 핵분열 생성물

이 연속적으로 생성되고,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의 일부 핵종은 지속적으로 지발중성자를 방출하

면서 붕괴하게 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핵종으로는 Br-87, Br-88, I-137, I-138, Rb-93, Rb-94 등

이 있다. 지발중성자를 반감기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1그룹은 반감기가 51초 이상이고,

2그룹은 약 22초, 나머지 그룹들은 6초 이하이다. 지발중성자 생성 분율은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Pu-239가 U-235에 비해 약 절반의 값을 갖는다. U-235는 핵분열 당 약 200 MeV

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그룹별 yield fraction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원자로의 출력이 정

해지면 쉽게 그룹별 지발중성자 생성량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235와 Pu-239가 혼재

되어 분열을 일으키는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 거의 동일한 200 MeV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값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KALIMER-600을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면, KALIMER-600의 열출력은

약 1500 MWth이므로, 핵분열율(fissions/sec)은 약 ×fissions/sec이다. 핵연료 설계가 진

행 중인 단계이므로, 전체 동위원소의 평균 지발중성자 생성율과 핵분열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개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fissions/sec * 0.02 delayed neutrons/fission = ×delayed neutrons/sec

위의 지발중성자 양은 노심 전체의 핵연료봉에서 생성된 총량이다. 핵연료봉 내에 갇혀 있던

지발중성자는 핵연료봉 파손 발생 시에 1차 냉각재로 누출되게 되는데, 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 핵연료봉 내의 개스 압력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일차냉각재의 압

력과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압을 해주는 경수로와는 다르게 일차냉각재의 압력이 거의 대기압

으로 유지되는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소규모 파손 발생 시에도 지발중성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누

출되게 되므로 지발중성자를 이용한 파손 핵연료 탐지가 조금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발중성자 계측기

누출된 지발중성자의 탐지를 위해서는 중성자 계측기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계측기

는 BF-3 검출기와 핵분열함(fission chamber)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계측기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 핵분열함이 원자로 일차냉각재 내의 지발중성자를 측정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감마선 및 

입자로 인한 배경잡음 제거가 용이하고,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핵분열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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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효율을 위하여 코팅을 두껍게 하면 핵분열 생성물이 내부에서 포집되기 때문에, 핵분열성

물질의 두께가 얇게 할 수 밖에 없어 계측기 사용수명에 제한 사항이 있으며, 고농축의 핵분열성

물질의 취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다) 핵연료 파손으로 누출된 지발중성자 탐지

핵연료 파손부위가 충분히 커지면 지발중성자 모핵(precursor)인 핵분열 생성물이 냉각재로

누출되어 핵분열 생성물이 일차냉각재로 누출되어 PHTS 루프를 따라 순환하게 된다. 일차냉각

재 내로 누출된 핵분열 생성물의 존재는 일차냉각재 내 지발중성자를 감시하므로써 핵연료 파손

을 탐지할 수 있다. 즉, 일차냉각재 내로 누출된 핵분열 생성물 중의 지발중성자 모핵(precursors)

의 붕괴에 의해 지발중성자가 발생하고, 많은 양이 붕괴되기 이전에 계측하여 핵연료 파손 여부

를 탐지한다. 지발중성자 탐지를 위한 핵분열함은 설치의 용이성과 계측의 효율(지발중성자만을

측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IHX window 영역에 설치한다.

IHX에서 지발중성자를 측정하는 방안의 기본 가정으로는, 노심 내에 존재하는 소듐이 잘 혼

합되어 각 IHX window 영역으로 들어오며, 모든 핵분열 생성물이 IHX window 영역의 계측기

로 탐지 가능하다고 설정한다. 즉, 누출된 핵분열 생성물의 지발중성자를 계측할 수 없는 노심 내

의 위치가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또한 원자로 노심으로부터의 중성자 측정 신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IHX window 영역내 혹은 노심 방향으로 적절한 위치에 중성자 차폐체

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발중성자 계측시 핵분열성 생성물이 핵연료봉으로부터 일차냉각재로 누출되기까지의 시

간인 isotope holding time (압력에 대한 함수 및 피복관 내부의 형상 그리고 파손 부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그리고 누출 부위의 크기와 조건, 계측기의 특성에 따른 Equivalent Recoil

Area(ERA)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KALIMER-600의 PHTS 루프 냉각재 순환시간은 대략 30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경수로에서의 순환시간인 7∼8초와 비교하여 지발중성자가 핵연료봉에서

계측기로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서 지발중성자의 상당수가 감쇠되어 버린다. 그러나 지발중성자

그룹 1 (약51초) 및 그룹 2(약22초)의 반감기에 비추어 추론하면, 파손 핵연료에서 누출되는 그룹

1, 2의 지발중성자는 IHX window 영역의 핵분열함에서 계측이 가능하다.

(라) 지발중성자 전달경로 해석

그림 7.3에 COMMIX 열유동 해석 결과로부터 유추된 지발중성자원의 대표적인 이동경로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노심의 inner/middle/outer 영역의 핵연료 집합체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른 전달 경로를 보이며, 모든 지발중성자원은 IHX를 통하여 다시 저온 풀로 순환한다. 한번 순

환된 지발중성자원은 방사선 붕괴시간이 매우 길게 되므로, 측정이 어려워, 초기순환에 따른 전

달모델을 개발하였다. Inner/middle/outer 영역의 핵연료 집합체 위치에 따라 전달경로는 상이하

다. 즉, inner 영역의 지발중성자원이 가장 멀리 이동하지만, 노심 출구 냉각재 유속이 빠르므로

모든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IHX까지 도달시간은 표 4에서 처럼 거의 같음을 확인하였다. 전달경

로를 추적하여 전달 시간을 확인하여 보면, 약 20초 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균적인 지발중성

자원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초기누출 양의 약 1/8이 IHX 주변부 핵분열함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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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손핵연료 위치 감시

(1) 태그개스 선정

태그(tag) 개스는 Xenon, Krypton, Argon and Neon의 동위원소 중의 하나가 사용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Xenon 과 krypton 태그개스는 커버 개스로 Argon이나 Helium을 사용

하는 경우에 모두 유용하지만, 현재 SFR에서는 원자로 내부의 커버개스로 Helium을 사용할 예

정이므로 Argon/Neon 개스 태그를 사용한다.

stream no. location time(sec)
1 Inner core 6.86
3 Inner core 12.68
5 middle core 7.82
6 middle core 15.29
10 outer core 10.33

표 7.4 지발중성자 전달시간

그림 7.3. 노내 지발중성자 전달경로 분석결과

Argon/Neon 개스태그 시스템은 Xenon/Krypton 개스태그에 비교하여 가격 면에서 30% 정

도 낮고, 원자로 물질구성의 변화가 적고, 원자로 커버개스의 밀봉운전이 용이하며, 더 중요한 특

성은 아르곤 및 네온 동위원소가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매우 적고,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핵분

열 생성물(fission yield)에서 Argon 및 Neon이 생성되지 않아서 성분분석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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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그개스 설치 방안

태그개스는 손상된 연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태그개스는 각 연료의 다발에 방

사선 동위원소가 조합된 적은양의 개스를 연료다발의 연료봉에 주입하여, 연료피복재에 손상이

생기면, 그 연료로부터 방출된 태그개스는 원자로 상부의 커버개스에 모이게 된다. 이 개스를 질

량분량계로 분석하면 손상된 연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3) 태그개스 회수

현재까지 SFR에서 커버개스 회수 및 정화 과정이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ALMR에서 제시

한 방법을 참조로 태그개스 회수 및 분석 방안을 설정한다.

3. SFR 파손핵연료 감시계통 구성

가. 개요

파손핵연료 감시계통은 핵연료집합체의 파손여부를 검출하여, 이를 운전원에게 알려 제한된

출력운전이나 수동 원자로정지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운전원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파

손핵연료 감시계통은 비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지만, SFR 계통설계에 따라서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EFR(European Fast Reactor)에서와 같이 지발중성자 검출을 이용한 파손핵연료 감시계

통을 원자로 보호를 위한 안전등급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나. 계통설명

현재까지 다른 원자로 설계에서 파손핵연료 감시계통은 각 기능별로 단독시스템으로 운영되

어 왔지만, SFR 설계에서는 컴퓨터 및 데이터통신망 기술을 도입하여 이들을 통합감시시스템으

로 설계, 운영하고자 한다.[이철권, 2010]

(1) 핵분열개스 감시계통

반도체 검출기의 장점은 반도체 전자 및 전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Ge이 2.96 eV, Si

가 3.62 eV로 기체(30 eV)보다 상당히 작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에너지 입사 방사선에 대하여 생

성되는 정보전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출력펄스가 커진다. 따라서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구분

하는 에너지 분해능이 좋고, 또한 감출기가 기체보다 밀도가 1000배 정도 큰 고체이므로 방사선

의 검출효율이 우수하다. 그러나 상온에서도 열적여기에 의해 반도체 검출기에는 항상 미량의 전

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반드시 냉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도체 감마선 검출기시스템의 기본구성은 그림 7.4와 같이 전치증폭기, 선형비례증폭기

(Linear Amplifier),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 신호처리 Unit, Multichannel Analyzer

(MCA)로 이루어진다.

(2) 지발중성자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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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7.5와 같다. 계측기 신호는 전치증폭기(preamplifier)의 입력신호로

전송되고, 각 전치증폭기는 계측되는 신호 크기를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증폭한

다. 즉, 증폭된 신호를 이용하여 감마선에 의해서 유발되는 카운터(counter)에 대한 각각 전기적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어반에 입력된 신호는 대수준위 회로, 선형회로, 미분회로 등을 통하

여 지발중성자 속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제어반에서는 계측기 운전과 유지 보

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측정된 지발중성자 신호는 플랜트 감시 및 표시 계통에서 저

장 및 표시되며, 각종 경보기 제어실에 제공되며, 플랜트 정보계통에도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Amp

Normally 
open 

Linear 
Gate

Peak 

Stretcher
ADC Memorry

SCA

Keyboard Control

Display

I/O 
Interface

ADC input

Input Address

User 
input

Input/output
Devices

그림 7.4. 반도체 감마선 검출기시스템의 기본구성

그림 7.5. 지발중성자 감시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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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그개스 분석시스템

태그개스 분석시스템은 커버 개스 내에 존재하는 태그개스 동위원소(tag isotope)를 농축하고

분석한다. 태그개스 회수 및 분석(tag gas recovery and analysis)은 하나 이상의 태그개스 획득

장치, 진공탱크, 냉각펌프, 샘플 저장용기 및 질량분석기로 구성된다.

다. SFR 파손핵연료 통합감시계통

현재까지 파손핵연료 감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들은 원자로설계에서 각각 단독시스템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SFR 설계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운전을

위한 신호처리와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계통의 운전성을 제고한다.

그림 7.6은 통합 파손핵연료감시시스템 구성도이다. 여러 검출기에서 출력되는 계측신호는 전

치증폭기를 거친 후 신호처리 및 파손핵연료 검출시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경보캐비닛으로 입력

된다. 각 기능에 따라 증폭되고 conditioning된 결과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용컴퓨터로 입력

되어 분석알고리듬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운전원 표시장치를 통하여 출력되고, 주제어실 표시

등 타 계통과의 연계를 위하여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다.

원전산업에서 계측제어계통은 안전등급 PLC와 비안전등급의 DCS를 반으로 계통간 연계에

통신망을 사용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기반으로 설계되는 파손핵연료 감시계통의 연계방식은 통신망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통신망은 연계계통에 따라 다양하다.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

되는 원자로보호계통은 I/O 입출력 카드를 통한 안전등급 통신망 또는 Hardwired를 사용하며,

제어계통에는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므로 I/O 입출력을 통한 Hardwired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

어계통에서 적용된 PLC나 DCS의 입력처리 방식에 따라 통신망을 사용한다.

그림 7.6. 파손핵연료 통합감시계통 구성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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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원자로내부 중성자속 계측

1.. 서론

SFR의 출력을 측정하여 원자로를 제어 및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노외 중성자속 검출계통

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상용 원자로는 원자로와 주요 기기가 분리된 형태를 가지는 루프형으로

설계되므로 원자로출력은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SFR은 원자로,

중간 열교환기 및 주냉각재 펌프가 원자로용기 내에 설치되는 일체형 원자로형을 채택하고 있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용기 외부에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루프형

원자로에 비해 일체형 원자로의 용기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원자로용기 외부에서의 중성자 플루

언스 (Fluence)가 적어지므로 중성자속 검출기의 감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SFR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용기 내에 위치하지만 노심의 부근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안전등급의 원자로보호용 신호생성, 제어용신호 생성, 그리고 기동

영역의 감시신호 검출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신호처리는 펄스계수(Pulse counting) 모드,

교류(MSV; Mean square voltage)모드, 직류모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한다. 기존 상용로의 경

우 기동채널은 펄스계수모드, 보호용 신호는 세가지 모드 전부, 제어용 신호는 직류모드를 사용

하며, 이들 각각은 별도의 시스템과 검출기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기술발전과 함께

검출기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측정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 안전등급의 감시계통으로 보호용 신

호생성은 물론 제어 및 감시용 신호도 생성이 가능한 단순화된 광역중성자속 검출기의 사용을 제

안하였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위치를 원자로용기 내부로 설계할 경우 설치환경 즉, 고

온과 소듐환경을 고려한 검출기가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사고후감시 기능을 위한 검출기의 설치

위치 및 환경조건이 분석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검출기의 내구성과 정확도를 결정하는 감도(Sensitivity)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결과를 향후 계측기 제작시 제작사양으로 사용하고 시험을 통하여 사양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또한 노외 핵계측기가 원자로용기 내의 정확한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동 및

전출력 시에 계산된 중성자속 플루언스를 바탕으로 후보군의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향후 프로토

타입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계통에서 현재 사용되는 신호처리부는 대부분이 아날로그기술 기반으로

제작,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통과 연계되는 타 계측제어계통의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노외

중성자속 검출계통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기기들의 단종에 따른 보수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하여 디지털기술 기반의 신호처리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SFR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제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의 검출기 제작사와 공동으로 개

발한 후 이를 실제 검출기가 설치되는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검증시험

을 위한 유사환경에서는 고온 및 소듐 환경조건 뿐만 아니라 원자로용기의 환경에 대하여 검출기

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Thimble)과 유속과 진동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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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R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계

본 절은 SFR의 원자로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에

대한 주요 설계사양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양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내용을 기술한다.

가. 검출기 기능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의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원자로 출력을 감시한다. 원자로형에

따라 측정범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영역(1.0E-8%)에서 150%

(또는 200%) 출력까지의 광역신호와 원자로 출력운전영역인 1% ~ 150%(또는 200%)의 협역신호

로 구분되어 생성되며, 이 신호는 전치증폭기 및 신호처리부를 거치면서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제어계통 및 제어실 운전원을 위한 감시계통에 전달된다.

(1) 안전기능

안전채널은 노심에 수직으로 설치된 다수 개의 핵분열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방향 출력분포

를 측정하여 이들 측정치에 대한 대표치를 계산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트립변수로 제공하며, 각

각의 개별 축방향 출력정보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제공한다. 노심보호연산기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부출력밀도(Local Power Density, LPD) 와 핵비등이탈률(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을 생성하여 트립변수로 활용한다.

일체형 원자로 용기내에 설치되는 광역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은 SFR의 전 운전영역에 대해

하나의 검출기로 모든 준위의 원자로 보호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2) 제어기능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제어를 위한 전용채널이 2 개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제어채널의

측정범위는 1 ~ 125 % 영역이며, 이 신호는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등의 운전을 위한 입력을 제공

한다.

(3) 감시기능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노외 중성자속 관련 정보는 SFR 일체형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노

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 대동소이 하다. 그러나 계측기의 종류 및 채널 공유 등에서는 상당히

다른 설계를 가진다. 정상운전, 기동 및 과도상태 운전, 사고후 감시 등을 위한 상세한 감시기능

및 기능별 운전정보는 예비설계단계(Preliminary Design Stage)에서 정의된다.

나. 검출기 측정범위

SFR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채널간 중첩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독립된 4 개의 채널을

가지며, 각 채널은 3개 또는 다수 개의 분열함(Fission Chamber)을 갖는다. 중앙부에 위치하는

분열함은 기동 및 광역에 해당하는 중성자속을 측정함과 동시에 원자로 출력영역에 해당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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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출력을 측정한다. 반면에 상하부에 존재하는 분열함은 원자로 출력영역에 해당하는 선형출력

을 측정한다.

SFR 노외중성자속 검출기의 운전범위는 약 10-8 % 원자로 출력에서 150 (또는 200) % 원자

로 출력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경수로 대비 약 1 ~ 2 decades 가 줄어든 측정 범위를 갖는

데, 이 범위는 외국의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그림 8.1은 대표적인 상용 원자로

의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측정범위를 나타낸다.

설정된 운전범위를 바탕으로 KALIMER-600의 예비 중성자속 누설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원

자로 용기내 위치별 중성자속 측정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센터

부근에는 중성자속 분포가 ~3 x 1015 nv 이고 노심 지지배럴과 원자로용기 사이에는 ~6 x 1010

nv - ~6 x 105 nv, 원자로 외부는 ~6 x 104 nv 이하이다. 원자로 용기밖에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

치할 경우 상용화된 계측기 중 가장 측정 민감도가 좋은 검출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운전

범위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SFR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 용기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주형

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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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상용 노형의 중성자속 감시계통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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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중성자속 누설 프로파일에 따른 계측기

후보의 측정가능 영역 및 제한사항 

다. 검출기 설치위치와 환경조건

예비 중성자속 누설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에 대한 측정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원자로 용기 외부에 검출기를 설치할 경우 모든 운전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되어,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원자로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검출기 수명을 중성자 플루언스 인자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상용의 소형 핵분열

함의 경우 60년 이상의 수명은 보장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상용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에 대한 고온에서의 건전성은 별도로 검증되어야 하며, 소듐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경계를 이루는 검출기 하우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허섭,

2007]

고온에 대비한 검출기 집합체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기술적인 주요 현안은 크게 고온 환경에서

의 검출기 집합체 및 신호 케이블의 건전성 확보 문제와 넓은 운전온도 범위에서 사용함에 따른

불확실도 증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라. 중성자속 검출기의 수명과 환경요인

검출기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검출기 설치위치에서의 중성자 플루언스 (nvt)이며, 이

외에도 감마선 등 중성자 이외의 플루언스 분포, 온도/압력/습도 등이다. 수명 예측을 위해 검출

기의 설치위치는 원자로 용기 내, 즉 노심과 원자로용기 사이로 가정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의

온도범위에 따른 각각의 검출기 후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검출기 크기가 소형화될수록 온

도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대형 핵분열함은 0.05%/도(섭씨)의 온도민감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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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Reuter Stokes 소형 핵분열함은 0.18 %/도(섭씨)로 나타났다. 이를 소듐냉각고속로의 온

도범위에 적용할 경우 정상조건에서 온도에 따라 최대 약 60%이상의 측정 민감도의 차이를 지니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액체소듐의 온도를 이용하

여 증폭이득을 조절하거나 공급전압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허섭, 2007]

마. 기계 구조적 요인

(1) 집합체의 크기

(가) 설계제한사항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집합체 크기와 허용 가능한 SFR 원자로 광역 노외중성자속 검출기 집

합체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기존 경수로의 경우 설치공간이 충분하여 검출기 집합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았으나, SFR 경우는 엄격하게 그 크기가 제한된다. 이는 검출기로 분열함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경수로의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및 제작은 크기 측면에서 유연성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SFR의 경우는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창규, 2009]

(나) 해결방안

50 mm의 직경을 갖는 계측기 안내관 내에 장착할 수 있는 검출기 집합체를 검토한 결과 광역

측정능력을 갖는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이 장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핵분열함은

직경이 약 14 mm, 길이 200 mm 의 사양을 가지며, 검출기에 대한 내압력, 침수환경에 대한 밀봉

등을 위한 추가 하우징을 설치하여도 충분히 계측기 안내관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FR 원자로의 총 노심 길이를 고려할 때 200 mm의 검출기를 3 또는 다수 개 축방향으로 설

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분열함의 민감도 영역이 노심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 중성자속의

국부적인 섭동(perturbation) 측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방향

으로 핵분열함을 다수 설치하는 방안과 핵분열함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축방향으

로 핵분열함을 다수 설치하는 방안은 신호처리로직이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핵분열

함을 재설계하는 방법은 제작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

(2) 유지보수 관점

검출기 집합체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측기 안내관에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계측기 안내관이 직선 형태이어야 이상적이다. 검출기 집합체의 구성부분 중 절대 구부러

질 수 있는 부분과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인 검출기

부분이며, 구부리는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검출기 사이의 연결부분, 그리고 케이블 집합체 부분

이다. 따라서 검출기 집합체는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측기 안내관에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측기 안내관의 내경을 더욱 크게 만들거나 계측기 안내관

을 직선화하는 방법이 있다.

3. SFR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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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 설계요건

기존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SFR 일체형의 특수한 설계현안으로부터 설계요건을 정리

하였다.[이철권, 2009]

(1) 기능요건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급신호의 생성하며 전 운전영역에서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하고 사고후감시 및 선원

영역 신호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보호용 신호 생산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영역에서부터 150(또는 200)% 출력까지의 범위에 대한 중성자

속 신호를 생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한다. 보호영역의 열선속(Thermal Flux) 측정은 독립된 네

개의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광역출력신호 생산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영역(1.0E-8%)에서 150%(또는 200%) 출력까지의 광역출력신

호를 생성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에 전달한다. 이 신호는 원자로 기동시 원자로 출력의 급작스런

증강에 대해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고 출력증배계수 트립의 입력변수로 사용되며, 저출력(약 1

%)시에 원자로 과출력 트립의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② 협역출력신호 생산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영역인 0% - 150%(또는 200%)의 협역운전영역

동안 중성자속 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에 전달한다. 협역영역신호는 각각의 원자

로 운전모드에서 원자로 과출력 트립의 입력변수로 활용된다. 협역출력신호는 세 개의 검출기에

서 나온 선형출력에 대한 대표값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각각의 검출기 출력신호는 또한 보호

계통의 SCOPS(SMART COre Protection System) 모듈에 입력되어 국부출력밀도(Local Power

Density: LPD) 및 핵비등이탈율(DNBR)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나) 제어용 신호 생산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보일러 전 운전범위에 대한 열선속 자료를 제어계통에 전달해야 한

다. 제어영역의 열선속의 측정은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광역출력신호 생산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영역(1.0E-8%)에서 125% 출력까지의 광역출력신호를 생성하

여 원자로 제어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② 협역출력신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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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영역인 0% - 125%의 협역운전영역 동안 중성자속

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 제어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다) 감시용 신호 생산

① 비안전급 감시용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모든 준위의 중성자속을 측정 처리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

시계통에 전달하여 운전원에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감시용 신호는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 기동시 중성자속 감시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운전기간 중에 선원영역(1.0E-8% - 1.0E-3%)의 중성자속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운전원에게 가청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

련 데이터를 전달해야 한다.

- 초기 원자로 기동

- 원자로 정지 기간(extended shutdown periods)

- 원자로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후 재기동

㉯ 광역영역 감시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10E-8% - 150% 출력까지의 광역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정보처리계

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 협역영역 감시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0% - 150% 출력까지의 협역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② 사고후 감시지시용

사고발생 또는 사고 후에 원자로 출력을 운전원에게 알려 주기 위해 독립적인 최소한의 2 채

널(A, B 채널)에서 중성자속 정보를 생성하여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2) 성능요건

(가) 주요 설계사양

-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진다.

-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안전등급으로 설계한다.

o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안전등급 3, Class-1E의 전기등급으로 설계한다.

o 그러므로 광역 중성자속 계측기 관련 모든 기기는 품질등급 1(Quality Class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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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제작한다.

o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설치위치에 따라 온도, 압력, 습도 등의 환경조건을 만족한다.

o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내진등급 I로 설계한다.

o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전자파 장애 (EMC)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의 4 채널 중 2 채널은 사고후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타 안전 및 비안전 계통과 연계를 가진다.

o 안전계통과의 연계는 안전통신망 또는 Hardwired 방식으로, 비안전계통과의 연계는 비

안전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계한다.

(나) 설계상수

① 최대 설계상수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변수에 대한 최대 설계상수를 만족해야 한다.

- 최대 설계압력 : 0.5 MPa (저온풀 정상 출력시 0.4 MPa 정도)

- 최대 설계온도 : 600 oC (단, 사고후 감시채널 : (Later) oC)

- 최대 중성자속 : TBD

- 속 중성자속 누출량(Fast neutron fluence) : TBD

- 최대 상대습도 : 100% (submerged)

② 운전 특성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변수에 대한 운전 설계상수를 만족해야 한다.

- 측정영역 : 1.0 x 10-8 - 150 (또는 200) % 원자로 출력

- 중성자속 범위 : TBD

- 온도 범위 : 10 - 600 oC (단, 사고후 감시채널 : (Later) oC)

- 운전 수명 : 60 년

③ 설치 및 공간 요건

광역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내 설치에 따른 다음의 기계적 제약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검출기 위치 : 노심과 원자로 사이

- 계측기 안내관의 직경 : (50) mm

- 채널 당 검출기 수 : 3 또는 다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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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길이 : (later) mm

그림 8.3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내부설치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 예비 구성도

나. 소형 검출기 어셈블리 구성

소듐냉각 고속로의 노내 설치 광역 중성자속 측정을 위한 검출기 집합체는 총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하며 각각의 채널에는 하나의 검출기 집합체가 포함된다. 그림 8.3은 제안된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도로, 검출기 집합체는 검출기 하우징, 하우징 연결부분, 케이블 집합체 및 안내관

등으로 구성된다. 검출기 하우징은 검출기와 타 원자로 구조물과의 밀봉 및 격리를 위한 부분으

로서 일차계통의 고온으로부터 검출기를 보호한다. 또한 액체 소듐이 검출기 내로 유입됨을 방지

함으로써 검출기의 건전성과 측정신호의 왜곡현상을 방지하는 압력경계이기도 하다. 검출기 집

합체의 하우징은 상황에 따라 채널 당 3개 또는 다수 개가 될 수 있다.

다. 디지털신호처리부 설계

(1) 노외중성자속 신호처리함의 디지털화

상용화되어 있는 중성자속 신호처리함의 기능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회로들이 현재 아날로그

부품으로 제작되어 있다. 원전에서의 사용경험이 많은 아날로그 회로는 기술 및 기기검증이 완료

되고 실시간 응답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 아날로그 기기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품단종에 따른 보수유지의 어려움, 열화 및 온도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확도 및 드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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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문제, 선형성 및 히스테리시스 문제, 신호왜곡에 따른 전송오차, 디지털화 시스템에 대한 호환

성 및 융통성, 복잡한 시험회로 및 절차 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및 부품을 사용하며, 시스템을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림 8.4는 중성자속 신호처리를 위한 디지털 기기를 포함하여 구성한 예로서, 대표적인 기기

로는 아나로그/디지털 및 디지털/아나로그 변환기, 디지털 카운터, 중앙처리장치 프로세서, 통신

카드 등이 있다.[이철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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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SFR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채널 구성도

(2) 통신망을 이용한 타계통 연계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통신망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및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연계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는 원자로보호계통 입력을 위하여 I/O 입출력 카드를 통한 Hardwired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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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출력제어계통 연계

빠른 응답시간이 요구되므로 I/O 입출력을 통한 Hardwired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자로출력제

어계통에서 적용된 PLC나 DCS의 입력처리 방식에 따라 통신망을 사용

(다) 제어실 경보계통 및 지시계통 연계

해당 계통에서 입력으로 요구하는 통신망으로 Field 통신망 또는 TCP/IP 기반의 Ethernet이

사용된다.

(라) 제어실 정보표시계통 연계

해당 계통에서 입력으로 요구하는 통신망으로 주로 원전 비안전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TCP/IP 기반의 Ethernet이 사용된다.

4.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개발

가. 서론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개념검증 실험의 자연대류 유속 측정센서 개발을 목표로, 국제공

동연구를 통해 설계 및 제작 방법을 습득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기 센서의 개발, 제작 및 성능

시험을 통해서 저유속 및 국부유속 센서를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센서를 보정하는 기술도

습득하고, 자체 제작이 가능하게끔 한다.

나. 개발내용

-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

+ 운전온도 : 200～550℃

+ 측정범위 : 0.1～0.8 m/sec

-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센서 도면 생산

다. 연구결과

(1)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개발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센서의 특성을 보면, 그림 8.5와 같이 solid line은 영구자석 주위

의 자기장을 보여 준다. 센서 축을 따라 자석 크기는 자석 지름 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센서

주위의 유도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센서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Loginov.

1981].

( ) 22 /sincos RrBB om qq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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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센서 출력 전압, U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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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oR - 자석 지름, R – 센서 지름, mB – 자석 표면에서의 최대 유도 자기장

이고, )/1()/()/1( 2222 RRRRa ofWo -×++= ss , ws 와 fs – 소듐과 센서 기벽의 전

도성이다.

또한, oWconstrW ==)( 이면, 식(2)는 다음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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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적분항의 상한치가 일정 한계라면 식(2)는 다음으로 된다.

)1(/4 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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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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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BWU mr --=

(4)

식(3)과 식(4)의 차이는 5.4/ =Rr 에서 5%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속에 해

당하는 센서 출력 신호의 95%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센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자석은 cylinder 형의 크기를 가진다. 이 경우 자기장의 아

주 급격하게 감소하며, 센서 신호는 더 작은 면적의 유속에 해당한다. 이 면적은 자기장의 실

제 분포가 측정된다면 식(2)에 아주 근접하여 정의될 수 있다.

실제 센서는 출력 신호가 소듐과 stainless steel 파이프 재질의 전도(conduction)에 의존하

기 때문에 보정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재료의 전도성은 온도에 의존한다.

저유속 유량 센서의 경우 측정 불확실도는 ± 2.5%이어야 한다. 센서 신호는 지름에 의존한

다. 큰 크기의 센서는 가장 작은 유속은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가장 작은 센서는 좀더 높은 구

국부 유속 측정에 사용된다. 측정 불확실도는 실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보정(calibration)은

150, 300, 450, 600℃에서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저 유속 센서의 유속 측정 가능 영역은 0.5～80㎝/sec, 적용온도는 15

0～600oC로써 550oC에서는 10000시간, 600oC에서는 1000시간의 수명(life time)을 가진 센서를

설계하였다. 저유속 센서 1개(D50)와 국부유속 센서 3개가 제작(D10, D6-1, D6-2)되었는데, 국

부 유속은 지름 6㎜와 10㎜의 2 가지로 제작되었다. 그림 8.6은 저유속 센서의 설계도이고, 그

림 8.7은 국부유속 센서의 설계도이다. 그림 8.8은 제작된 저유속 센서와 국부유속 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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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듐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 센서 성능시험

IPPE(러시아)에서 센서들을 제작한 후 그림 8.9, 그림 8.10, 그림 8.11과 같은 실험장치에서

성능을 시험하였다. 성능시험 결과, 0.5～80㎝/sec의 측정이 가능하고, 국부 유속센서는 양방향

(bidirectional) 측정이 가능하였다. Alnico계열의 자석인 Alnico 38&7 자석은 600oC 이상에서는

온도 특성(기울기 Kr, 편차 )이 크게 나타나지만, 600oC 이하에서는 자석의 온도 특성이 미세

하게 되므로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온도에 따른 보정실험결과는 표 8.1과 같다.

(3) 성능시험 분석 툴

러시아 IPPE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2진수 값이다. 본 유속측정 툴은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

하고 보정상수를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LabVIEW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데이터 처리는 다

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준 유량계의 보정 상수 Gs를 결정하였다. 기준 유량계는 TN1과

TN2 사이의 τ1와 τ2 사이의 수위에 해당하는 부피에 의해 보정한다.

ò
t

t

t×t=
2

1

)( dGV
(9)

여기서, 1t 은 첫 번째 수위를 나타내는 시간, 2t 는 두 번째 수위를 나타내는 시간이

고, )(tG 는 소듐 유량이다. 기존 유량계는 소듐 유량에 선형이어야 한다.

)()( tt UKG ×= (10)

여기서, K 는 calibration factor (l/s)/mV, )(tU 는 기준 유량계의 신호이다.

그러므로 보정상수는 다음에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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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은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고 보정상수를 구하는 성능시험 툴로써, 이 화면을 이

용하여 각 센서의 온도에 따른 보정상수를 구할 수 있고, 전체 사용온도 범위의 온도 보정 상

수도 구할 수 있다. 이 툴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150 ~ 600℃ 사이에서 온도에 따른 보정식

을 구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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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wling; 2 – magnet; 3 – stem; 4 –

electrode; 5 – support; 6 – pipe;

7 – extender; 8 – plug; 10 – clincher

그림 8.6 저유속 센서의 설계도

1 – cowling; 2 – magnet; 3 – electrode; 4 – pipe; 5 – extension; 6 – plug

그림 8.7 국부유속 센서 설계도

1–case; 2–magnet; 3–electrodes

그림 8.5 cylinder 자석으로 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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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제작된 국부유속 센서(아래)와 저유속

센서(위)

그림 8.10 실험장치그림 8.9 실험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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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실험 계측장치의 제어화면

그림 8.12 온도 보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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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성능시험 분석 툴

표 8.1 저유속 및 국부유속 센서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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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속 센서의 도면 생산

소듐 흐름 방향과 전극(probe)의 배치에 따라 소듐 유속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8.14와 그

림 8.15는 종축과 횡축의 흐름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개념 설계도면이다. 자석은 튜브 길이 방

향의 수직으로 배치하고 배치된 자석의 바로 옆에 튜브의 길이 방향에 전극(probe)을 배치하는

지 아니면 튜브의 수직 방향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의 방향 흐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극(probe)는 튜브와 절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극과 튜

브 몸체와 닿지 않게 절연체로 감싸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식은 전극과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와 직접 닿게 하는 방법이며, 닿지 않게 설계하여도 된다. 이런 설계 방식을 따를 경우 측

정하고자 하는 유체의 속도 측정치의 정밀도가 떨어질 것을 보인다. 왜냐하면 전극의 간격과

간격 사이에 흐르는 유체에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가 멀리 떨어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8.16은 국소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유속 센서의 세부 설계도면이다. 앞서 설명

된 종축, 횡축의 소듐 흐름을 측정하는 사례를 보였지만, 한 개의 센서속의 종축, 횡축의 전극

을 함께 설치하면 임의 벡터 방향의 소듐 유속을 잴 수 있고, 같은 전극을 여러 군데 설치하면

풀 속의 위치에 따른 유속을 각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다.

라. 결론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개념검증 실험의 자연대류 유속 측정센서 개발을 목표로, 설계 및

제작 방법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습득하였다. 본 기술은 소듐 열유체 실증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기술중에서 소듐 배관 유량과 풀(pool) 속의 소듐 유속을 측정하는 측정 센서의 제작

기술 및 성능시험 기술 등 전반에 걸친 센서 기술을 러시아 IPPE로부터 기술 습득하여 측정

위치에 따란 다양한 환경에 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유속센서의 세부 설계 모양을 인입되는 센서 가이드에 적절히 배치하면 한 개의 가이드에

여러 개의 센서를 넣을 수 있으며, 흐름 방향에 따라 센서를 적절히 배치하면 다양한 국부 유

속을 측정할 수 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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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횡축 흐름을 측정하는 유속 센서 그림 8.15  종축 흐름을 측정하는 유속 센서

그림 8.16 횡축 흐름(사례)을 측정하기 위한 유속 센서의 세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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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SG 신뢰성 향상연구:

- DWT의 누출감지방법을 도출하였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계면에서의 누출특성을 측정

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누출감지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DWT 사양을 설정하고 시

제품 제작하였으며, 고유개념 DWT의 타당성 검증장치를 상세 설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부

수적인 연구성과물으로는 신개념 DWT와 온라인 누출감지 기능을 갖는 DWTSG의 고유개념을

개발하여 4개국 특허출원하였고, 3D 도면을 제도하여 제작성을 분석하였음.

-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 사고 시에 소규모 무추부터 중규모 누출까지 감지할 수 있는 피동형

과 능동형 음향감지기법이 혼합된 혼합형 음향누출감지 논리을 개발하고, 이의 조기 음향누

출감지 시제품을 제작함. 탑재된 음향감지 논리에 의해서 0.1g/sec의 누출을 S/N:-20dB에

서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 재료의 소듐-물 반응에 대한 내식성 평가 기술을

확립하였고, 다양한 증기발생기 설계 및 운전조건에서 modified 9Cr-1Mo 강 전열관의

single-target wastage rate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계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성공

적으로 생산하였음.

◦소듐 안전관리기술 개발:

- 소듐 불순물에 대한 국외의 기술자료들을 분석하여 산소 및 탄소 등에 대한 최적의 화학분석기

법을 도출하였고, 불순물 측정장치 설계요건 설정 및 정제장치인 cold trap 및 in-line 불순물

측정기기인 plugging meter 등을 설계하였으며, 소듐 질량속도가 약 400g/s인 소듐 불순물 측

정 실험장치를 설치하였음.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연구결과들은 중, 대형

실험시설인 SFR 안전성 모의시험시설(STELLA) 및 추후 계획 예정인 실증로의 보조계통

설계를 위한 개념 타당성 검증실험 및 요소기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LBE에 대하여 520℃에서 500 및 1000시간 수행한 국내실험결과와 유사한 조건의 국외 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부식특성 등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남.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자

료들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기발생기(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 DTBSG) 개발 및 납합금을 이용하는 구조재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임.

- 누출 소듐의 유체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누출된 소듐이 소듐 수집트레이에서 수집 용기로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사양을 설정하였고, cover tray의 크기, tray의 경사도 등을 기하학적

배치를 달리하여 설계하였음. 설계된 소듐 수집트레이의 성능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음.

◦ 원자로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 상용 원자로 내부 핵분열 생성물 및 지발중성자원 측정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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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SG

신뢰

성

향상

기술

개발

이중벽

전열관

특성기술

개발

- DWTSG 기술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 DWTSG 고유개념 개발 및 375MWth 개념설계
- 상온 누출감지 실험자료 생산
- 고유개념 이중벽관 설계, 제작
- 고유개념 이중벽관 타당성 검증장치 설계

100

물 누출

음향감지

기술개발

- 소듐-물 반응음 생산 및 능동형 감지방법 개발

․KAERI 소듐-물 반응음 10종 생산

․새로운 능동형 음향감지방법 개발 (특허출원)

- SWR 피동형 음향감지논리 성능평가 및 최적화

․0.1g/초 누출음을 S/N=1/100 (-20dB) 감지

․최적 감지 논리인 혼합형 음향감지논리 개발

- 국외 SG 배경소음 측정장치 구축 및 측정

- SWR 조기 감지설비 시제품 제작

․Off-line과 On-line 툴로 구분하여 LabVIEW 프로그램으로

제작

․On-line 툴의 성능검증 실험 수행: PFR 배경 소음과

KAERI에서 생산한 소듐-물 반응음으로 0.1g/sec 누출음을

S/N=1/100 (-20dB)에서 감지 툴의 감지성능을 확인

100

Wastage

특성

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

장치

설치,

시운전

- 전열관 wastage 특성실험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설계

․전열관 후보재료(2.25Cr-1Mo, Mod.9Cr-1Mo 강)의 self-wastage

특성 비교실험: ～0.38g/sec

․검증장치 설계

- Wasatge 모델개발 및 SWR 해석모델 검증장치 상세설계

․Mod.9Cr-1Mo 강의 single-target wastage 특성 실험: ～2g/sec

- SWR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장치 제작설치, 시운전

․장치제작, 설치 중: 3.7×3.2×4m

․전열관 번들모형: 4×5, 5×5 layer

100

소듐

안전

관리

기술

소듐

화재

확산방지

연구

- 소듐 화재확산방지개념 설정 및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발

․확산방지 파라미터 타당성 분석 및

․소듐 분무형 화재 모델 개선

- 소듐 화재확산방지 구조물 개발 및 화재 실험장치 제작, 설치

100

외부에서 이들을 측정하는 기존 원자로와는 달리 SFR 원자로 내부에서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방식을 분석하였고, 원자로 내부에서 최적의 측정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음.

- 검출기 측정범위 및 설치환경을 고려한 계측기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또한 계측기의 수를 줄이기 위해 광역센서의 사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계측기 제작을 준비 중에 있음. 또한 계측제어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라 노외중성자속계측계통도 디지털 및 통신망 기술을 도입하였음.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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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개발

․소듐 수집트레이 상세 설계

- 소듐화재 연소모델 개선 및 확산방지 구조물의 성능실험

․구조물 성능 실험장치 설치 및 성능 실험 수행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

- 소듐 내 불순물 특성 제어 설계개념 도출 및 설계에 반영

- 소듐 불순물 화학분석 기법 도출

- 불순물 정제장치인 cold trap 및 in-line 불순물 측정기기인

plugging meter를 설계, 제작 및 설치

- 불순물 측정 실험 루프 설치

- 불순물 측정 실험장치 시운전 및 기기 보정

- 불순물 측정 실험 및 거동 평가

100

중금속

냉각재

정적 및

중.단기

동적 부식

특성

실험

- 알루미늄을 이용한 부식 특성 실험

․T91 시편 제작 및 가공 및 산소농도제어 실험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

․부식특성 평가

- 질소이온빔을 이용한 부식 특성 실험

․부식특성 해석 및 비교 평가

- W와 Nb를 이용한 부식 특성 실험

․텅스텐 시편 제작 및 가공

․부식특성 평가

100

원자

로

내부

계측

및

감시

방법

개발

노심 및

핵연료

감시

- 노심 및 핵연료 감시 계측변수 및 논리구체화

․핵분열물질 및 지발중성자 계측을 위한 센서 분석

- 노심 및 핵연료 감시 모델 개발

․파손핵연료 위치 탐지를 위한 표식가스 사용 및 측정센서 분석

- 노심 및 핵연료 감시 모형 제작 및 특성평가

․파손핵연료에 의한 지발중성자의 이동경로 해석을 통한 최적의

계측위치 분석

100

원자로

내부

중성자속

계측 및

감시방법

개발

- 원자로 내부 광역/지발 중성자속 계측 개념 설정

․SFR 중성자속 플루언스를 고려한 노외중성자속 계측범위 분석

․상용 노외중성자속 계측기 및 제조사 현황 분석

- 원자로 내부 광역, 지발 중성자속 계측기 측정 민감도 평가

․고온/소듐 환경을 고려한 노외중성자속 계측기 설치위치 분석

- 원자로 내부 광역, 지발 중성자속 계측기 설치/제작성 검토 평가

․노외중성자속 계측계통 사양 개발

․디지털기술 및 통신망 적용 방안

․노외중성자속 계측기 국제공동개발 범위 및 사양 개발

-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기술개발

․러시아 IPPE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지름 50mm의 배관용 저유속 센서 1개 제작

․지름 10mm(1개) 및 6mm(2개)의 풀용 국부유속 센서 1개 제작

- 저유속 및 국부유속 측정센서 성능시험

․150~600℃의 온도 보정 상수 획득 및 성능시험

․성능시험 툴 제작 및 풀용 유속 센서의 도면 생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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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SG 신뢰성 향상 연구와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을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소듐-물 반

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설계개념을 도출한다.

소규모 물 누출 감지기술은 다른 누출 감지기술에 응용이 가능하며, 이 기술은 소듐냉각 고

속로 증기발생기 설계, 사고방지 시스템 설계에 활용된다.

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wastage 특성 실험결과를 차기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인 multi-target wastage 특성 실험결과와 함께 조합하여 종합적인 SWR 사고 확

대전파모델이 개발되면, 계통 설계 및 안전해석 코드의 입력/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소규모 물 누출로 인한 소듐-물 반응 실험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될 실증로 증기발생기 설

계 및 안전해석코드 검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듐안전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원자로 계통 내부 소듐 불순물 제어 전략을 설정하고,

소듐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연구결과들은 중, 대형 실험시설인 SFR 안전성 모의

시험시설(STELLA) 및 추후 계획 예정인 실증로의 보조계통 설계를 위한 개념 타당성 검증실험

및 요소기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 자료들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

기발생기(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 DTBSG) 개발 및 납합금을 이용하는 구조재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원자로 내부 계측 및 감시방법 연구를 통해 소듐냉각 고속로 고유 핵계측 및 핵연료 손상

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계측 기술을 생산한다.

소듐 불순물 측정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연구결과들은 중, 대형 실험시설인 SFR 안전성 모의

시험시설(STELLA) 및 추후 계획 예정인 실증로의 보조계통 설계를 위한 개념 타당성 검증실험

및 요소기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금속 냉각재 부식특성 실험자료들은 소듐 냉각 고속로의 2차 계통을 단순화하는 신개념 증

기발생기(Double Tube Bundle Steam Generator, DTBSG) 개발 및 납합금을 이용하는 구조재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듐 배관용 및 풀용의 소듐 유속 측정 센서 제작기술 및 측정기술을 활용하여 소듐 열유체

싧증시설 시설의 실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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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IAEA TWG-FR 활동자료

◦ 각국의 Sodium technology 기술 개발 현황 자료

◦ 러시아 IPPE의 저유속 및 국부 유속 센서 제작도면 및 측정 시험자료

◦ 소듐 스쿨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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