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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푼 

1. 제목 

KALIM:ER 핵연료 타당성 평가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액체금속로의 경제성용 원자로의 건설비에 크게 의존하나 발전코스트에서 연료 

사이클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용 현재 약 20-30 % 이다. 경제성， 성농 및 안전성이 

뛰어난 액체금속로률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핵심인 빽연료에 대한 형태와 노내 

성농 및 二1 연료형에 따른 주기기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15 at% 이상 고 

연소도까지의 상용 액끔로에의 객용타당성에 대한 성농업종이 완성된 연료형태로는 

혼합산화물연료와 IFR 행태의 쯤속연료가 있다. KALIM:ER의 초기 노심에논 

U-lO%Zr 끔속연료를， 펴복재 및 노심 구조재료는 HT-9강율 후보재료로 선정해 두 

고 있다. 혼합산화물연료 및 쯤속연료의 각 연료형태에 따른 칼리머 연료계통 및 

재순환주기 분야에 대한 기술 타당성에 대한 장단점올 비교/평가하여， 예비 선정한 

KALIM:ER의 핵연료 셀계재념에 대한 타당성올 명가하고자 한다. 

m.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주요 설계재념 기술 

• 혼합산화물연료 

• 금속연료 

2. 기술타당성 평가 

• 노내성농 및 기술성 

• 안전성 

l 노심 핵특성 

• 제조성 및 경제성 

• 핵확산저항성 

• 인허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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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기술타당성 평가결과 

• 개발실적 및 전망 

혼합산화물연료의 노내조사 실적 (DB)은 금속연료릎다 우수하나 15 at.% 연소도 

까지의 성능실중은 두 연료 형태가 거의 통일환 수준에 와 있다. 금속연률의 기술 

적 장점과 경제성이 밝혀짐에 따라， PRISM 및 MDP에는 이미 채돼이 되어 있으며， 

CEFR 등 장차 새로 개발되늄 고속증식로에 금속연료가 사용될 전망이 밝다. 

l 핵적특성 

핵적특성은 금속연료가 훌합산화물 연훌에 비해 상대척으로 높용 고유안천성 및 

중식성 특성올 가지고 있으며， 고밀도특성에 기언하여 조밀한 노심구성이 가능하다. 

• 노내 성능 
혼합산화물연료는 연료소결체의 저팽윤특성， 소결체와 피복판의 화학적상호작용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피복판 파손시 갖:곁체와 냉각재 갔:륨파와 화학적반용 

문제점올 가지고 있다. 끔속연료는 연료심/피북환 공정반용에서 캘점이 있으나， 우 

수한 열전도도에 기인한 낮용 용퉁분포， 고선출력특성， 저 FCMI, 운전융통성에서 

많용 장점올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 안전성 
금속연료는 ATWS, 용융연료 거동， 피복판 파단후 계속운전성(RBCB)， 고유안 

전성 둥에서 장접올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혼합산화물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 인허가성 

굽속연료는 자료축적성 변에서 열세를 보이지만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성이 우수 

하여 전체적인 인허가성은 혼합산화물연료와 대둥하다고 평가된다. 

• 핵확산저항성 

금속연료/건식처리법이 혼합산화물연료/습식처리보다 핵확산저항성이 월풍히 우 

수하다고 평가된다. 

• 경제성 
금속연료/건식처리눈 혼합산화물연료/습식처리에 비해 폐기물 부피도 상당히 줄 

어들뽕아니라 그 공정이 단순하여 동일 용량의 습식법에 비해 그 비용은 60%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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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판 건전성 

HT-9과 같온 때라이트계열의 피복재가 고연소도 달성 측면에서 오스테나이트 

계열보다 우수하다. 사고시의 증Z온에서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으나 안전성 분 

석결과 ATWS 사고시에도 그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된다. 

2. 결론 및 건의사항 

종합적인 평가결과， 안전성， 노내 성능， 핵적특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둥이 비 

교우위에 있는 금속연료가 개발실적 및 기술도입선 다변화 둥의 장점이 었논 혼합 

산화물연료에 대해 전체적인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KALIMER 초기노 

심 연료봉(U-lOZr!HT-9)의 기술 타당성은 혼합산화물연료에 대한 비교우위뿐만 아 

니라 그 자체의 노내 성농， 고연소도 거동특성 안전성， 경제성 둥의 측면에서도 충 

분한 기술타당성옵 보여주고 있다. 

- lV -



Summary 

1. Project Tit1e 

The Feasibility Study on Fuel Types for KALIMER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economics of LMR is largely dependent on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power plant, and the fuel cycle options usually constitute 20 to 30 %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cost. The choice of fuel cycle technology and the fuel type 

is important in order to develop a LMR with better economics, performance and 

safety. The LMR fuel types , whose perfonnances have been proven up to 15 

at% bumup. are MOX and IFR metal fuel. The base 머loy， binary(U-I0% Zr) 

metal fuel with HT9 cladding is a potential start-up fuel for KALIMER as the 

driver and blanket fuels. HT9 is used as structural materials of KALIMER.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 fuel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echnical feasibilities on the fuel and recycle systems for MOX and IFR metal 

fue l. 

ill. Contents and Scope 

1. Key Design Concepts 

• MOX fuel 

• Metal fuel 

2. Evaluation of Technical Feasibility 

• In-reactor behavior and its perfon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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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 Core nuc1ear characteristics 

• Fuel fabrication and economics 

• Non-proliferation 

• Licencing potential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s for Technical Feasibility Study 

• Developmental status and prospects 

Irradiation database of MOX fuel is generally supior to that of me떠1 fuel. 

However, the irradiation perfonnance for both fuel types up to 15 at% BU are 

nearly same. Metal1ic fuel has been already chosen for PRISM and MDP owing 

to its technical and economical advantages. Metallic 미el is the most promsing 

fuel type for next generation LMRs in the future. 

• Nuc1ear characteristics 

Metal fuel has a high breeding characteristics and makes it possile to design 

a compact core. Hence, nuc1ear characteristics of metal fuel are superior to those 

of MOX fuel. 

• In-reactor performances 

A litt1e swelling and no PCCI have occured in MOX fuel duringπadiation. 

On the other hand, MOX fuel has a problem of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pellet and Na coolant, under cladding failure condition. Even though metal fuel 

has a disadvantage of FCCI, it has , a lot of advantages, such as low 

temperature profile and hígh LHGR capacity due to high thennal conductivity, 

low FCMI, and high flexibility. Therefore, in-reactor perfonnance of metal is 

superior to that of MOX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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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Metallic fuel has been proven to have an excellent degree of inherent safety. 

Across the entire s양~trum of events from normal operation to postulated severe 

accidents (perfonnance in ATWS, behavior of molten fuel, RBCB etc.), safety 

characteristics of me없llic fuel are better than those for a reactor fueled with 

conventional oxide fuels. 

• Licencing potential 

Irradiation database of MOX fuel is generally more extensive than that of 

meta1 fuel. On the other hand, metal fuel is superior in safety and 

non-proliferation aspects compared with MOX fue l. Therefore, licencing potential 

for b야h fuel types is believed to be nearly at the same level. 

• Non-proliferation 

The non-proliferation characteristics of metal fueL!pyro-processing is much 

better than that of MOX/PUREX. 

• Economics 

Metallic fuel-pyroprocessing makes it possible to reduce the waste volume 

compared with MOX - PUREX .. Moreover, the cost of metallic fuel-pyroprocessing 

is no more than 60% of that MOX - PlJREX processing with the same capacity 

due to the simplicity of pyroprocessing. 

• Cladding integrity 

The cladding made of ferritic/martensitic materials such as HT9 is superior to 

that of austenitic steel in view of high bumup potenti외. The integrity of HT9 

cladding was fully maintained even under A TWS conditions. 

2.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atíve analysis for MOX and meta1 fue! , 

meta1 fuel is better than MOX in view of safety, in-reactor performanc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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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conomics and non-proliferation, wlúle MOX fuels have 

advatages in the developmental status and technical cooperation potential. The 

overall 많rfonnance of binary(U- lO% Zr) metal fuel with HT9 cladding, which is 

a potential start-up fuel for KALIMER, is not only superior to that of MOX 

fuel, but also has enough technical feasibility in its high-bumup perforrnance, 

safety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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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흩코
'-

제 1 절 배경 및 목적 

역사적으로 볼 때， 기폰 원자로의 개발/실중기술은 핵연료주기 실증기술보다 우 

선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고속로 핵연료주기는 고속증식로의 심장이라고 알 

려져 있을 만큼 고속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설계는 기존 열중성자 원자로에서의 핵 

연료 설계보다도 원자로의 전체적 성능에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 경제성， 성능 및 안전성이 뛰어난 액체금속로률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핵 

심인 핵연료에 대한 형태와 노내 성능 및 그 연료형에 따른 주기기술의 선택이 매 

우 중요하다. 고속로의 경제성은 현자로의 건설비에 크게 의폰하며， 발전코스트에서 

연료사이클비용이 차지하는 비슐용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약 20-30 % 이다. 하나의 

핵연료 주기기술용 개발하는데는 많온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주요 핵연료형에는 크게볼 때 산화물과 비산화 

물 핵연료가 있다. 산화물연료에는 기폰 경/중수로에서 사용해온 이산화우라늄 연료 

와， 우라늄과 풀루토늄율 혼합한 MOX연료가 있다. 액체금속로용 연료는 기존 경수 

로용 산화물 핵연료의 방출 연소도보다는 약 4배 이상의 고연소도 특성이 요구된 

다. MOX연료는 현재까지 축적된 노내 성능 노몰리/노심관리 퉁올 통하여 미래형 

경수로 또는 고속로에서 사용될 수 있는 MOX연훌의 고연소도화 기술이 개발중에 

있다. 비산화물연료에는 다시 질화물， 탄화물 및 쯤속형태의 연료로 구분할 수 있 

다. 여기서， 룹속연료 경우에는 미국 ANL에서 1984년부터 IFR 프로그램을 통하여 

액체금속로용 고연소도 핵연료로써 개발되어 기술입중이 완료된 연료기술이다. 

이상과 같온 여러가지 연료형태에 대하여 액금로 연료의 노내 성능과 주기기술 

의 기술타당성에 대한 입증이 끝난 연료형태는 혼합산화물연료와 금속연료 두가지 

이다. 2011년경 건조완료될 칼리머 액체금속로늄 시간과 비용변에서 제한이 있으므 

로， 이 두가지의 기술업중된 연료형태들헤서 핵연료의 노내 성능 및 그 주기 기술 

성 및 경제성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핵연료형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칼리머 원자로에 사용가농한 혼합산화물과 끔속연료 두가지 

에 대하여， 노내 성능， 건전성 및 기술성， 피복재 특성 및 개발현황， 안전성， 핵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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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조성， 주기기술성 및 경제성， 인허가성， 기술개발의 용이성， 및 핵확산저항성 

등올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칼리머 원자로의 최적 연료형태률 선택하고， 선택된 

연료형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올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주요 절계개념 기술 

L 빽연료 젤계개염 

가. 노심 구성 요소 

노심올 구성하는 요소로는 구동연료집합체덕트， 블랭킷집합체덕트， 반사집합체덕 

트， 차폐집합체덕트， 제어집합체덕트， GEM(gas expansion module)이 있으며 이들 

온 놓심하부의 오리피￡에 결합되어 지지된다. 이흘의 역할 및 제원은 다읍과 같다. 

2원계 금속연료인 U-IO%Zr 합금은 KALIMER 노심의 구동연료 및 블랭킷에 

대한 초기노십 연료로 예정되어 있다. 연료 및 불랭킷 핀은 핵분열성Uissile) 및 친 

핵분열성 (feπile) 물질올 둘러짜고 있는 튜브형 피복관으로 봉합되어 있다. 핵연료와 

펴복재 사이에는 열적 bonding올 위해 소률이 채워져 있으며 PRISM의 연료봉 구 

조 및 제원은 그립1.1과 같다. 연료피복재는 현저히 낮은 조사팽윤 특성올 나타내는 

ferritic 소테인레스캉인 HT9올 사용한다. 플레넘 (plenum)은 연료심과 나트륨 본드 

의 상부에 위치한다. 연료핀 및 블랭킷핀의 하부에는 축방향 차폐를 위해 고체봉인 

봉단마개 (end plug)를 설치한다. 반사체핀은 HT9강으로된 봉이다. 차폐핀온 노심 

높이에서 붕소탄화물(B4C)로 채워져 있으며 그 홉수물질의 상하부에는 가스 플레 

넘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노심의 동일한 기하학적 배치 및 구조물올 사용하여 산화 

물 연료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수로의 사용후연릎에서 발생된 마이너 액티나이 

드도 재순환이 가능하다. 

연료， 블랭킷， 반사체 및 차혜 집합체덕트를운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다론 

타입으로 교환시 번들과 mounting grid만 바꾸면 된다. 제어집합체덕트눈 외부 기 

기류인 노즈펴스(nosepiece) ， 덕트， 취급소켓(han뻐ng socket)올 사용하나 다론 집합 

체덕토료를과 동일한 구조이다. 연료， 블랭킷， 반사체 및 차폐 집합체덕트률은 핵분열 

성 및 친핵분열성 물질， 핵분열생성물 혹은 홉수물질 둥올 수용하기 위해 튜브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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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올 사용한다. 반사집합체덕트는 HTI강으로 된 봉형이다. 연료핀과 블랭킷핀의 하 

부에는 축방향 차폐를 위해 봉행의 HTI강올 사용한다. 홉수집합체덕트논 다른 집 

합체덕트와 동일한 외부 집합체덕토 구조물에 sliding bundle 및 dashpot 집합체덕 

트률 사용한다. 모툴 집합체덕트는 삼각형 피치 배열이다. 각 집합체덕트의 하부는 

그 지지 기능과 냉각채 주입올 위해 약 33cm 길이의 노즈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연 

료， 불랭킷， 빛 차핵 집합체덕트들의 노즈피스에는 mounting rail과 함께 핀 다발이 

부착되어 있다. 덕트늄 냉각재 유동올 제어하고 주위 부품으로부터 핀 다발올 격리 

하는 역할올 한다. 이는 집합체덕를의 상，하부와 접합되어 있다. 노심 load pad의 위 

에 위치한 덕트의 두꺼운 부분은 집합체덕트 간격 유지 및 노심 수축융 방지하는 

기농올 한다. 

(1) 연료집합체덕트 

액체금속홀 노심에는 많용 연료봉이 필요하며 연료봉이 너무 많아서 연료 취급 

기기홀 연료봉 각각율 장입하고 짧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육zt형 형태로 배열하여， 취급하기 편리환 단위인 연료집합체덕트로 묶 

어 놓는다. 또한 다발로 묶어진 집합체덕트 외부률 덕트로 감싼다. 

연료와 블랭컷 집합체덕토 수는 금속연료를 이용하는 설계보다는 산화물 연료를 

이용하는 설계에서 훨씬 더 많다. 반면에 차폐 집합체덕트 수는 산화물 연료를 이 

용하는 설계에서 적다. 

GEM올 제외한 노심 집합체덕트는 다양한 형태의 집합체덕트를 형성하도록 변 

환되는 집합체덕틀 내부(intemaD에 공통적인 구조성분올 이용한다. 집합체덕트 노 

우즈피스(nosepiece) 바닥의 감별소킷은 집합체덕트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집합체덕 

트 .. 놓축도가 다양할 때에는 연료 집합체덕트의 단일 셜계(single design)보다 감별 

소킷은 더 많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연료봉과 감별 소킷에서 놓축뚱는 유일한 

차이점일 것이다. 블랭컷 영역온 내부와 반경방향 차폐구역올 위해 단일 집합체덕 

트 셜계률 이용한다. 각각의 반경방향 반사체와 차며l구역온 단일 집합체덕토 셜계 

를 이용한다. GEM은 중가된 중간노심 기체압축 압력올 상쇄시키도룩 다른 집합체 

덕트보다 더 두꺼운 덕트 벽올 필요로 한다. 

연료， 블랭킷， 반사체 그리고 차폐 집합체덕트는 각 집합체덕트 형태에 따라 다 

른 세공(moun디ng) 그리드를 사용하며 각 다발에 동일한 구조재료를 사용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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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집합체덕트는 다론 집합체덕트에서 그것과 동일한 외부 하드웨어(노우죠피스 

(nosepiece), 덕릎 그리고 취굽소킷(handling socket))를 이용한다. 연료， 블랭킷， 차 

빽 및 제어 집합체덕트늄 핵분열성물질과 친핵분열성물질이나 홉수물질 그라고 헥 

분열생성물올 포함하톨룩 밀봉된 관 형태의 봉올 이용한다. 반사 집합체덕트는 고 

체 HT9봉을 표합하고 었다. 연료와 블랭컷 봉의 하단은 축방향 차폐를 위해 고체 

HT9 봉단마개로 이루어진다. 홉수집합체덕트는 다륜 집합체덕트형태와 똑같은 외 

부 집합체덕릎 구종내에 sli벼ng 다발과 dashpot 집합체덕릎훌 이용한다. 모둔 집합 

체덕트에서 연료봉온 삼각형 펴치 (pitch) 배열옳 한다. 

각 집합체덕트의 하단은 즙}부 구조의 구속/지지 기눔과 냉각채 입·구를 제공하는 

노우즈펴스(nosepiece)로 형성훤다. 연료， 블랭킷， 반사체 그리고 차폐 집합체덕트에 

서 연료봉 다발온 세공(rnounting) 레 일로 노우즈피스(nosepiece)에 부착된다. 연료 

와 불랭킷 연료봉온 칼럽에서 핵분열성 및 친핵분열성물질올 포함하는 밀봉된 관으 

로 구성된다. 연료심은 피복관과 열적 접합올 위해 나표률속에 장긴다. 핵분열기체 

생성물의 축적 플레넘용 핵연훌심과 나트륨 접합수위 바로 위에 위치한다. 각 연료 

와 불랭컷 연료봉의 바닥에붙 축방향 차혜를 위혜 고체 연료봉 봉단마재가 있다. 

반사체 연료봉온 고체 캉(HT9) 연료봉이다. 차폐 연료봉은 홉수물질의 아래와 위에 

있는 기체 폴레나와 합께 노심 고도 주위로 중심올 둔 탄화붕소를 포함한다. 

연릎봉 다발과 용접된 노우즈피스(nosepiece)논 단면적이 육변형인 덕트로 둘러 

싸여 있다. 덕트는 냉각재 유동올 조절하는 기농올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것으로 부 

터 각각의 연료봉다발올 고립시킨다. 또한 집합체덕트의 상단 하드웨어와 하단 하 

드웨어 사이에 구조적인 묶음(tie)이 었다. 두꺼운 덕트 부분인 ACLP(above core 

load pad)는 집합체덕트 공간올 유지하고 노심이 조밀하게 되는 것율 방지하는 기 

능올한다. 

덕트 상단윤 취급소킷으로 용첩된다. 냉각재는 취급소킷과 소킷 옆의 연료재장 

전 기계 grapple올 통해 집합체덕트를 빠져 나온다. 확대된 취급소킷 부분인 TLP 

(top load p.ad)는 상단에서 집합체덕릎 공간올 제공하고 위치시키눈 기능올 한다. 

취급소컷의 상단에서 개폐기<Cutout)는 노심상단에 놓인 물체에 의한 유동 장애를 

막는다. 연료재장전 동안 접하고 있는 교차지점의 앵글(angle of the cross-section 

transition)은 재장전올 용이하게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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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트구조 
연료집합체덕트중 덕트는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품 

이다. 미국의 경우에 대한 예로서. FFTF와 실증로에서는 단면의 길이가 12.7 cm이 

효 두께가 3.2 mm인 육각관으로 되어 있다. 덕트 내부는 냉각재가 균일하게 호를 

수 있도록 하나의 배 열에 2177ß (혹은 167개 , 2717ß 둥)의 연료봉으로 구성 되 어 있으 

며， 배열이 흐트려지지 않고 간격올 유지하도록 선채 간격체를 설치한다. EBR-II나 

PRISM의 경우 2717H 의 연료봉의 하나의 연료집합체덕트 내에 배열되어 있다. 

(3) 앤드피팅 
육각형 덕트의 앤드피팅은 하단부의 튜브형 입구노즐과 상단부의 연률취급 헤드 

(hand.ling head)로 구성되어 있다. 노즐의 역할은 @ 원자로 고압 플리넘으로부터의 

냉각재 인입，(1) 집합체의 종량올 노심지지 구조물에 전달，(1) 연료집합체의 측면 

지지 @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연훌집합체덕트의 관리률 용이하게 한다. 연료취급헤 

드는 연료 취급기기의 설계에 따라 압， 수 형태를 갖는다. 연료집합체덕트가 들어가 

고(압) 취급기기가 튀어나온 형태(수)로 연걸하는 것이 중심정올 맞추기가 용이하므 

로 현채 가장 일반적흐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덕토에눈 2개 이상의 하중패드Ooad 

pad)가 부착되어 있다. 이는 덕토들 사이의 간격올 유지하도록 하며， 노심계통의 경 

계면 내에서 각 연료집합체덕트의 중심위치를 고정하기 위함이다. 

(4) 오리 피 스(orifice) 

덕트 내부의 또 다른 특징은 오리피스(orifice)와 차폐물이다. 오리피스는 노심에 

서 특정위치에 설치되어 원자훌 용전중에 각 집합체덕트의 냉각재 흐름을 조절해 

주며， 주어진 첨두 펴복재 온도 제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혼합평균원자로 출구온 

도를 증가시켜 준다. 차폐물온 전형적으로 하단부에 위치하며 고속중성자 손상으로 

부터 노심지지 구조물올 보호하므로 이것은 발전소의 수명동안 최소의 설계연성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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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형태 

(1) 금속연료 

(가) 우라늄 금속연료 

금속연료 개발의 초창기인 196때년대 초에는 균속연료로는 고연소도률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급속연료는 중성자 노내조사에 의한 팽윤이 매우 

크며 연료 빛 피복재 물질의 상호확산에 의한 공정반옹(eutectic reaction)으로 저온 

에서 용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ANL연구소의 부탄한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말끔히 해결되었다. 

순수 U-Pu 합금용 용점이 낮아서 상용 액체쯤속로에 척합한 연료행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합금에 첨가제를 넣어서 융점용 중가시키는 방안이 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올 중심으로 추구되었다. Cr, Mo, Ti, Zr이 첨가된 U-Pu 활금이 개발되 

었으며 모두 만족할 만한 융정 상숭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U-Pu-Zr 합끔만이 

유일하게 연료심재 빛 피복재의 상호확산올 억제하는 효과룰 나타내었다. Zr올 첨 

가하지 않으면 피복재내의 Ni, Fe 둥이 쉽게 연료심으로 확산하여 공정물올 형성하 

고 저온에서 용용되는 공정반용이 나타난다. 비정상 사고시 연료/피복재 경계면이 

꽁정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액상의 침투에 의해 피복관온 파손된다. U-Pu-Zr 연료 

에서 2Owt% 까지의 pu 첨가시 Zr 함량운 약 10wt% 이내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사 

출주조방식의 연료제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Zr 함량올 더 이상 높일 수 없기 때문이 

다. 

H쨌년대에 유럽은 U-Mo 합금에 대한 기폰 경험올 바탕으로 U-Pu-Mo 연료개 

발에 열충하였다. 그러나 500-700 t: 영역에서 1% 연소릎에서 무려 100%까지의 팽 

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팽윤의 원인용 r-우라늄 조사시와 유사한 대량의 핵분열 

기체 기꽁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온 U-Pu-Fs, U-Pu-Ti, U-Pu-Zr 합금개발에 중 

점을 두었으나 비슷한 결과를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ANL온 회석밀도(smear 

density)률 75% 내외로 낮춤으로써 고연소도 달성 및 장주기 훈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 EBR-I, EBR-II, Fermi, DFR에 초기에 사용되던 금속연료는 연료와 피 

복관 사이의 캡이 거의 없는 85-100%의 회석 밀도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핵분열생 

성물에 의한 연료팽윤으로 저연소도에서 피복관이 파단되었다. 그 당시 고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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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합금， 열기계적 처리 둥에 의한 연료 팽윤의 억제 또는 연료 팽윤에 

견딜 수 있논 고강훌 쩍복재 개발 둥올 중점 연구하였으나 모무 실패하였으며 최대 

연소도 3 at% 달성에 만족해야 했다. 

연료팽윤의 후요 원인은 핵분열기체의 축적으로 기포(bubble)7} 형성되고 연소 

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기체 기포의 내부압력이 표면 장력올 초과하게 되어 연료 

기지를 팽창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연료팽윤이 약 30%에 달하면 기포들온 그 크기 

및 밀도와 무관하게 상호연결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만일 연료와 펴 

복판 사이의 간격(gap)올 충분히 크게 하여 약 30%의 연료1명윤을 수용할 수 있도 

륙 하면 연료팽윤에 의한 피복환 파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연료십 

상부에 비교적 큰 플해념용 성치하여 방출된 핵분열 기체에 의한 펴복판에 대한 용 

력올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올 바탕으로 ANL온 회석밀 

퉁 75%, 오스테나이트강 휘복재의 U-Pu-Zr 연료를 사용하고 연료봉 상부에 기체 

플레념을 두는 EBR-II 노심 셜계변경올 체안했다. 이 노심온 이전의 1970년대 초의 

U-5Fs 노심(MK-IA)올 대체하였다. MK-IA 연료늪 85% 회석밀도， 오스테나이트강 

피복관 및 작용 풀레념을 가진다. MK-IA 연료의 고연송도 달성 불가로 미국 원자 

력위원회(AEC)는 고속로 연료로서 혼합산화물연료(MOX) 개발로 방향올 전환하였 

다. 그러나 금속연료붙 EBR-II 구동연료로서 계속 사용하였으며 MOX 및 신형 피 

복재률 조사시혐 하였다. 

1983년도，‘IFR 계획’의 시작으로 금속연료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었으나 

그 당시까지 U-Pu-Zr 연료에 대한 상업척 타당성은 실중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당시까지 금속연료의 성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으며 비정상 과도 

상태시의 성눔 우수성 둥 몇 가지 추가적인 장점이 발견되어 있었다. 또한 1960년 

대에 4 at% 연소도를 달성한 18개의 U-Pu-Zr 연료봉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로는 

끔속연료 상업화에논 부족한 실청이다. 고연소도 달성에 대한 실중이 우선 과제였 

다. 

1잃4년도에 원자력발전소 건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올 광범위하게 재평가한 

결과， ANL은 IFR 계획올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U-Pu-Zr 연료의 제조기술이 확립 

되었고 연료성능을 실증하고 NRC로부터 인허가시 DB를 확보하기 위한 노내조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U-Pu-Zr 연료의 연소도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집합체덕트 

의 종류， 희석밀도， 풀레념 대 연료의 부피비슐， 운전온도， 선출력， 피복관 재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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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설계변수에 따른 노내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연료제조 시방서 개발올 

돕기 위환 일련의 설협이 있었으며 노내 조사시협과 병행하여 연료거동올 구명하기 

위한 연료거용 모델령 빛 노외 실협이 진행되었다. 

1985년 홀에는 EBR-II에서 U- lOZr, U-8Pu-lOZr, U-19Pu-lOZr 의 3종류의 연 

료를 사용한 노내조사가 시작되었흥며 18.4 at% 의 연소도률 달성하였다. 이 연료 

봉의 펴북재는 오스태나이트강인 [웠이 사용되었다. 1없5년 후반에는 금속연릎와 

HT-9 펴복재릎 사용환 연료용 노내조사가 시작되었고 IFR 프로그랩이 중단되기전 

인 1994년 말까지 펴북관 파손 없이 U-lOZr은 19.6 at%. U-Pu-Zr용 19.9 at% 연 

소도를 달성하였다. 

비룩 금속연료의 미세구조는 합금조성에 밀접히 관련퇴어 있지만 연소도에 따른 

플레넘￡로의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용 거의 츄사하였다. 연료와 피복관이 접촉하기 

까지의 금속연료 초기 1명융특성용 반경방향 팽윤이 축방향 팽윤의 약 2배에 달하는 

비둥방성 특성올 나타내었다. 연릎심의 혹방향 성장은 금속연료의 조성 및 노내조 

사 조건에 따라 묘게 다르게 나타났다. 1잃0년대 노내조사에서 이미 확인됨 pu 이 

동용 미미하지만 반경방향으로의 U 및 Zr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졌다. Zr과 U의 반 

경방향 놓도변화에 따라 반경방향의 기팡 분포가 나타났다. 오스테나이율 피복관의 

직경변형용 훌레넘 용력에 의한 출사유발(radiation induced) 팽윤 빛 크리릎에 의 

한 것이다. 18 at% 연소도까지 오스테나이트 피복재에 대한 FCMI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HT-9 피복채는 16 at% 까지도 팽윤이 일어나지 않았고 미소한 피복재 변 

형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로 플레넘 압력에 의한 크리릎 때문이었다. 

(나) 토륨 금속연료[3-5] 

.. ooTh232 그 자혜늄 우라늄과 달리 핵분열성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에 

의해 핵변환된 앓UZ염이 최종연료로서 연소하게 휩다. 그러므로 U껑5나 Pu239와 같은 

핵분열성물질올 토륨에 혼합하여 연료형태로서 사용할 수 있다. 토륨윤 그 자원이 

풍부하고 U정3올 통한 충식이 가능하므로 고속증식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토륨은 놓윤 열전도도(당)()'C에서 0.043 kW/mK)률 가지며 얼팽창계수가 낮다. 우 

라늄에 비해 낮온 밀뚱률 가지므로 노심에서의 하중옳 줄일 수 있으며 퉁방 육방정 

구조로서 중성자 조사시 형태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크립 저항성 및 연성이 우라늄 

에 비해 우수하다. 그리고 공기중， 수중， 액체금속(나트륨， 리륨) 환경에서의 부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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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도 우수하다. 그러나 높은 융점 (1695 OC)올 가지므로 주조측면에서는 어려웅이 

있으며 주조환 토륨온 조대한 입방구조를 가지므로 냉간가공시 쉽게 균열이 발생하 

는 단점이 있다. 토륨금속온 상온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쉽게 수화물이 되며 800t 
이상에서는 질화물， 활화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토륨은 고온에서 부식저항성 

및 강도가 약해진다. 탄소나 3족원소들(얄미늄， 갈륨， 인륨， 탈륨)올 첨가하변 경도 

가 크게 중가하며 크롬， 탄탈륨， 텅스텐올 첨가한 합금은 고온강도가 크게 개선된 

다. 

π1232를 사용한 연료인 경우 우라늄 연료에 비해 증식비 및 중배시간의 판점에 

서는 륙 성농이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열전도도가 높고 열팽창계수가 낮기 때문에 

연료봉이 열하종용 적게 받는다. 끄러나 열팽창계수가 낮음으로 인해 출격폭주시에 

는 융의 반용도해환이 낮아진다. 또한 토륨은 밀도가 11.7 g /cc 로서 우라늄(19 

g/cc)에 비 해 밀도가 낮다. 

노내 훌사시 토륨연료와 우라늄연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륨은 퉁방성 입방구 

조(FCC)를 가지기 I때문에 비둥방성인 우라늄에 비해 열싹이롤과 조사훌건에서 체 

척변화가 상당혀 낮게 나타난다. 똥한 토륨용 훌사 크립 저항성， 및 연성이 높다. 

고온에서의 토륨용 종간 소둔없이도 상온에서도 압연에 의해 두께를 0.025mm 까지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끔속토륨은 금속우라늄에 비해 제조하기가 쉽다. 

토륨은 정상 원자로 훈전온툴에서 약 50 at.%까지의 풀루토늄올 도1용체로 용해 

활 수 있다. 그러므로 면석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 연료에 대한 DB는 제 

한되어 있으나 아칙까지 근본적인 문제정온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 

에 의해 토륭이 U잃3으로 핵총변환하여 Th-Pu-U의 3원계연료로 변하게 된다. 이 

러한 우라늄의 생성윤 연료의 융정올 저하시키고 연료/피복관의 양립성에 악영향올 

끼치게 펀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르코늄올 첨가하여 이러한 단정올 보완하는 방안 

이 제안되어 있다. 

토륨과 우라늄의 금속연료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치수안정성올 유지하기 위해서 

는 우라늄 분율이 어떤 한계치 이하여야 한다. 1000t의 온도에서 약 1%의 우라늄 

만이 토륨에 용해되어 도1용체로 폰재할 수 있다. 우라늄 분율이 더 높아지면 우라 

늄은 입계면에서 석출하게 된다. 우라늄올 20 wt%까지 첨가시키면 FCC 구조의 토 

륨 기지내에 분산하게 되며 그 이상올 첨가시키면 우라늄은 연속적인 금속간 화합 

물올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용해도 특성은 치수안정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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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토륨에 대한 우라늄의 도1상 용해도는 매우 낮으므로 Th-U 연료는 토륨 풍 

뿜 기지에 우라늄 풍부 석출물로 구성된 2상구조률 가지게 된다. Th-U 연료의 노 

내 거동온 토륨 풍부기지의 특성에 화우된다. 톨륨용 FCC 구조를 가지며 비교적 

융점이 높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비교적 고온에서 팽윤이 일어난다. 또 

한 토륨에 우라늄올 조금만 첨가해도 경도가 크게 증가하며 약 50%까지 첨가하면 

강도가 크게 중가하게 된다. 이 합금온 쉽게 기계적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냉간가 

꽁에 의해 강도가 크게 중가하나 시효(aging)시의 경도 증가논 미미하다. 그러므로 

지릎코늄과 같온 제3의 원소률 첨가함으로써 경퉁를 놓일 육二 있다. Th-U-Zr의 3원 

계 연률는 고용거동에 대한 장점이 많다. 즙. Th-5%U-5%Zr은 Th~5%U에 비해 

800t 에서의 강도가 2배 청도 강하므로 Th-5%U연료보다 15(fC 정도 높윤 온도에 

서 사용할 수 있다. Th-U 연료의 경우 우라늄 합량이 낮은 상태에서 좋은 치수안 

정성용 휴지할 수 있다. 지균까지의 노내시험 결과 토륭연료의 장점온 다음과 같이 

&약할 수 있다. 

@ 대부분와 핵분열생성물윤 우라늄 석출끓 외팍과 토륭금속에 직접 축적된다. 

@ 우라늄 석출물의 미세한 분산으로 인해 기체충진 기공률올 고청시키는 역할 

올한다. 

@ 토륭의 융점이 높기 때문에 주어진 온뚱에서의 기체확산속도가 낮아서 핵분 

열기체에 기인한 팽윤이 낮다. 심한 균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Th-U 연료가 

함유하논 핵분열기체생성물의 양은 매우 놓다. 

토륨 급속연료는 우라늄 금속연료와 유사한 CDF 결과를 나타내며， 용융시의 출 

력 (Power-to-Melt)온 토륨연료가 우수하다. 핵분열기체 방출량온 우라늄 끔속연료 

와 유사한 거동올 나타낸다. 

·톨륨연료중 가장 가능성 있는 연료형태는 깐1-U 금속연료로 사료된다. 재료적 

관첨에서의 π1-U 금속연료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토륨연료 사용 

에 대한 가장 큰 난점온 데이터 베이스가 실용화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세라믹 연료 

(가) 혼합산화물연료(MOX) 

(U.Pu)C)z 형태의 혼합산화물연료는 액체금속로 연료 형태중에서 가장 많은 전 

” 
ι
 



세계적으로 30만개 이상 연료봉의 노내조사 실적올 자랑하고 있다. 초기 금속연료 

는 공융반용 및 놓용 팽윤현상으로 고연소도 달성이 어려올 것으로 전망되어 팽윤 

이 척고 크리포 저항성이 륜 MOX연료에 대해 1앉)()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포한 경수로냐 꾼사용 PUREX 재처리 시셜 및 기술 
이 MOX연료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가동중인 대부분의 액 

체금속로는 MOX연훌훌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실험자료에 의하면 15 

at.% 연소도까지의 셜계검중이 가농하며 몇몇 연료봉들은 20 at% 이상의 연소도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1988년도부터 시 작된 EFR(European fast reactor)의 경우 목표 

연소토률 20 at%로 놀려참고 있으며 실험적인 졸사시햄올 계속하면 이의 검중도 

가놓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냐) 탄화물 및 질화불 연료[7，8] 

대체연릎 평가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늄 비산화물 연료재료로는 고용체인 U-Pu 

단탄화물(monocarbides) 및 U-Pu 단질화물이 었다. 산소탄화물(oxycarbide) 및 탄 

소질화물(대rbo-nitride)뚱 또한 대체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대체연료에 대한 액체 

금속로의 노십설계와 안전성 분석용 현재 데이터의 부족에 의해 잘 되어있지 않다. 

비조사된 (U,Pu)C 연률에 대한 열역학적， 물리적 특성은 연구된바 있다. 1500 

℃까지의 열전도도 및 열확산계수가 측정되었고 단일상 재료의 용융거풍 빛 조성한 

계가 연구되었다. 열팽창， 압축성 크림， 열경도(hot harψless) 및 탄성계수의 예비자 

료가 측정되었다. 연료봉설계 및 노심설계와 안전해석올 위한 연료봉의 과도상태 

거동올 예측하는데 중요한 몇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U,Pu)C 연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100<)"C 이상에서의 열천도도냐 열확산계수 측정치와 엔 

탈펴냐 비열 자료가 부적절한 상태이다. 똥한 기화자료와 고온 열팽창자료도 부족 

하다. 용뚱의 합수로서의 파괴강도와 탄성계수 자료， 특히 열충격 거동과 관련한 파 

괴기구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U,Pu)C 연료의 물리척， 기계척 특성에 

대한 꽁극(porosity) ， 제2상(second phase), 결정립 크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료만이 존재할 뿔이다. 금속에 대한 탄소비윷， 불순물 함량，Pt따]lJl율퉁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탄화연료와 같이 비조사 질화물(U，Pu)N 연료에 대해서도 몇몇 열역학적， 물리적 

특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실협으로 1500 "C까지의 온도영역에서 열확산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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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의 자체확산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어 있다. 중기압 측정은 2150 .C까지 수행되 

었으며 열경도 및 탄성계수에 대한 데이터도 측정되어 있다. 몇몇 중요한 영역， 특 

히 파괴 및 크링 거동과 관련된 기계적 특성에 돼한 (U,Pu)N 연료에 대해서는 유 

용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U，Pu)N의 거동에 대한 풍극， 처12상， 결정립 크기， 질 

소/금축 비윷， 불순물 합량 및 pt따J비의 영향윤 보고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탄소/ 

질소 비율올 가지는 (UO.85PuO.l5)( C,N) 재료에 대하여는 탄성계수와 1500 t까지 

의 용도영역에서의 열확산계수가 측정되었다. (U,Pu)(C,N) 및 (U,Pu)(C,O) 계에 대 

환 예비적인 상태도가 보고되어 있다. 

조사효과에 의한 (U,Pu)C 및 (U,Pu)N 연료의 특성변화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 

으며 특히， 조사된 연료에 대한 열전도도 및 기계적 거동은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비열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들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조사된 연료의 상관계 

를 결정하기 위한 차동의 열-분석 (differential thermal-analysis) 연구가 필요하다. 

2α)()"C 이상의 온뭉에서 (U，Pu)C와 (U,Pu)N 연료의 물성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수척이나 유용한 자료가 없다. 융합열， 용용시 부펴변화， (U，Pu)C의 액체상 륙성 

및 (U，Pu)N의 분해에 대한 속도론 및 기구가 이 온도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스태인레스강으로 피복된 고용체인 단탄화물 시협봉에 대한 열중성자속 옳사시 

협이 수행되었는데 약 35，α)() - 40，α)() MWD깨1TM의 연소도에서 손상되지 않았다. 

스테인레스 강으로 피복된 나트륭 첩합 단탄확물 시면용 열중성자로 조사하여 표면 

연소도가 125,()()() MWD/MTM까지 올라갔지만 그 건전성올 유지하였다. 나트륨 접 

합에 결함올 가지는 탄화물 시면올 열중성자로 조사한 결과， 연료의 부분 용용， 재 

훌직 빛 이동이 발생하고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상당한 화학적 상호작용율 일으켰 

다. 열중성자에 의해 13 at%까지 좋사된 탄화연릎의 입계에눈 불활성 금속 핵분열 

생성물률이 덩어리률 이루끊 있눈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틀이 연료내에서 완 

전히 용해되지 않고 조사중에 이동하였옴윷 나타낸다. 연료봉 성능에 대해 이런 덩 

어리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스테인레￡강이나 Incoloy 800 피복판올 사용하고 헬륨 접합된 98% 

hyperstoichiometric 탄화연료가 고속중성자에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50，αm 

MWD/MTM이하의 연소도에서 손상올 일으켰다. 이론쩍 연료밀도가 80-85%인 유 

사한 연료봉윤 일반적으로 70.000 MWD/MTM의 연소도후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스테인레스강이나 Incoloy 800 피복관올 사용하좌 나트륨 접합훤 고용체 단탄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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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릎봉은 50，α)() MWD/MTM 이상의 연소도에서도 손상되지 않았다. 65.6-98.4 

kW/m 범위의 선출력이 탄화물에 대한 고속중성자 조사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헬륨 

접합 및 나트륨 접합된 몇몇 탄화연료봉에 대해 32.8-147.6 kW/m의 선출력에서 고 

속중성자에 의한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질화연료는 헬륨접합으로 110，아)() MWD!MTM까지， 소륨 접합으로 150，아m 

MWD!MTM까지 열중성자로 조사한 적이 있다. 헬륨 접합된 한 질화물 연료논 약 

82 kW/m에서 32，α)() MWD!MTM까지 고속중성자에서 성공적으로 조사됨 적이 있 

다. 헬륨 및 나트륨과 접합된 몇몇 질화물 연료봉온 82-115 kW/m의 선출력에서 고 

속중성자에서의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탄화물과 질화물 연료에서 연료팽윤온 조사온도의 합수이다. 1200 t: 이하의 조 
사온도에서 질화물의 팽윤률온 탄화물의 팽윤률릎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 놓용 조 

사온도와 높은 선출력에서는 탄화연료 및 질화연료는 입계에 빽분열생성기체 기포 

를이 형성되어 높용 팽윤올 일으킨다. 이런 기포들이 형성되는 온토는 탄화물 연료 

보다 질화물 연료에서 명백히 더 높다. 탄화연료 및 질화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 

열성 기체의 양온 1200 t: 이하에서 50，아)() MWD!MTM까지 조사된 고밀도 채료에 

대하여 생성된 핵분열성 기체의 10% 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기체방출온 고조사온 

도에서 중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질화연료 및 탄화연료에 대한 천공연료봉 

(vented fuel element)의 사용으로 고연소도 및 과도상태에서의 핵분열생성기체 방 

출에 의한 봉내 압력올 줄일 수 있올 것이다. 

삼이탄화물(sesquicarbide)올 함유하는 탄화연료는 헬륨이나 나트륨 접합 상태에 

서 스태인레스강과 Incoloy 800올 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연 

료봉 성능에 미치는 이 반용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삼이탄화물을 함유하는 

질화연료는 고속중성자를 조사받오면 스테인레스강 피복관올 질화시킬 수 있으나 

연료봉 성능에 대한 이 반용의 영향온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단 

일상 단탄화물 및 단질화물 연료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 

소륨 접합된 탄화연료봉 및 질화연료봉에서 조사동안에 크래이 발생되어， 연료 

소결체의 파편에 의한 기계적 마모(wedging)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마모로 인해 난 

형 (ovality)올 유발하고 피복관에 국부용력올 발생시켜 조기 손상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액체금속로에서 가능한 사고 상황하에서 (U，Pu)C와 (U,Pu)N 연료봉의 거동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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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위한 과출력 과도상태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 헬륨 및 나트륨과 접합된 

연릎봉 시험이 계획되어 있는데 나트륨 접합연료의 거동올 결정하는데 더 중점올 

두고 었다. 나트륨￡로 접합된 (U,Pu)N 연홀에 대한 시험이 TREAT 원자로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최종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몇몇 재료듭 현저하게 낮용 연릎주기 비용에 대한 가눔성올 내포하고 있기때문 

에 액체금속로의 대체연료로서 고려되고 있다. U-Pu 혼합탄화물 및 질화물들은 현 

재 대체 연료 후보 재료로 선호되끊 있다. 왜냐하면 3것톨온 U-Pu-Zr 금속연료와 

마찬가지로 실제 완자로 설계에서 높은 중식비와 짧은 doubling time올 달성할 수 

있눈 헥척 특성， 밀도， 열전도도 그리고 융첨 풍의 양호한 특성올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현재 혼합탄화물연료인 (U，Pu)C릎 사용하는 고속로는 인도의 FBTR이 유일한 

원자로이며 아직까지 탄화물 및 질화물올 사용한 노내조사 실적온 미미하여 상용화 

에는 어려움이 있울 것으로 보인다. 

2. 쩨좋활 기슐 
고속중식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의해 나온 유용한 연료의 재순환율 흉하여 

:::L 홉옳성 및 경제성올 제고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속증식홀 핵연료 개 

발온 원자로 개발과 밀접한 연계성올 갖고 핵연료 설계， 제조 및 재처리 퉁의 재순 

환주기 기술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고속증식로는 그 핵적특성에서 재처리 

연릎내의 핵분열생성물 퉁의 불순물올 고 분려효융훌 제거할 필요는 없다. 

경수홀 사용후연료 및 액체금속로 자체의 사용후연료에서 나용 액티나이틀률 회 

수하여 액체금속로 연료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으로는 사용하논 공정의 특성에 따라 

서.습식 (PUREX)과 건식(PYRO) 처리의 두가지뭉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습 

식공정온 상용로의 핵연료 재처리기술로 활용하고자 연구/개발되어 왔으나， 핵확산 

저항성과 경제성에 있어 미홉한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ANL올 중심으로 보다 향상 

된 션진적인 통합연료주기기술(1FR)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개발된 금속연료-건식처 

리기술온 1994년에 이미 입중단계률 거쳐서 실중단계로 들어갔으며， 또한 일본에서 

눈 습식꽁정율 보완한 단일습식처리공정기술 및 건식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가.건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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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처리란 고온， 용융염， 및 금속용제률 이용하며， 사용후연료의 처리에 사용되 

는 pyrometa11urgical 과 electrochemical 작업올 통합한 처리기술이다. 건식처리는 

습식처리와는 달리 다른 TRU로부터 pu올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연료중 MA 

(minor actinide, U와 pu를 제외한 모든 액티나이드) 함량은 경수로 사용후 연료에 

서의 방출연소도에 따른 상대적 농도로 결정된다. 건식처리에서는 순수 플루토늄에 

대한 공정라인이 없으므로 헥확산 저항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건식처리방법은 플 

루토늄과 우라늄의 분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수되고 이를 채순환하여 새로 

운 액체끔속로를 가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핵물질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PUREX 방법과는 다른 중요한 장점율 갖고 있다. 건식처리 과정 

중 전해정련 처리과정에서의 두므러지는 특정은 MA(minor actinide)원소가 공정 전 

반에 걸쳐 플루토늄올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액티나이드 재 

순환올 용이하게 할뿐아니라 연률주기의 핵확산저항성올 중진시킨다. 더욱이 플루 

토늄/우라늄 생성물에 남아 있눈 사용후연료의 핵분열생성물은 액체금속로의 노심 

연소 및 연료성능에는 영향올 미치지 않지만， 채순환된 연료에 남아 있는 핵분열생 

성물의 높온 방사능 훈위는 륙청 핵물질의 전용가능성올 제한한다. 카드륨 쯤속과 

안청한 염화물염의 2상 액상계 (two-phase liQuid system)에서 액티냐이드와 회토류 

원소의 거동은 이련 원소족의 훈리를 위한 기반율 제공한다. 염과 금속상 사이에서 

의 원소분리는 회토류가 액티나이드에 비해 염상과 더 강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토류와 액티나이드 사이의 분리인자(separation factor)는 30보다 크기 

때문에 회토류로부터 액티나이드를 손쉽게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액티나이드 

완소끼리의 분리인자는 작아서 하나하나의 액티나이므를 분리하는 것은 극히 어렵 

다[91. 

"ANL의 기술/경험에 근거한 금속연료 제조와 건식야금처리 (pyrometa1lurgical 

process)는 매우 간단하고 compact할 뿐만아니라， 재래식 PUREX방법으로 재처리 

하는데 필요한 화학척 전환단계들올 제거하고 끔속올 직접 생산함으로써， 전체 금 

속연료 축기의 비용올 크게 절감시킬 수 있으며，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하고 고준위 -

폐기물 양올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플루 

토늄과 우라늄의 회수 및 재순환에 대해 ANL에서 개발되고 있는 비핵확산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건식처리를 이용， ALMR 사용후 연료를 처리한다. ANL에서는 이 

건식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이 완료되고， 1994년 10월에 기술 실증( demonstration) 

η
 



단계로 들어갔다[10]. 

나. 습식처리 

대표적인 습식 재처리방법으로는 PUREX 공정이 있다‘ PUREX 공정은 현재 상 

업적인 재처리률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꽁정으로써 TBP(Tri-Butyl 

Phosphate)를 추출 용매로， 질산올 염석제로 사용한다. PUREX 공정에서는 순수한 

U 및 pu가 얻어지고， 폴루토늄의 산화수를 조절함으로써 U와 PU가 분리되며， 연속 

적인 공정으로 운전된다. 

표 1.1 슐식 재처리 기술비교 

습식 재처리 공정명 기술 특정 비 고 

·추출 용매 : TBP 
·여타 슐식 용매추출 

·염석제 : HN03 
공정에 비해 폐기물 

PUREX -U/Pu분리 : pu산화수 
발생량이 적고 추출제의 

조절에 의한 상호분리 
성능이 우수합 

·운전형태 : 연속식 

·추출 용매 : MIBK ·폐기물 발생량 과대 

·염석제 :질산알루미늄 ·상용 채택되지 않옵 
REDOX 

-U/Pu분.리 :Pu산화수 -MIBK 성능이 TBP 
조절에 의한 상호분리 홉다나쁨 

• 침전캐리어 : Bismuth 
Phosphate -Pu만올 회수 

침전법 -U/Pu분리 : pu산화수 -U는 폐기물 취급 

조절에 의한 상호분리 ·공정 단순 

·운전형태 : 반연속식 

-PUREX+군분리 공정 
·현재 일본서 개발종 

-TRU추출용매: 
톨고춘위 폐액중 TRU왼소 

Advanced Reprcεessmg Bidentate Phosphate 
회수， 소멸처리에 의한 

계열 
단반감기화 시토 

·운전형태 : 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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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X공정온 용매추출법올 이용하는 다른 공정에 비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 

고 추출제로 사용하는 TBP의 분리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외에 

습식 재처리 방법으로논 REOOX, 첨전법， 및 Advanced Reprocessing 법이 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척인 특성온 표 1.1과 같다. 

다. 액체금속로용 핵연료 채순환 주요 기술장단점 비교 

전술된 바와 같이 기존 습식(PUREX)공정은 상용로의 산화물핵연료 채처리기술 

로 활용하고자 연구/개발되어 왔으나， 핵확산저항성과 경제성에 있어 미홉한점이 있 

기 때푼에 일홉 PKC률 중심으로 습식공정중 정제공정올 삭제한 단일처리 습식공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단일처리 습식꽁정기술은 기존 습식공정보다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이 제고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 고속로 계통온 연릎심재 불순물에 대한 낮온 

중성자 민감도(neutronic sensitivity) 특성올 갖고 있으므로 고순도 핵 연료 물질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일습식처리법은 기존 Purex의 고순도 추출공정을 단순 

화시키고 최척화시켜 경제성올 향상시킨 선진적 연료 재순환 계통이다. 

표1.2에 나타난바와 같이， 기폰의 습식법， 단일처리 습식공청기술 (Single 

Processed PUREX) 및 건식법 풍의 세가지 기술율 기술척， 경제적， 핵확산가능성， 

환경친화성 및 기타 개발 여건 풍올 중심으로 비교평가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관 

점은 기술의 입증여부，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빛 환경친화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중요 관점에서 모두 건식처리법이 우수한 경으로 판단된다. 그외에도 공정의 

난이도 및 개발의 용이도 둥도 Pyro-공정기술이 우수하나， 기술확보시에 미국 ANL 

에 기술 편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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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핵연릎 재순환 주요 기술장단점 비교 

싫따풋 PUREX 
‘Single Processed Pyro-Process 

비 끊 
PUREX (IFR 꽁정) 

개발현황 
기존상용 

·신개발 기술 
·신개발 기술 

Pyro-Proces는 
재처리 ·기술타당성 

및 실적 ·현재 개발중 실중단계 진입 
적용기술 입중 

처리 및 운전 
·침전법 및 단일처리공정 + ·고온야끔/용용 Pyro-공정이 

용매추출법 진동충전연료 및 건류방법 임계질량관점에 
형태 

·연속공정운전 제조기술 ·뱃치 조작 서 10-50배유리 

처리후 방사성 
공정화학제량: 

상대적 최다 중간 상대적 최소 Purex>SP.Purex 
빽기물량 

>Pyro 

기술성 실중기술 
개발중 : 간소환 ·임계판리용이 • Pyro :설중 
U자간l혼합역추출 ·기술입중완료 단계중 

! 중간:기존Purex 
단순공정， Pyro공정이 

공정 난이도 다단계 공정， 분리/정제공정융 
상대적 복잡 1/5 로 간소화 상대적 용이 단순/용이합 

U자간l 분려 분려 또는 
• Pyro: TRU 

비분리 분리 불가놓 원소둘의 분리 
여부 비분리 

인차 매우작읍 

상、대 적 열세 중간(Purex건설 
상대적 우위 

경제성 (P1.江ex건설비의 제2장 4절 참조 
f 비의 43%) 

20%) 
.Pyro: 순수 

핵확산저항성 미홉 양호 매우양호 pu공정라인 

없용 

확보시 문제점 
표E랑A ， 영국 현재 일본에서 미국 ANL에 미국의 

이 기술보유 1 개발종 기술 편중 사전협의필요 

’ 
핵확산저항성 

진동충전연료제 소형시설 및 -
개발의 용이성 미홉으로 국내 

조 및 조사성능 간단한 
제2장 4절 참조 

평가기술에 대한 공정으로 
개발이 어렵다 

연구가 필요합 비교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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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 연료개발 현황 및 실적 

1. 핵외 연료재뿔 현황 

플루토늄의 재순환 이용온 원자력발전 개발 초기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고속증 

식로에 판련한 핵연료주기 기술은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개발하기 시작했고 1950 

년대에는 영국과 소련에서 또 1960년대에는 포랑스와 일본에서 개발에 착수하였다. 

지금까지 총 21기의 고속증식로가 건설되었으며 그중 9기만(표1.3 참조)이 현재 가 

동 중에 있다. 

표1.3 현재 가동중인 고속중식로 

나 라 원자로 명칭 출력 (MWe) 최초 임계 연도 

프량스 Superphenix 1240 1985 
러시아 BN-600 600 1979 
일 붐 Mon.iu. 280 1994 
표황스 Phenix 250 1973 

구소련(카자흐스탄) BN-350 150 1972 
일 불 JOYO 100 1977 
인 도 FBTR 13 1985 
러시아 BOR-60 12 1969 
러시아 BR- lO 10 1972 

* 현재 훈전정지 중엄 

대형 고속증식로의 건설과 운전경험은 1980년부터 가동되어 온 소련의 600 

MWe릅 BN-600과 1986년부터 가동올 시 작한 프량스의 1200 MWe급 SuperpheIÙx 

에서 축척되어 왔다. 고속중식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실제의 훨자로 운전율 통 

해 .. 많윤 기술척 난제가 해결된 바 있다. 

고속로 개념이 l없4-45년 당시 Ferrni와 Zinn에 의해 고려된 이후 노심온 연료 

중배시간 및 연료재고 비용올 최소화 하고， 가능한 한 콤팩트(compact)하게 하여 

고출력 및 고연소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플루토늄에 기반올 둔 연료가 바람직하다 

고 인식되었다. 고속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설계는 기존 열중성자 원자로에서의 핵 

연료 셜계보다도 원자로의 전체적 성능에 훨씬 더 영향올 준다. 대개의 고속로 노 

심은 20% 내외의 239Pu 연료와 노심 크기에 따라 반경 빛 혹방향에 블랭킷(친핵분 

열성 껑8U) 연료로 둘러쌓인 배열로 구성된다. 고속로는 고출력올 낼 수 있는 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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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심올 갖고 있기 때문에， 좁은 핀 간격 높은 비출력 빛 고연소도 특성이 요구 

될다. 초창기 이런 환경적 요건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고속로 설계에 있어 냉각재 

로서 액체 소륨올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소륨의 높은 비열과 열전도도로 인해 노섬 

에서 중기발생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열올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언 

급한 것올 토대로 연료 요소， 연료 및 냉각재가 가져야 될 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 

술할 수 있다. 

- 고선출력/열출력/표면 열속 

- 고연소도， 10-20 at.% 혹온 그이상 

- 팽윤， 휩 (bowing) 둥으로부터 낮온 뒤틀림 (distortion) 

- 연료와 우라늄 블랭킷으로부터 연소되지 않용 플루토늄올 회수할 수 있는 간 

단한 재처리 

-낮온손상확률 

- 높온 핵분열성 원자(239Pu) 밀도 

- 끓온 열전도도 

- 피복판과 냉각채， 연료와 냉각재의 양호한 공존성 

- 노심내 가능한 한 적온 경원자물질(갑속원자) 

- 높온융점 

- 양호한 크립 특성 및 항복강도 

- 낮은 기포 팽윤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으로 인해 최근 대부분 고속로 과제의 목적인 중식성의 중 

요성이 갑소되어 발전 청제성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이러한 변화여 

건에 부용하는，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이 높고 액티나이드 폐기물 핵종올 연소시 

킬수 있는 IFR 개념올 도입한바 있다. 최근에 혼합산화물 연료와 더불어 금속연료 

의 수평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룹까지 운전되어 온 고속로에서 사용되었던 

연료형태와 성분 둥올 표 1.4에 나타내었다[1l1 

가.미국 

1946년 9월， E. Fermi의 열정으로 LASU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에 

서 플루토늄 연료시험올 위한 CLEMENTINE 고속로(출력용량 : 25 kWt)가 1946년 

M “ 



11월에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2]. 

1946-1951년 기 간동안 NRTS(National Heactor Testing Station)에 증식 의 유효 

성올 입증하고 액체금속 냉각재 이용 타당성 평가 및 속중성자 계통의 제어 특성올 

실중하기 위해 EBR-I이 건설되었다. 1951년 8월에 MARK-I 연료노심으로 처음 임 

계에 도달했고 그해 12월 전출력에 도달한 후 처음으로 전기를 송전하였다. 출력용 

량이 200 kWe인 EBR-I의 MARK-I, 11, III 노심온 농축된 우라늄 합금 연료 및 천 

연 우라늄 블랭킷으로， MARK-IV 노심은 플루토늄 합금 연료 및 방놓우라늄 블랭 

킷으로 구성되었다. 1955년 MARK-IT 노심의 부분적 용융으로 인해 고속로 안전성 

에 대한 판심이 고조되었으나 기계적 설계 변경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1963년 12 

월 EBR-I이 운전정지되기까지 노심별 조사실적은 표 1.5와 같다[12]. 

CLEMENTINE 해체후 Los Alamos에 서 플루토늄 연료개 발이 지속되 어 1959년 

출력용량 1 MWt이고 용용 Pu-Fe 합금 연료와 SS반사체로 구성된 노심율 사용한 

원자로 LAMPRE(Los Alamos Molten PLutonium Reactor Experiment)가 건설 되 었 

으며. 1961년 1월과 7월에 각Z￥ 최초임계， 전출력에 도달하였다. 1965년 흉합산화물 

연료가 유망해짐에 따라 액체 플루토늄 연료계획이 USAEC에 의해 취소되어 

LAMPRE-II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3]. 

LMFBR올 상업화할 목적으로 청부와 민간기업간의 합작올 통해 1956년 8월 건 

설 이 시 작되 어 1963년 8월 처음 임계 에 도달한 EFFBR(Enrico Ferrni FBR)은 1 

MWth 출력으로 운전중이던 66년 10월 2개의 부집합체덕트에서 냉각재 유동 장애 

로 인한 부분적 용용이 있었으나 우라늄 합금 연료으로 구성된 노심으로 운전하여 

1970년 10월， 설계 출력인 60 MWe에 도달하였다. 금속연료의 성능과 안전성올 입 

증한 후 자끔 조달 어려움과 전력생산보다는 조사 시험 설비로 이용하기 위해 해체 

(1972년 11월)되기 전까지 최대연소도 0.4 at.%를 달성하였다. 

잃
 



표1.4 고속로에 이용된 연릎형태와 성분 

연료형태 성분 원차로 최초운전년도 소유국 

PU CLem‘랴ltine 1949 미국 

U EBR-I Mk 1 1951 미국 

U-Zr Mk ll 1954 
U-Zr Mk III 1957 
Pu-Al Mk IV 1%2 

Molten Pu-Fe LAMPRE-I 1959 미국 

Molten Pu-Fe LAMPRE-II 1%2 

二D그 τ4=~i 
U-Cr DFR Mk 11 1~ 미국 

U-Mo Mk lI,m A,B,C 1~-1964 

U-Fs EBR-II Mk I,IA 1973 미국 

U-Fs Mk 11 1%4 
U-Mo Fenni 1973 미국 

U-Zr EBR-II MK 111, IV l앉x) 미국 

U-Pu-Zr EBR-II MK V lW5 미국 

U-Pu-Zr IFR TBD 미국 

U-Pu-Zr PRISM TBD 미국 

Pu02 BR-5 Mk 1 1959 러시아 

(U,Pu)02 Rapsodie 1~7 표랑λ 

(U,Pu)02 SEFOR 1~9 미국 

(U,Pu)02 BOR-60, BN-350 1969, 1974 러시아 

(U,Pu)02 Phenix 1974 E 랑λ 

(U,Pu)02 PFR 1974 영국 

(U,Pu)02 KNK-II 1977 E-i1 。Ii11 

(U,Pu)02 FFTF l잃O 미국 

(U,Pu)02 JOYO l없O 일본 

세라믹 
(U,Pu)02 BN600 l잃O 러시아 

(U,Pu)02 Superphenix 1986 표랑A 

(U,Pu)02 CRBR CanceLled 미국 

(U,Pu)02 SNR-300 Cancelled 도일 

(U,Pu)N BR- lO NA 러시아 

(U,Pu)C Kalpakkam 1991 인도 

(U,Pu)02 Monju 1992 일본 

(U,Pu)02 EFR TBD 유럽 

(U,Pu)02 BN-800 TBD 러시아 

(U,Pu)02 DFBR TBD 일본 

(U.Pu)02 FBR TB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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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EBR-I 노심 별 조사실 적 

노심 연료심 피복채 
최대연출도 

블랑킷 비고 
(at%) 

연료심 roughened 
MARK-I 농축 U type 347SS 0.35 순수 U 훌면으로 인해 SS 

피복관내에서 신장 

MARK-II U-2wt%Zr type 347SS 0.1 U-2wt%Zr 
노심 부분적 용융 

(안전성 판심 고조) 

MARK-III ” Zr-2 0.3 ” 
휩 (bowing) 방지 위 해 
3개의 Zr지지 rib 설치 

MARK-IV ' 끔속 pu Zr-2 0.1 I 순수 ul 

EBR-I의 운전경험으로 USAEC는 소륨 냉각재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및 통합 

연료 채처리 시설(Integral Fuel Reprocessing Facility)의 타당성올 검증하기 위한 

EBR-IJ(출력 20 MWe)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1957년 12월 건셜올 시작하였다. 

1961-1963년 기간동안 우라늄 합끔 연료와 방농(depleted) 우라늄 블랭킷으로 구성 

된 노심으로 임계에 도달하였고 1965년 5월 정상상태 조사 설비로서 운전을 시작하 

여 1970년 9월 전출력에 도달하였다. 이 후 EBR-TI는 Mark I-V 계열의 금속핵연 

료 실혐 홍， 미국의 고속증식로 연구에 사용되었고 1994년 10월에 운전정지 될때까 

지 약 3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시험 원자로 역할올 수행해 왔다. 

1970년대 미국 ANL의 EBR-TI에서는 U-5Fs 끔속핵연료 개발이 수행되었다.[8] 

이 기간동안 금속연료의 성능 한계성이 EBR-II 실험결과 만족한 수준으로 해결되 

었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장점이 발견되었다. 1980년대에 금속연료 개발이 본격적 

으로 착수되어， 쯤속핵연료는 액체금속로 개발의 두 번째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 

편， 1980년대 초에 미국의 를린치 리버 원자로(CRBRP)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액 

체금속로와 금속핵연료 주기기술에 대한 재평가 과제가 착수되었다. 또한 끔속연료 

주기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올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재평가의 주요한 관 

점온 경제성과 고유 안전성이었다. 더군다나 TMI-II 빛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현세 

대의 원전보다 더 안전한 개량 원자로 설계개념올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7-1982년 동안 RBCB시험 및 일련의 운전신뢰성 시험올 수행했고 1984년 

U-Pu-Zr 삼원합금 핵연료를 기본으로 한 IFROntegral Fast Reactor) 프로그램에 

정
 



따라 꿈속연료 설계의 타당성올 검중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송 

형 모율러 액체금속로의 핵연료로서， 초기 금속핵연릎의 설계특성올 크게 개선시킨 

삼원 금속핵연료(U-Pu-Zr)의 노내 거동의 우수성 및 사용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이 

삼원 금속핵연료(U-Pu-Zr)봉은 연료의 회석 밀도를 약 75% 정도로 낮추어서 헥연 

료의 과대한 팽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핵연료섬채와 피복판 사이에 소륨올 

충전시켜 연료십과 피복판 사이의 캡열전도도톨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접합 소륨 

온 핵연료심내의 열린 기포속으로 침투되어 핵연료심 자체의 열전도도 향상용 가져 

오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1993년 까지 EBR-ll에서 표1.6과 같온 연소뚱 볍위 및 최 

대 연소도 19.6 at.% (U-10%Zr) 및 19.9 at.% (U-xPu-10%Zr)인 구동핵 연료와 실 

험 핵연료를 합하여 총 14，αm여개의 금속연료률 사용한 실증 기슐 경험올 갖고 있 

다[13]. EBR-II에서 수행된 실험 핵연료봉에는， 개량 액체금속로의 참조용 핵연료심 

재 및 피복관 재료인， U-x%Pu-lO%Zr 핵 연료심(x=O，3，8，19，22，26 및 28 wt.%)과 

31655, 0-9 및 HT-9 핵연료 펴복판이 사용되었다.!E한 TREAT의 급속연료 과도 

상태 조건하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쯤촉연료의 과도상태 성놓 및 건전성율 확인하 

고， 성능 한계성이 극복되었올 뽑만아니라， 추가척인 장점용 밝혀냄으로써， 금속핵 

연료가 미래 액체금속로 연료로써 유망하다눈 결과를 얻었다고 훌고되었다‘ 한면， 

ANL의 기술경험에 근거한 픔속연료 제조와 3 단체 건식 재처리 공청은 매우 간단 

하고 콤팩트하며， 사용후 연료의 85% 이상율 채순환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금속연료 주기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끊 보고되었다. 

표1.6 ANL의 금속연료 졸사 실적 

{연릎십 종류 
l 실협 핵연릎 
| 구동 핵연릎 
| 계/총계 

l 최대 달성 
연소도 

연소도 :>iÓ%BU~1 
U- lOZr I U-xPu-lOZr 
1.웠8 273 

연소훌 : <lO%BU 
U- lOZr I U-xPu-lOZr 

685 I 3잃 
11,484 I 
12.169 I 329 

합계/총합계 

1，잃8 273 
19.6 at% I 19.9 at% 
(HT9) I (HT9) 

댔
 

~ 

뺑
 때
.
 

2-n 

-M 

상기 실험에서는 연릎의 회석 밀도， 팽윤， 핵분열기체생성물 방출 및 기포 거동， 

공정반옹현상(FCCI) , FCMI, 봉내 가스 압력 및 폴레넘， 한계 연소도， 소륨접합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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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및 피복관 파손후 계속 운전특성 RBCB(Run Beyond Clad이ng Breach) 퉁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Mark-V 시험핵연료와 유사한 U-TRU- lO%Zr 핵연료 

십， 소륨접합， HT-9 피복관으로 구성된 끔속핵연릎붕이 PRISM 액체금촉로의 참조 

핵연료봉으로 되어 있다. 

표1.7 EBR-ll에 사용흰 노섬 분류[4] 

노심 핵연릎심 펴복판 연소도(at%) 비고 

MARK-I U-5%Fs 304L SS -1.2 소륨첩합 
MARK-IA U-5%Fs 304L SS -3.0 풀레넘 확장 
MARK-II U-5%Fs 304SS->316SS -10 - 소륨접합 

MARK-m U- lO%Zr 
D-9 

“ 
(20%냉간가꽁) 

MARK-ITIA U- lO%Zr 
316SS 

“ 
(20%냉간가공) 

MARK-IV U- lO%Zr HT-9 -19.6 “ 

MARK-V U-20%Pu-1O%Zr HT-9 -19.9 “ 

1965년 9월 고유 안천성 특성 실종 및 도플러 효파의 효옳성올 입중하기 위해 

GE에 의 해 SEFOR(Southwest Experimenta1 Fast Oxide Reactor) 개 념 이 개 발되 었 

다. SEFOR에는 혼합 산화물(20%PuOz) 연료가 사용되었고 소륨 반사체를 이용하였 

다. 1969년 5월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출력용량 20 MWth온 1971년에 도달되었 

다. 노심 I,II 실험으로 도플러 효과의 효융성올 입중한 후 1972년 1월 운전정지 및 

해체되었다[3]. 

규모가 큰 구조물 시혐(원형로)올 위해 1982년 NRC에 부지 준비 작업올 시작하 

도록 허가 받용 CRBRP(Clinch River Breeder Reactor Plant, 출력용량 380 

MWe}는 혼합 산화물 연료률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1983년 10월 미국 의회에 

의해 과제가 중단되었다. 

광대한 시험계획에 따른 기술척 자립 확보를 위해 1970년 W.H사에 의해 건셜 

이 시 작된 FFTF(Fast Flux Test Facility, 출력용량 : 400 MWth}는 1980년 2월 최 

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노심은 혼합 산화물 연료와 SS 반사체를 사용하였다. 1979 

년부터 1982년에 걸친 초기 운전에서 자연순환에 의한 붕펴열 제거능력올 검증하였 

고 운전시작 이후로 원전연료 및 재료의 조사를 위한 운전을 계속하면서 2278 

낀
 



EFPD 동안 운전되고 1992년 3왈 마지막 운전주기를 마쳤다. lead test를 포함하고 

있늄 9개 CDE(Core Demons없tion Experiment) 연릎 집합체는 1991년부터 운전정 

지되기까지 계숙 종사되었다. lead test 집합체눈 연소E긍 정8α)() MWD/MTM까지 

도달하였고 CDE 집합체는 최대 221 ，α)() MWD!MTM 연소도까지 도달하였다. 

GE의 원형실중로인 PRISM온 465 MW e Power block 셋으로 이루어진 1,395 

MWe 발전소로서 1988\년 DOE 선정 ALMR 개발 대상 노형이었다. 각 block 은 

NSSS와 터빈율 포함하는 155 MWe의 모율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눈 전부가 공 

장에서의 제작이 가눔하도륙 설계환 풀형의 액체소륨 냉각 발전소이다. 액체소륨의 

본질적인 안전성 측면올 활용하였으며， 기본 핵연료로는 금속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MOX연료도 사용이 가능하도룩 설계되어 었다. 잔열제거를 위하여 자연대류를 이 

용하고， 보조적으로 자연공기 냉각장치도 갖추효 있다[14]. 현재는 1995년 정부의 

예산지원 중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IFR(Integral Fast Reactor) 개념은 ANL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액체 금속로 개 

념이다. IFR의 많용 기술은 EBR-II 경험에 기반올 두고 있다.IFR 개념용 액체 소 

률 냉각， 풀타입 원자로 배치， 금속연료， 건식처리에 기반올 둔 흉합 연료주기의 4 

가지 기술적 특성으로 구성되고 연료성놓， 고유안전성， 경제성， 폐기물 판리 그리고 

신뢰성퉁 많온 기술적 잇점올 가지고 있다. 1995년 정부예산에 IFR 예산은 중지되 

었으나， EBR-ll 실험로의 폐로 예산과 폐기물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건식재 

처리 연구는 계속퇴고 있다. 

혼합산화물 연료(UOrPuOz)는 우수한 연소도 달성 가능성， 상대적인 상업적 제 

조의 용이성， 그리고 과출력 과도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읍의 퉁흘러 효과로 인 

해 산화물 계통의 입중된 안정성 둥의 장점으로 인해 FFTF, TREAT, EBR-ll에서 

조사되었다. FFTF 참조 연료봉 설계는 웰륨 충전재와 20% 냉간가공된 316 SS 피 

북관의 혼합산화물 연료를 이용하고 희석 밀도 85%, 연료 대 폴레념 부피비는 1.。

이었다. 참조 FFTF 구동연료는 1982년 원자로가 정상운전된 후 설계 북표 최대연 

소도인 80 MWD/kg올 초과활때까지 결함없이 조사되었다[11] 구동연료는 100 

MWDlkg 연소도까지 손상되지 않았고 선별된 집합체는 심지어 120 MWD/kg까지 

도달하였다. 단지 FFTF 구동 연료집합체중 하나의 연료봉이 103 MWD!kg 연소도 

에서 손상되었올 뿐이다. 연료봉 파단올 막고 연료봉의 수명올 연장하기 위해 피복 

관올 [꺼으로 교체되고 FFTF 혼합산화툴 구동 연료로 장전되어 188 MWD까‘g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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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까지 조사되었다. 비록 09 피복관으로 인해 연료집합체 수명이 크게 개선되었 

다고눈 하지만 결국 이 재료는 팽윤하기 때문에 LMR 경제성 관점에서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뺑윤현상이 대쭉 줄어드는 HT9 피복판올 사용한 노심실증실험 

(CDE)이 시작되었다. 실험 결과 껑8 MWD/kg 연소도까지 조사된 후에도 덕트 신 

장이 발생되지 않았올 쁜아니라 연료봉 파단도 판찰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연소도 

300 MWO/kg온 HT9 성분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올 신뢰할 수 있게 한다. 

나.표량스 

표랑스는 유럽의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영국의 뒤률 따랐는데， 지금은 서구의 가 

장 충실한 기술개발국이 되었다. 릎랑스가 고속증식로 기술개발올 시작한 것은 미 

국 EBR-TI의 경험올 많이 활용하여 액금로 운전 및 연료와 채료 조사 시험 설비의 

실중올 묵적으로 1962년 RAPSODIE <RAPide SODlum, 출력 용량 24-->40 

MWth) 발전소 건설올 시작하여 1967년 1월에 최초 임계， 1967년 3월에 전출력에 

흘달하였고 북척올 달성하여 1982년 말에 운전정치가 결정되고 1983년 5월에 노심 

말기 시협 시리즈가 수행됨 후 그해 5월에 운전정지 되었다. 노심은 홍합 산화물 

연료와 방농 우라늄 산화물 블랭컷으로 구성되었다. 약 15년 운전동안 30，αm개 이 

상의 구동 노심 연료봉을 종사하였고 이중 약 10，α)()여개 연료봉이 10 at.% 이상 

연소도에 도달하였고 시험연료봉의 최대 연소도는 26.6 at.% 였다[2]. 

원형 액금로의 웅전경험올 쌓기 위해 1968-1973년 동안 건설됨 PHENIX(출력용 

량 : 250 MWe)는 1973년 8월 최초 임계， 1974년 7월 상업운전 구동이후 1984년 까 

지 117，200개의 조사연료봉과 최대 연소도 100,084 MWD/t윷 달성하였다. 원전연료 

는 처옴엔 혼합 산화물 연료와 UÛ2를 반반 사용하다 1977년 이후 혼합산화물 연료 

로.교체하였다.89년과 90년에 발생한 노십내 반용물 이상저하 현상으로 운전에 어 

려움올 겪기도 하였으나 1993년 2월 350 MWth 출력 시험율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고 CAPRA와 SPIN(장주기 폐기물 분리 및 소각) 표로그랩올 보조하기 위해 필요 

한 조사 실험올 수행하도록 수명올 10년 연장시킬려는 계획에 있다[15]. 

RAPSOOIE와 PHENIX 경험에 기반올 두어 1200 MWe 실중발전소인 SUPER 

PHENIX-I (혼합산화물연료 사용)이 1977년 프랑스(51%) ， 이 탈리 아(33%) ， 독일 

(11%), 벨기에와 네럴란드(각 2.5%)의 재정적 지원으로 건셜올 시작하여 기본 시스 

템의 개별 시험 (1981-1984. 1)， 연료 장전전 원자로 종합 시험 및 보조 증기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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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 발전설비 시험(l잃4-1잃5년 중반)올 실시하였고 마침내 85년 7월 연료를 장전 

하여 그해 9월에 1차 입계에 도달하였다. 1993년 운전 인허가를 갱신하라는 대중의 

요구로 인해 운전이 중단되었으나 1994년 1월 소륨 화재 방호를 개선시킨 후 재가 

동 할 것올 권고 받아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 소비를 중가시키는 CAPRA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초 꽁업수준￡로 FBR올 건셜하려는 FBR 전략의 중간단계로서 1977년 

SUPER PHENIX -1 후속기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87년말 건설 준비 작업 완 

릎를 목표로 하였으냐 유럽통합 EFR 사업으로 셜계 인계후 종료되었다. 

다.일볼 

일본 최초의 실협로인 JOYO(출력용량 100 MWth)는 연료 및 재료 시험로로 

서 1970년 건설올 시작， 1977년 3월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1978년 MARK-I 노심 

요릎 고출력 시협을 하여 1979년 7월 출력올 75 MWth까지 올려 놓았다. MARK-I 

노심￡뭉 도달한 최대 연소도는 40，α)() MWD/t이다. 1983년 8월 이후 MARK-II 노 

심￡로 100 MWth 출력에서 훈전하여 1994년 3월까지 총 운전시간 50，α)()h ， 출력 

4x106 MWh훌 축척해 왔다. 고성농 연료와 실중훌 재료 융 많은 종류의 조사시험 

이 진행중이다. 

일불은 JOYO, 폰주 원형뭉(714 MWt, 280 MWe) 및 실중로 DFBR 풍의 액체 

금속로 핵연료로써 Pu-U 혼합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한다. 일본에서 액체금속로 상 

용로의 경우 경수로 대비 연료주기비용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균 연소도가 

150에서 2α)GWψT이 되어야 한다놓 목표흘 설정하고 이률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적인 연구개발(R&D)율 하고 었다. 몬쥬 원자뭉는 조요원자로와 같은 형태의 연료， 

즉 PNC316 피복관과 MOX연료릎 사용하며 조요에서의 수많은 실증시협결과 94 

GWψT까지의 연소뚱를 확중하였다[ll]. 

현재의 연구개발 목표는 상용 고속로를 완성하는 것이며 그 복표 연소도는 몬쥬 

의 약 2배 정도이다. 또한 MOX연릎를 사용한 480 W/Cm의 고선출력율 달성할 예 

정￡로 연구중에 있다. 한편， 일봉 전력중앙연구소(Central Resf!arch Institut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CRIEPI)를 중심으로하여 개발중인 이중 탱3.-소형 모 

율러형 액체금속로에는 균속핵연료가 표준 연료로 채택되어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 

구소는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에서 개발되었던 IFR과 건식재처리 기술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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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금속연료싸이를 개념이 경제성， 안전성 빛 핵확산 저항성에서 우수한 특성올 

보유하고 있는 장차 FBR 연릎주기의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고 환단하고 1987년도 

부터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도 부터는 미국의 IFR 프로 

그랩에 참가하여 거기셔 얻어진 기술정보도 활용하여， 건식재처리 기술에 대한 실 

용성율 평가하고 었다. 또한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CRIEPI)가 주축이 되고 일본 

훤자력연구소(JAERI) , 히다찌， 미짤비시 및 물시바와 공동연구하에 액체금속로용 

금속연료의 노내 건전성 및 성능명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OYO에서 얻용 차료에 기반율 두어 1985년 출력용량 280 MWe 완형로인 

MONJU의 건셜 이 확풍， 1991년 4월 완꽁하였다. 1~혔년 10쩔 - 1994년 1월 동안 

PFPF(Pu Fuel Production Facility)에서 MONJU 초기 놓심 연훌 생산올 시 작하고 

1994년 4월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여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12]. 그후에 노물 

리， 열전달실험， 출력상승 시협 풍융 수행해오다 1없5년 12월 소륨 누출 사고로 인 

해 운전정지 중이다. 최근 MONJU 사고로 인해 훤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 된 것용 계기로 플루톨늄용 완료로 하는 고속충식로 위주의 원자력 정책올 재 

검토 하고 있다. 

대폭적인 경제성 향상윷 폭표로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는 수년 

동안 DFBR의 개 념 셜계 연구룰 수행 해 top entry 계통 원자로(1∞P type)의 타당성 

용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기반율 두어 FEPC<ElectIÍc Power Companies)는 1994년 

1월 2000년대 홀반에 1600 MWth 묘기의 발천소 건설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H뻐-1991년 기간동안 PNC에서 600 MWe 크기의 발전소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1300 MWe 발전소 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러시아 

러시아는 일찍부터 고속증식로 기술개발올 추진했던 나라이며， 아직도 가장 확 

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다른 어능 한 나라가 가동하고 

있는 컷 보다 많윤 수의 고속증식로를 가동중이며 총류 또한 다양하다. BR-lO올 

비 룻하여 Dimitrovgard에서 1959년부터 가동중인 600 MWth의 BOR-60, 카스피 해 

연안의 Shevchenko에서 19η년부터 .가동중인 전력 및 제염 발전소인 BN-350, 또 

한 세계 최초의 상업규모의 고속증식로로서 1980년에 운전올 시작한 BN-600 실중 

실험용 고속증식로 퉁이 있다. 

이
 ω
 



1앉)() 년대 소련 IPPE 연구소내에 위치한 BR-1&2 및 BR-5 둥의 소형 고속중 

식로에 급속연료가 사용된 바 있어 IPPE 연구소가 폼속연료에 대한 설계/제작 기 

슐 경험이 있다는 것윤 이미 알려져 있다. BR-2(출렵용량 : 100 kWth)용 물리 실 

협， 속중성자 환경에서 재료의 조사 둥율 위해 1956년 건설， 꿈속 239Pu 연료로 그 

해에 최초 임계 및 전출력에 뚱달했￡냐 1957년 운전정지 및 해체되었고 차빼와 관 

련판 부분들온 BR-5 원자릎 건젤에 사용되었다. 훌루토늄 산화물 연료와 냉각채로 

서 소륨을 이용하늄 세계 최초의 원자로인 BR-5(출력용량 : 5 MWth)는 연료봉에 

대한 연소도 자릎률 얼.:il 소률 냉각 경험 축적 및 재릎 꿇사흩 목적으로 1957-58년 

동안 건설되었다. 1958년 영출력에서 시동하고 1959년 1월부터 Pu02 연료와 소륨 

냉각재로 운전하여 6왈 최초 입계， 7월 전출력에 Iξ달하였올 뿔아니라 1964년까지 

PuQ.z 연료로 운전하면서 최대 연소도 6.7 at.%에 도달하였다. 1965년부터 90% 

잃5U 농축된 UC연료로 1971년까지 운전한 후， 출력옳 10 MWth로 확장시키기 위 

해 수정되어 BR-lO으로 바뀌었다. BR-lO온 1973년 혼합산화물 연료로 7.5 MWth 

출력까지 도달하고 1979년 14.2 at.% 연소도까지 달성하였다. 

향상된 고속릎 기술올 실중 및 개발하기 위해 1963년 RIAR(Dimitrovgrad)에서 

BOR-60 (출력용량 : 60 MWth, 12 MWe) 설계가 시작되어， H없년 최초 건식 임 

계， 1969년 습식 임계에 도달하여 1970년 말경에 30 MWth 출력을 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라늄 및 혼합산화물 연료로 10-11 at.%까지 졸사되었고 1507ß 시험 연 

료봉은 1-14 at.%까지 조사되 었다. 1993년 (U02, UPu02) 집 합체 와 2개 의 (UPu, 

UZr) 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올 가지고 50-52 MWth 출력으로 운전되어 (U02, 

UPu02) 집 합체는 26 at.% 까지 도달하였고 2개 의 (UPu, UZr) 집 합체 는 각각 7.4, 

7.3 at.% 에서 소륨과 접합된 것올 확인하였다. 이후 액티나이드 변환과 방사성 생 

성물 이용 문제의 가놓성올 입증하고 질화물 및 삼원합금(U-Pu-Zr) 연료의 고연소 

도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BOR-60M으로 개선되어 운전중이다[2]. 한편 

1969년 Dimitrovgrad에 IPPE 연구소의 감쪽하에 설계/건조된 BOR-60 원자굴에는 

아직도 금속연료가 연소 중에 있다. 이 BOR-60 고속원자로에서 연소중인 급속연료 

는 핵연료심이 U-Zr 및 U-Pu-Zr 의 두 종류이며， 이들 핵연료봉 모두 핵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에 소륨 본딩이 되어 있어서， 미국 ANL 의 금속연료봉 설계특성과 매 

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R-60 고속로에서 연소중인 금속연료집합체는 두 

개이며， ‘95년 말 현재 9.8 at % 및 3.9 at % 연소도로 각각 연소중인 것으로 밝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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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16]. 

1965-71년 동안 건설된 BN-350(출력용량 130 MWe)은 1972년 최초 입계에 

도달하고 1972-74년에 동안 원전연료(U02+MOX) 파손으로 원전연료 설계를 변경， 

수년간 가동률이 86-88%에 달했다. 1975년 이후 출력의 절반 이상올 해수 담수화 

에 이용하고 있고 80년대 중반까지 평균연소도가 약 5.8 at.% 에 달했다[2]. 

대형 액체금속로에 대한 운전경험올 목적으로 1971-1979년 동안 건설 U02 
(21%, 33% 놓축) 연릎률 이용(후에 MOX 연료로 대 치 ) 1980년 2월 최초 엄 계 에 도 

달한 BN-600(출력용량 : 600 MWe) 원자로는 중기발생기의 누출 및 펌프의 회전 

친홍 둥으로 가동률온 낮았으나 1983년 이후 72% 정도로 회복하였고 흩 무리없이 

운전되고 있다. 1981년 연료 최대연소도는 7 at.% , 1없3년 말경에는 10 at.% 이상 

(1l-1l .3 at.%) 연소도를 달성했다. 1983년 말경 설계를 완료하고 발전비가 경수로 

에 비해 1.6배 정도이며 BN-600~원자로의 개선된 버천인 BN-800(출력용량 800 

MWe)과 초대형로인 BN-1600(출력용량 : 4200 MWth)의 설계 계획도 추진중이며 

재선된 안전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좋은 차세대 훤자로 개발의 일환으로서 모률러 

원자로인 BMN-170(출력용량 : 500 MWe)과 최대연소도 14.9 at.%를 목표로 하는 

BMN-12(출력용량 : 12 MWe) 원자로의 개념설계가 친행중에 었다[12]. 

마. 영국 

영국도 미국처럼 원자력계획 초기부터 고속증식로에 관여하여 왔으며 전력망에 

연결되 어 전력올 생 산한 최초의 고속증식로가 된 DFR(Dounreay Fast Reactor, 출 

력용량 : 15 MWe)온 액체금속로의 운전 및 안전성 특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1955년 

건설올 시작， 우라늄 합금 연료를 사용하여 1959년 II월 최초 입계， 1963년 7월 전 

출럽에 도달하였다. PFR의 운전과 임무달성￡로 1977년 해체되기 천까지 쯤속연료 

조사실적은 표1.8[13]과 같다. 

염
 



표1.8 DFR에서의 조사실적 

노심종류 핵연료심 피복관 연소도(at%) 비고 

MARK-I U-0.1wt%Cr Niobium < 0.01 
모조 연료봉사용 l 

비농축 U 

MARK-II U-0.1wt%Cr " - 0.1 
45.5% 잃5U 
농축 

κ1ARK -IIa,b,c U-9.1wt%Mo " 
표준젤계 : 0.57 완자로 출력범위 

실험셜계 : 9.8 11 30 MWth 

” 
wt%Mo 

2 - 3.6 75% 껑5U 농축 

DFR의 해체와 같은 시점에 운전용 개시한 PFR(Prototype Fast Reactor. 출력 

용량 : 600 MWth)은 1966-73년 동안 건설 되 어 MOX 연료를 사용， 1974년 3월 최 

초 입계， 76년 100 MW 전력 출력， 77년 2월 전출력에 도달하였다. 801컨대 중반까 

지 약 40，αm여개의 연료봉중 표준 구동 연료는 9 at.%를 넘는 연소도까지 조사되 

었으나 2개의 실험 연료봉올 제외하고논 파단이 띨어나지 않았고 실험 연료는 최대 

10.9 at.% 연소도까지 조사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PE-16으로 피복된 혼합산화물 연 

료봉 18，αm개중 3，α)()개 이상이 13 - 21 at.%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PFR용 1994년 

3월 정부의 자금 중단으로 운전 정지되었다. 그리고 1981년 제안된 PFR의 풀개념 

올 고수하고 출력용량이 1318 MWe CDFR(Commercia1 Demonstration Fast 

Reactor)은 프랑스， 독일， 영국 둥이 중심으로 시작한 EFR 프로그랩으로 인해 중단 

된 상태이다. 

바.톡일 

.. 서독은 1956년부터 고속증식로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판심올 기울여 왔다. 

1972-74년 동안 ZrH2 감속재와 열중성자로 노심으로 운전된 KNK-I눈 1975-77년 

동안 KNK - IT(Kompakte Natriumgekuk.lte Kernre밟tora띠age， 출력용량 60 

MWth)로 재건설되어 1977년 10월 최초 임계 79년 3월 전출력에 도달하였다. 

KNK-ll 농심은 구동 지역으로 둘러쌓인 혼합산화물 연료의 시험 지역￡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노심은 SNR-3oo의 연료 요소에 대한 시험 노심으로 제공되었다. 1979 

년 이후 노내 거동， 노화학 그리고 일반적인 발전소 운전에 대한 경협올 얻기 위해 

- 34 -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1982년 8월 최초 KNK-II 노심으로 100，α)() MWD/t 연소도 

까지 도달하였다. 이후에 계속 운전되어오다 1991년 연방정부에 의해 운전정지 되 

었다. 

1973년 발주하여 라인강 하류의 K려kar에 건설된 SNR-300(출력용량 300 

MWe) 원형로는 건설 초반부터 셜계변경 둥으로 건셜이 대폭 지연되었으나 1984년 

4월 혼합산화물 연료로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86년 이후 지방정부의 훈 

전허가 미획득으로 운전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 연방정부에 의해 SNR-300 계 

획은 중단되었다. 

경수로 건설비에 근접할 것올 도모한 SNR-II(출력용량 : 1300 MWe) 실중로눈 

l차계통 주펌프률 소형화하기 위해 impeller올 작게 하고 회전수률 올리도록 고안 

되었으며 증기발생기는 직관형 혜리칼 코일형중 한가지를 선택하였으나 유럽통합 

EFR 사업으로 설계 인계후 종료되었다[12]. 

사.인도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로서 첫 번째 고속증식로인 FTBR(Fast Breeder Test 

R않ctor， 출력용량 : 40 MWthl13 MWe)을 톡자적으로 완성했올 뽀 아니라， 인도의 

과학자들이 재발해 낸 홍합 탄화물연료가 지금짜지 FTBR에서 잘 가동되고 있다. 

인도의 공식계획온 동력원으로서， 그리고 다음 세기의 에너지원으로서 고속증식로 

를 선돼하고 있다. 1972년 프량스 CEA와 협동으로 Kalpakk없n에 건설을 시작한 

FTBR의 원자로 구조는 RAPSODIE 중기발생기는 PHENIX와 유사하고 R&D 결과 

에 기초하여 당초 산화물 연료 계획올 변경， 70% PuC - 30% UC의 탄화물연료를 

사용하여 1985년 10월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그이후 24개 연료 부집합체로 이루 

어.진 탄화물 노심이 연릎 선출력 320 W/cm올 가지고 10.5 MWth 출력<1993.12월) 

까지 운전되어 왔고 연릎는 7,500 MWD/T 까지 조사되었다그리고 FTBR의 경험 

율 이용하여 2000년경의 500 MW급 원형로 PFBR에 대한 인도의 계획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1981년 셜계를 시작하여 85년 재념설계를 완료한 PFBR(많R 

MWe, 풀형)온 원자로 구조 개념이 SPX-I파 유사하다.85년 이후 채정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자. 유럽공동 

야
 에 



프랑스， 독일， 영국 둥이 중심으로 Superphenix-II, SNR-300 및 CDFR의 개발 

연장선상에서 21세기 개량형 액체금속로인 1500 MWe급 유럽통합 노형 개발올 목 

적으로 시 작된 EFR(European Fast Reactor)용 혼합 산화물 연료 및 PUREX 재 처 

리 주기를 사용한다. 1971-84년 동안 태동기를 거쳐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 

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8-90년 동안 개념 설계， 90-93년 동안 개념 검중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993년 이후 정치적， 기술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EFR 노섬설계 목 

표는 20 at.%까지의 고연소도 및 노내 장전기간용 늘리는 것이다. 원형로 발전소의 

조사시험으로 얻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상당량의 연료봉이 15 at.% 까지 성공적 

으로 연소되었으므로 이를 검중하기에 충분하며 포한 그중 일부는 20 at.%까지 연 

소되었다. 이런 사실용 20 at.%가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라는 데 충분한 신 

뢰성올 춘다. 

카.중국 

중국의 고속로 개발 프로그램에 의하면 MOX 핵연료를 사용하는 중국의 실험용 

고속로(CEFR)는 2000년 말까지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 

ANL에서 개발된 이원(U-Zr) ， 삼원(U-Pu-Zr) 끔속핵연료의 노내 거동의 우수성 및 

사용 가능성이 미국 ANL 및 일붙 CRIEPI에서 제안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금속핵연 

료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올 갖게 되었고 금속연료 노내 성능 및 건전성에 대한 

재펑가가 착수되었다. 이러한 재평가의 주요한 관접윤 금속연료가 갖고 있는 고유 

안전성， 고중식비 및 경제성이었다. 따라서 CEFR 실험로 초기 노심에 금속연료 집 

합체 한 개 내지 두 개률 장전하여 성능시험올 수행한 후 점차적으로 금속연료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17]. 이 성능시험 대상의 주요 관점툴온 연료봉의 구 

조설계; 핵연료십 및 피복재 선정; 핵연료봉 및 냉각재의 온도 분포; 연료심/피복관 

기계척 및 화학적 상호작용; 연료심/피복판 소륨 열본딩; 연료봉 플레념 내압; 피복 

관 용력 및 변형; 집합체-덕트 상호작용; 집합채 장축거동; 연료집합체의 압력강하 

및 냉각재 유동분포 둥이다. 그리고 2010년 까지늄 전 노심에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표l률러 원형고속로률 건얼하고 2025년 까지는 상업용 고속로롤 건설하도록 되 

어 있다. CEFR 실협로는 소형 모률러 완형고속로에 금속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금 

속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다[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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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와 성눔코드 개발혈황 
경제성 있는 액체금속로 핵연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연료의 노내 손상확률이 

낮으면서 고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내의 각 위치에서의 각 연료에 

대한 전 출력 이력조건용 완전히 훌함하는 조사 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붙가능하다. 따라서 액체금휴로의 핵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노내 검중시협 및 전산코릎에 의한 해석적인 성능분석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액체금속로 핵연료의 노내 거동에 따른 성늄 분석 및 건전 

성 평가는 핵연료 셜계의 기본 과정이다. 핵연료의 노내 건전성， 안전성과 경제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액체금속로 핵연료 형태에 적합한 설계/분석도구를 통하 

여 노내 거동변수 및 전반적인 성능이 정확하게 해석 및 예측되어야 하며 이 결과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노내 건전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연료 노내 성능분석올 위한 쩍절한 셜계/분석 도구는 핵연료 셜계자가 필수척으 

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도구 확보 및 분석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척 몬거률 바탕￡로 각 쩍연료 형태에 맞는 전산코드의 개발율 통한 성능분석 

끊드의 확굶률 추진하거나 쭉외에서 기 개발된 기존의 전산코드를 입수하여 설계 

및 성능분석용 수행할 수 있다. 

가. SESAME 코드[18] 

일본의 중앙전력연구소(CRIEPI)가 주축이 되고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 , 히 

다쩨， 미홀비시 및 퉁시바와 공동 연구하에 액체금속로 금속연료(U-Fs 및 

U-Pu-Zr 합금연료)의 정상상태 조사 거동 예측을 위하여 경협상판식융 기초로하여 

개발한 간단한 츄한요소 코드이다. 끔속연료는 혼합산화물 연효에 비하여 상변태， 

급속성분의 째분배， 연료봉과 연료심 사이 접합 소률의 고열전도도， 핵분열기체생성 

물 방출의 급격한 중가에 의환 핵분열 기체 기포성장에 기인된 팽윤의 포화 빛 연 

료심의 이방성 거동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거동 차이를 코므에 포함 

시켜 성능 변수인 용력， 변형도， 온도， 물성올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연료봉올 축방 

향으로 균둥하게 나운 1차완 절점올 사용하여 성능올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탄소 

성 크립변행올 포함하는 용력-변형도 계산은 FEMAXI 코드와 유사한 유한요소법 

이 사용되었다. 각 축방향 노드의 용력-변형도 상태의 계산은 사각형의 퉁축 변형 

요소를 이용하여 평면변형하에서 구하고 았다. 연료심에 비해 약 2배의 높은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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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를 갖는 연료심/연료봉 사이의 접합 소률에 의해 온도계산의 수렴이 빨라 기존 

의 MOX 성눔 분석 코드보다 긴 시간 간격올 사용하므로써 계산시간올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료의 축방향 팽창을 계산할 혜는 아직온 촉방향 기계적 작용은 

단순한 방법으로 적용시켰다. 열적 계산용 단일우수로에 따른 일차완 FEM올 사용 

하고， 비선형 열전도도와 온도에 종속인 연료섬내의 지르코늄 재분배는 수렴할 때 

까지 꿰환하도록 하였다. 핵분열기체방출 공극의 성장윤 열전도도에 큰 영향올 주 

며 반복 루프에 포함되었다. 

냐. ALFUS 끓드(19] 

ALFUS(ALloyed Fuel Unified Simulator) 코드는 SESAME 코드를 모체 로하여 

1989년부터 CRIEPI가 히타치， 도시바， 미즈비시， ]AERI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드는 정상상태 및 훈전 과도상태에서의 끔속연료봉 조사거동올 주릎 이론적 

모렐올 기초로 해석하며 실험자료가 없는 영역에서의 조사거동용 예측함으로써 설 

계한계치릎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산 방법온 FEM올 사용하며 연릎심의 변형 

거동， 핵분열기체 방출， FCMI, FCCI, 연료봉 용도， 성분훨소 재분배， CDF 퉁올 계 

산한다. 

다. LIFE-MET AL 코드[2이 

미국의 액체끔속릎의 금속핵연릎봉 노내 성놓해석 및 설계용 전산코드로써 

LIFE-METAL 코드가 개발/사용되고 있다. LIFE-MET AL 코틀는 산화물핵연료 및 

블랭킷 연료봉의 성능해석올 위해 ANL에서 개발된 LIFE 전산효툴를 기불으로하여 

급속핵연릎봉 노내 성능해석용으로 개발되었다. LIFE-MET AL 용 원자로 정상 운 

전조건에서 끔속핵연릎의 열/기계적인 거동올 분석하기 위한 전산코드이다. 

LIFE-METAL 코드는 금속핵연릎봉의 정상상해 및 설계기준 과도상태 운전조건에 

서의 열/기계척 거동올 해석하며， 반경방향￡로 207>> 환과 축방향으로는 9개의 노드 

와 1개의 플레넘 노드로 나누어 계산한다. LIFE-MET AL 코드내에는 핵연료봉 재 

료 특성 및 부후끊렐 관련하여， U-Zr 및 U-Pu-Zr 핵연료심의 열전도뚱 톡성 삽입， 

핵연료심의 최적산출 모텔에서의 개량， HT9-핵연료피복관의 열적 급립륙성 및 파 

손기준 모텔의 개량， HT9;U-Pu-Zr의 양립성 모렐에 대한 개량， 핵연릎십내의 닫힌 

기공과 열린 기공 거동올 분리한 모델 추가 열전도도에서 기공내의 소륨침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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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 핵연료심 크립에 대한 기공효과， 비균질 팽윤， 피복관 갑육현상 풍에 대한 

열적 크립특성 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LIFE-METAL 코드는 정상상태 해석용 

이기 때문에 사고시 고온 핵연료 거동 모델이나 중대사고/과도시의 해석 모델옹 포 

함하지 않는다. LIFE-MET AL 전산코드의 검증얘는 정상상태의 EBR-II 조사자료 

가 사용되었다. LIFE-METAL 코토는 미국 PRISM 핵연료봉의 예비 설계에 사용 

되고 있으며，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중에 었다. 설계 계산시에눈 LIFE-METAL의 

출력자료를 FPIN2(과도상태 모델)의 입력용 초기 조건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 FPIN2 코드[21] 

FPIN2 코드는 과도 및 사고상태 조건하에서 금속핵연료봉의 r, Z 방향으로 1 

1/2 차원적인 열/기계적 노내 거동올 해석한다. 죽， FPIN2 코드의 열적 성능해석에 

는 FDM 방법이， 기계적 성능해석에는 FEM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FPIN2 코드는 

TOP, LOF 및 LOHS 둥과 같은 사고조건에서 연료봉의 온도， 웅력， 및 변형 거동 

율 해석하며， 축방향 팽창， 피복관 파손에 대한 시간 및 위치， 파손시 핵연료조건 

둥의 결과를 계산한다. FPIN2 코드는 사고분석에 관련된 모렐올 훌합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과도조건 전의 초기조건， 축 정상상태 조건자료를 입력시켜야 한다. 

FPIN2 코드내 핵분열기체방출 거동은 STARS 뭘드로부터의 정상상태 분포자료 계 

산결과를 입력자료로 받도록 되어 있고， 결정립계에서의 팽윤 모텔은 FRAS를 근거 

로 개발된 것이다. 그 밖의 입력자료는 LIFE-METAL 쿄드의 계산결과로부터 얻거 

나 또는 핵연료봉의 제반 입력자료(기하학적 제원， 연료 미세구조， 연료내의 핵분열 

기체생성물 잔량 둥)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정상상태하의 핵분열기체생성물 분포는 

STARS 끊드로부터 얻고， 결정업계에서의 팽윤해석은 FRAS 모델올 기초로 한 모 

델올 사용한다. FPIN2 코드의 검증에는 ANL DEH pin segment 가열시험， HEDL 

FETT 피복판 파열시험 및 TREAT 시험자료 둥의 과도상태의 시험자료가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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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 2 장 71솔타닿성 평가 

-제 1 절 노내 성능 및 기술성 

1. 금속연료 

가. 연료봉내 온도분포 

연료봉내 온도분포는 거의 대부분의 열적， 기계적 거통에 영향율 미치므로 연료 

봉의 용도를 청확히 예측하는 것은 무엿보다도 중요하다. 연료봉내의 온도분포는 

선출력 및 연료심， 캡 (gap) ， 피복판의 열전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션 조사되지 않은 금속연료， 죽 U, U-Zr 빚 U-Pu-Zr 합금의 열전도도는 조 

성 및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ko = A + BT + CT2, W /mK 

A = 17.5[(1 -2.23Wz)/(1+1.61Wz)-2.62Wp] 

B = 1.54x lO-2
[ (1 +0.061 W z)/(1 + 1.61 Wz)+O.90W p] 

C = 9.38xlO만1-2.70Wp) r-

여기서 Wz, Wp는 연료내에 함유된 지르코늄 및 플루토늄의 무게 분률이다. 이 

러한 금속연료의 열전도도는 플루토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올 보인다. 온도 

에 따른 열전도도 경향올 살펴보면 산화물연료인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약 2000 

℃ 정도까지는 열전도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반면， 급속연료는 온도가 중가하면 

열전도도가 계속 중가하기 때문에 고온 과출력 사고시 열전달이 더 좋아지게 되는 

고유안전성 륙성이 있다. 또한 U- lOZr 연료의 6OO't에서의 열전도도는 약 30 

W/mK로서 혼합산화물연료(약 2.3 W/mK) 보다 10배 이상 높온 수치를 보이고 있 

다. 

노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심내의 헥분열생성물의 축적에 연료심의 열전도 

도는 감소하게 된다. 금속연료운 초기에 급격히 팽윤하여 연료심내에 기공들이 많 

이 발생하고 이 기공들에는 핵분열기체생성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러한 기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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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열전도도는 신연료때보다 최대 약 50%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 

의 자유팽윤 단계 동안 충진 소륨은 캡으로부터 방출되어 기체 플레념으로 밀려나 

게 된다. 연료 팽윤이 계속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포들이 상호연결하게 되면 연료심 

내의 핵분열기체는 폴레념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결국 최대 팽윤점 근처에서 상호 

연결된 기포률 통해 충진소륨은 연료심 내부물 침투하게 된다. 소륨의 열전도도는 

핵분열기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연료심의 열전도도는 상당량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금속연료의 소륨 침투에 의한 열전도도 회복량은 신연료때의 약 70% 수준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Bauer 둥은[2J TREAT 시험에서의 연료심의 용용 면적올 측정함으로써 간접적 

인 방법으로 연료의 열전도도률 혹정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3원계 U-Pu-Zr 금속연 

료의 경우 양 1.7 at% 연소도까지는 열전도도가 50%까지 균일하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는 약 80% 수준으로의 급격한 상숭올 나타내었다. 2원계 U- lOZr 금속연료는 2 

at% 대의 연소도에서 조사전 열전도뚱의 74% 수준올 보였다. 이러한 중사 초기의 

열전도도 감소는 핵분열기체로 채워진 기공의 성장올 통한 연료 팽윤에 의한 것이 

다. 평균적으로 약 1 at% 연소도가 되면 금속연료는 팽윤하여 피복판에 접촉하지만 

그 이후로 1.7 at%까지 열전도도가 계속 감소하논 것은 아직 기공간의 상호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료/펴복관 사이외 캡이 닫히면 소륨의 축방향 이동 

용 매우 어렵기 때문에 캡이 닫힌 이후에도 얼마동안용 소륨이 캡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캡이 닫힌후 연소가 계속 진행되면 연료/피복관 사이의 압력윤 점점 강 

해지며， 이때 갱내에 존재하던 소률이 상호연결된 기공을 통해 연료심 내부로 스며 

들게 된다. 1.7 at% 이후에 열전도도의 굽격한 상숭윤 이 시점에서 상호연결된 기 

공올 통해 소륨이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전 총진소률의 높이는 조사후시험 (PIE) 시에는 항상 낮아져 았으며 이 높이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기공내에 스며툰 소륨의 양올 유추해 볼 수 있다.P삶11 퉁윤 

[3] 2.9 at% 연소도의 U-I0Zr 연료의 PlE 결과 연료내로 ￡며든 소륨의 양온 기공 

의 약 34%률 채웠다고 보고하였으며， Bauer 둥[2]은 약 30% 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내조사중언 급속연료의 열전도도는 팩분열기체가 채워진 기공분률(Pg) 

및 소륨이 채워진 기공분률(Pna)의 합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Bauer둥[2]은 열전도도 

보정계수 Fp률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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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1 1-KnaIK f 1 P 11Ll Fp=| 1-3 |--- x(1-Pg)3/2 ;E=1.72 l .1 OJ 2!E+ (3 - 2!E)(K1/ßI K서 J 1-Pg 

여기서 Kna 및 Kr는 소둠 및 연료심의 열전도도이다. 그러므로 조사연료의 열전 

도도 K=FpK。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료의 열전도도는 성분원소의 출성에 따라서도 바뀌 

게 된다. 실제로 금속연료의 조사시 성분원소인 지르코늄 및 우라늄이 반경방향으 

로 이동하여 출성이 변하게 된다. 또한 우라늄이 농축된 부위에서는 열발생량이 많 

아지게 되어 온도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며 우라늄이 고갈된 영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옳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금속연료의 노내 열전도도는 울전 온도， 성분 

원소의 조성 변화， 연료심내의 기포량， 소륨침투 정도 퉁에 영향올 받는다눔 것올 

알 수 있다. 그립 2.1. 1온 이러한 영향 인자들올 고려하여 계산한 연료심내의 온도분 

포이다[4] 

750 

62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Distance from the Fu에 Center (rlRo) 

二I 립 2. 1.1 U-lOZr 연료심의 온도분포 

혼합산화연료(MOX)의 경우， 캡에는 보통 He과 같은 기체를 충진하기 때문에 

캡에서의 용도차이가 약 3OO't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는 

소륨과의 반용올 일으키지 않는 공폰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좋은 

소륨올 충진하게 된다. 소륨의 열전도도 Kna(W!mK)는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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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a = 93-0.0많1 (T -273.13)+ 1.173XlO-5(T -273.15)2 

칼리머 핵연료의 피복재 후보재료인 HT9강에 대한 열전도도 À (W/mK)는 다음 

과 같다[6]. 

À =17.622+2.428X 10-간-1.696 x 10-5
; (Ts lO27K) 

À =12.027+ 1.218 x 10-간 ; (T~l050K) 

나. 금속연료 팽윤거동 

연료의 팽윤(swe피ng)은 끊사 성장(iπadiation growth) , 결정립계 기계적 

Cavitation, 핵분열기체 기포의 성장 및 고상 핵분열생성물의 축적 둥의 원·인에 의 

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팽윤 기구논 비용해성 핵분열 기체인 제논(Xe) ， 크립톤(Kr) 

기포의 핵생성 및 성장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팽윤 현상은 연료의 반용도 

를 감소시키며 핵분열 기체의 방출률올 저하시키며 연료/피복판의 경계 용력올 증 

가시키고 열천도도를 저하시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봉의 성능올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화물연료는 열전도도가 낮으므로 매우 륜 반경방향 열구배를 갖는다. 이러한 

높윤 열구배로 인해 핵분열 기체 기포의 이동이 촉진되고 거의 대부분의 핵분열기 

체가 방출됨에 따라 끔속연릎에 비해 매쭈 낮용 팽윤용 나타낸다. 높용 열전도도를 

나타내는 질화물 연료， 탄화몹 연료 및 쯤속연료는 핵분열기체의 축척에 의한 놓온 

팽윤올 일으킨다. 이러한 팽윤은 결정내의 Ontragranular ) 부풍성 핵분열기체 기포의 

생성 빛 성장에 기인되며， 핵분열기체 기포는 결정립계로 확산 거동율 하게 된다. 

충분한 연소도 시점이 되면 결정립계에 있던 기포들은 상호연결되기 시작하며， 이 

는 결국 핵분열기체가 연릎 내부에서 외부 플레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연릎 특성 및 온풍에 따라 결정내의 기포들온 계속 성장하여 상호연결 

된다. 이러한 시점이 되면 상당한 팽윤이 발생한 이후이며 상당 부분의 헥분열 기 

체는 방출하게 되어 팽윤의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1) 순수 우라늄의 팽융 거통 

순수 우라늄윤 고속로 연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닫힌 연료 싸이클올 위해서는 상 

당량의 플루토늄이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라늄은 금속연료의 추요 합금재료로 

서 그 기본 거동은 합금 연료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은 고상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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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라 다읍과 같은 3종의 동소체로 존재한다. 즉 고온에서 나타나는 cubic 

y 상， 중간 온도에 서 의 tetragonal β 상， 저 온에 서 의 사방정 계 (orthohombic) (1 상이 

그것이다. 

a-우라늄의 조사 특성온 비둥방성 팽윤올 하는데 그 특정이 있다. 이러한 사방 

정계 a-우라늄의 비둥방성 팽윤온 l앉50년대에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lf뼈년대에 들 

어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그 결과， 비둥방성 팽윤은 격자내의 침입형 및 공공 

전위루프의 비둥방성 용축(condensation)에 의해 (010) 방향으로 신장하고 (100) 방 

향으로는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우라늄의 열팽창 또한 비둥방성올 

나타내며， 따라서 열옹력도 비둥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다결정질 

내에서 각기의 결정립온 성장하게 되어 모양올 변형시키고 따라서 개개의 결정립 

사이에 엇갈린 변형 (mismatched strain)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엇갈린 변형에 기 

인한 옹력은 결정립계에서 결정의 크기 및 온도에 따라 소성변형올 일으키고 

cavatation 또는 te없ng올 발생하므로써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I명윤은 크고 

불규칙한 공동(cavity)올 형성하게 되어 소용돌이 형태의 미세구조가 되며 매우 큰 

변형올 일으킨다. cavitation 팽윤온 a-우라늄의 비퉁방성 성장과 판련이 었으므로 

노내조사시 우선 결정 립 방향성(preferred grain orientation) 및 용력 에 영 향올 받게 

된다. cavitation 팽융윤 핵분열 기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일반척으로 5OOt: 내외의 

낮온 온도에서 나타난다 tearing된 부위는 대부분 빈 총간이므로 cavitation 팽윤한 

채료는 비교적 압축성이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 기체가 이러한 꽁동에 모 

여 압력을 증가시키는 기포 특성올 나타내게 된다. 핵분열 기체가 방출되지 않거나 

고상 핵분열생성물이 쌓이게 되면 연료의 압축성온 줄어들게 된다. 

a 상에서의 팽융 거동과늄 달리 β 및 y 상에서의 팽윤윤 주홀 핵분열 기체 기 

포에 의해 일어난다. 핵분열 기체는 금속연료 내에서 거의 용해되지 않으므로 기포 

형태로 석출되며 그 일부윤 기체 원자를 포획하여 성장하게 된다. 총분한 양의 핵 

분열 기체 원자로 이루어진 기포의 내부압력 Pj논 기포의 표면장력 y 및 외부압력 

Pex와 평형올 이루며 성장하게 된다. 즉， Pj=Pex+효X 이다. 여기서 r온 기포 반경 
r 

이다. 외부압력은 기포를 툴러싼 연료의 소성변형 특성과 연료 매질의 외부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r 상의 경우 고온이므로 핵분열 기체 및 공공의 확산속도가 빠르며 

연료와 피복관이 접촉하기 전까지는 외부압력이 작으므로 그 팽윤속도는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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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우라늄 내의 플루토늄 용해도는 16%이며， 플루토늄올 어느 정도 함유하더라 

도 a-우라늄은 그 비둥방성 특성올 그대로 유지한다. β 상에서는 20%까지의 플루 

토늄이 용해되며 y 상에서는 완전히 용해된다. 그러므로 16%의 플루톨늄이 용해될 

우라늄 합금온 순수 우라늄과 유사한 팽윤 거동올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 상에서는 꽁동 팽윤이 지배적이며 y 상에서눈 헥분열기체 기포에 의한 급격한 팽 

윤이 지배적이게 된다. 풀루토늄올 첨가하게 되면 합금내의 확산속도가 크게 증가 

하고[7] 크리프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각 상에서의 팽윤속도가 커지게 된다. 플 

루토늄 농도가 커지게 되면 사방정계 a 상은 tetragonal ô 상으로 상변태하며 그 결 

과 Q 상이 사라지게 되므로 공동에 의한 팽윤요인이 줄어툴게 된다. 

(2) 금속연료의 비둥방성 팽융 
U- (O,8,19)Pu-lOZr 끔속연료에 대한 일반적인 팽윤 경향은 그림2. 1.2와 같다[8]. 

금속연료는 초기에 급격한 팽율이 발생하며 일정 연소도가 지나면 점근캡으로 증가 

합올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촉방향 성창은 연료와 피복판이 컵촉하논 시점인 약 1% 

연소도까지의 시점에서 일어난다.75% 회석 밀도(smear densìty)언 경우 자유 팽윤 

공간온 약 30%가 되며 둥방적요로 팽윤한다고 가정하면 축방향 성장용 약 15%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판찰휠 길이 방향 팽윤윤 이 굶다 상당히 작게 나타나며， 

이는 비둥방성 팽융윷 의미한다. 그림2. 1.2에서 보논 바와 같이 약 15%의 반경방향 

팽윤시 축방향 성장은 연료 조성에 따라 2 - 8%의 축방향 팽윤이 관찰된다. 플루 

토늄이 많이 첨가될수록 비퉁방성이 커짐올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비퉁방성 

팽윤올 해석하는 모델로써 다음의 두가지가 제안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고바야시 둥이 제안한 모델로써 [9] 연릎심 내부와 외부의 웅력상 

태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연료십 내부에서는 핵분열 기체의 확산속도 및 

크리프 속도가 높아서 높운 팽윤윷 나타낸다. 또한 연료 중섬부위는 온도가 높아 

r 상이 지배적이게 되며 커다란 기체 기포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연료의 

소성도가 커서 전단용력에 의해 쉽게 변형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심 내부는 이러한 

고 팽윤률 및 소성률에 의해 유체와 유사한 거동올 하게 되며 유체 정력학적인 

(hydrostatic) 용력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온도가 낮은 외곽부는 인장용력 상태 

가 된다. 극단적으로 중심 부위가 핵분열 기체의 압력에 의해 점성 거동올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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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옹력은 외곽부에 옹력올 가하게 되며 반경방향 옹력은 축방향 옹력의 2배 

가 된다. 이러한 경우 연료봉은 내부의 높윤 소성도와 외곽부의 단단한 a 상의 거 

동으로 인해 내부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앓은 두께를 가진 원통의 거통과 유사 

하다. 이러한 경우의 옹력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z=융 (Ja， (Jr~O 

그 두 번째는 a-우라늄 자체의 비동방성 변형특성 때문에 비둥방성이 발생한 

다는 모델이다. 금속연료 조사후 미세조직 관찰 결과， 연료봉 외곽부위 또한 기공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기의 첫 번째 모델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금속연료의 

비둥방성 변형은 a-우라늄 자체의 비동방성 변형특성으로 결정립계 또는 상경계에 

서의 공동 형성올 야기하며， 또한 연료봉의 사출성형 과정에서 발생된 합금의 우선 

방위구조(preferentially oriented tcxture)로 인하여 노내조사시 연료봉 전체의 비둥 

방성 팽윤올 야기한다는 것이다. Rest는[10] 최근에 이러한 a-우라늄의 공동 

<CavitationaD 팽윤올 모델링하였다. 또한 오가타 둥은[11] ‘tearing strain' 이 연소도 

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비둥방성 팽윤올 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조건에서는 연료의 용력상태 및 연료제조시 온도구배와 옹력구 

배가 있는 상황에서 a-우라늄으로 상변태할 때 발생한 우선 방위구조 모두가 비둥 

방성 변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요인이 더 지배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3) U-Zr 합금의 팽 윤 
금속연료 제조는 사출성형법 Onjection casting technique)올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연료합금올 급냉시키기 때문에 확산이 충분히 일어날 시간이 부족하다. 제조사 

의 금속연료 미세구조는 지르코늄내에 과포화된 a 상과 마렌사이트 변태한 a ’ 상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ZdO,C,N) 퉁이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연료심이 중성자 조 

사를 받게되면 평형 상태도에 따른 확산과정올 통해 평형한 상으로 변태하게 된다. 

이러한 평형한 상은 공동 핵분열기체 기포의 생성에 의한 열전도도 감소로 인해 

또다른 평형상올 쫓아 변태하게 된다. 

U-Zr 이원연료는 U-Pu-Zr 3원연료에 비해 발생가능한 상들의 수가 작기 때문 

에 덜 복잡한 미세구조적 변화를 겪는다. U-Zr 합금의 상태도(그림 2.1 .3 참조)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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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662
0

C 이하에서는 사방정계 a 상이 기지상올 형성하며 617"C 이하에서는 

층상형의 (laminar) δ 상이 존재하며 617-662 0C 샤이에는 Y2상이 나타난다. 662 0C 

이상에서는 cubic Y 상이 기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연료봉 중심 온도가 66O"C 이 

하에서 0.8 at% 연소도로 졸사된 U- lOZr 연료의 경우 그 중심부눈 a + Y 2상이 되 

며 외곽부는 a+ δ 상이 된다. 이때 외곽부는 결정립계의 공동에 기포형성이 나타난 

다. 외곽부의 미세구조는 극히 미세 (fine)하며 작은 기포들이 a 상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중심부의 미세구조는 조대하며 (coarse) 결정립계 공동 뿐만 아니라 Y2 충상 

구조에서 상당량의 기공의 형성되어 었다. 그러므로 중심부는 맹윤률이 외곽부보다 

커서 그 옹력올 외곽부로 가하게 되며 이러한 용력에 의해 외곽부는 반경방향 변형 

올 하게 되며 비퉁방성 팽윤의 원인이 된다. 

y 상이 기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662 "C 이상의 온도에서 조사된 연료는 공동형 

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상호연결된 기체 기포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핵분열성 기 

체의 이동성올 크게 중가시키고 핵연료의 소성도가 매우 커졌음올 의미한다. 

따라서 U-lOZr의 팽윤 거동온 두가지 주요 미세구조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y 상이 기지상올 형성하는 고온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퉁방성의 커다란 핵분열기 

체 기포에 의한 성장이 나타난다. a 상이 지배적인 저온에서는 결정립계 공동에 의 

한 팽윤 거동올 나타낸다. 이러한 공동 팽윤은 용력상태 및 a 결정구조의 우선방 

위 특성에 의해 비퉁방적 팽윤 거동올 보인다. 중간 온도의 a + Y2 혼합상이 존재하 

는 영역에서는 a 상의 결정립계에서 공동이 일어나며 Y~ 층상구조 상에서는 핵분 

열 기체 기포에 의한 성장이 일어난다. 결국 연료 중심부의 y 상 영역에서의 반경 

방향 용력이 외곽부의 g 상 영역에 작용하게 되며 a 상 자체의 비퉁방성 특성이 반 

경방향 팽윤올 더욱 중가시켜 전체적인 비둥방성 팽윤으로 나타난다. 

(4) U-Pu-Zr 합금의 팽윤 
8wt% 이하의 플루토늄이 합금된 3원계 연료의 평형 상태도(그림 2. 1.4 참조)는 

U-Zr 합금과 유사하다. 플루토늄이 첨가되면 상변태 온도， 핵분열 기체의 확산계수， 

연료의 소성도 동의 물성이 변하게 되어 y 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낮추게 되고 조대 

한 기공 형성에 의해 팽윤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반경방향으로 여러 가지 상돌 

이 분포하게 되어 U-(3-8)Pu-Zr 합금의 경우 그 비둥방성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pu 함량이 높아질수록 y 상이 지배적이며 플루토늄 함량이 낮아지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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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E로 19% 이상의 플루토늄 합금에서는 a 상들이 거 

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비둥방성은 크게 완화된다‘ 즉， 플루토늄 합량이 많아지면 

y 상이 많아지고 a 상이 줄어들어 비동방성은 낮이진다. 이러한 플루토늄 합량에 

따른 비둥방성 팽윤의 실험결과는 그림2. 1.5[12]에 나타나 있￡며 플루토늄 함량이 

8%까지는 비동방성이 커짐올 알 수 있다. 

(5) 성분원소 이동이 팽윤에 미치는 영향 

성분원소 재분배 (rl어istribution)는 플루토늄 합량의 함수이며 2원 연료 및 8% 

미만의 플루토늄이 첨가된 3원 연료에서는 정상상태의 온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다. 우라늄 및 지르코늄의 이둥이 일어나늄 재분배 현상에 의해 반경방향 상들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팽윤 현상에 영향올 마친다. 반경방향 재분배가 자유 팽슐 단계 

이전에 급격히 진행되는 연료봉의 경우 반경방향 상영역들이 급격히 형성되며， 이 

에 따른 각 영역에서의 열기계적 물성 및 팽윤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중심 부위 

는 y 상이， 외곽부는 a 상이 지배적인 상태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급격한 상변태는 중심부의 팽윤 속도를 가중시켜 비둥방성 변형이 빠르게 얼어나며 

급격한 팽윤 거동으로 인해 외곽부에서 용력올 발산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 

기 때문에 균열 발생으로 이어진다.3원계 연료인 경우 재분배 현상이 두드러지며 

따라서 2원계 연료에 비해 조사후 많온 균열이 관찰된다. 

(6) 핵분열기체 이외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 

고연소도로 가면 핵분열기체생성물 이외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이 팽올 현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CD Cs과 같이 소륨에 용해되는 원소들온 충진 소륨 또는 기공에 침투된 소륨에 
용해됨으로써 연료 팽윤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 고체 상태의 저밀도 핵분열생성물은 연료내에 용해되거나 합금 기지내에서 

혼합석출물올 형성한다. 

Q) Ce, Nd. Pr, La와 같은 란탄계열의 회토류 핵분열 생성물은 연료봉의 외광부 

로 이동하며 기폰의 기공에서 분리상으로 석출된다. 

따라서 소륨에 용해되는 원소는 연료 팽윤에 기여하지 않으며 연료에 용해되는 

고상 핵분열생성물은 연료의 밀도를 감소시켜 팽윤에 기여하며 회토류는 핵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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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공을 채움으로써 팽윤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정량적인 팽윤 기여 

도는 다음절의 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에서 다룰 것이다. 

(7) 금속연료 팽윤현상 요약 
U-Zr, U-Pu-Zr 금속연료는 연료/펴복관의 접촉 이전에 급격한 비둥방성 팽윤 

올 일으킨다. 연료/피복관의 접촉은 약 1 at% 의 낮은 연소도에서 일어난다. 이 시 

접올 지나면 연료 팽윤률온 펴복관의 억압에 의해 급격히 줄어든다. 팽융의 비둥방 

성온 연료 중심부와 외곽부의 다론 팽윤 특성에 기인한다. 반경방향의 온도구배가 

크거나 상변태가 굽격히 진행되논 3원계 연료인 경우， 팽윤이 빠르게 진행.되어 외 

곽부의 균열 발생 빛 비퉁방성용 가중시킨다. 폴루토늄의 첨가는 연료 내외곽 상에 

서의 팽융특성올 더욱 다르게 만툴기 때문에 그 변형의 비퉁방성이 커진다. 그러나 

19% 이상의 플루토늄 합량이 높은 연료인 경우 외곽부에서 a 상이 돈재하지 않아 

그 비둥방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높은 플루토늄 함량의 연료일지라도 고옹에서 가 

동하면 U, Zr의 반경방향 이동에 의해 상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어 비퉁방성이 오히 

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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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FCMI) 

금속연료봉의 주요 응력 발생원은 기포(bubble) L.} 공동(tear)에서의 핵분열기체 

축적에 의한 것이다. 핵분열기체 기포의 내부압력은 연소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금속연료는 쉽게 소성변형올 겪게 됨에 따라 그 초기 팽윤률이 매우 크다. 초기의 

금속연료 설계는 연소 초기의 급격한 팽융올 수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올 두지 않았 

기 때문에 기체 기포 압력이 피복관에 직접 전달되어 저연소도에서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회석밀도를 약 75%로 하여 33%의 연료 팽융올 수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기공들은 상호연결되어 연료외부로 열린 상태가 되며， 따라서 핵분열 

기체는 이러한 열린 기공올 통해 연료상부의 플레넘으로 방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열린 기공의 기체 압력은 플레넘의 부피 및 온도에 의해 결정되며 피복판에 직접 

압력올 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EBR-II 실험로의 초기 MK-IA(희석밀도 8698, 플레넘/연료 

부피비 0.15)는 MK-ll(희석밀도 75%, 플레넘/연료 부피비 0.15)로 설계변경하였다. 

MK-IA의 피복관 변형은 주로 FCMI어l 의한 크리프 변형에 의한 것이었으며， 

MK-ll는 조사에 의한 피복관의 팽윤에 의한 것이었다. MK-II 연료봉의 크리프 변 

형은 플레넘 압력에 의한 것이며 피복관 용력용 플레넘과 상호 연결된 기공내의 핵 

분열기체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상호 연결된 핵분열기체의 다기공성온 FCMI를 억 

제하는 주요 특성이 되며 고연소도시 저밀도의 고체 핵분열생성물이 이러한 가공 

에 축적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올 보인다. 

U 및 pu이 핵분열로 인해 고상 핵분열생성물로 변환함에 따른 연료의 몰당 부 

피 변화는 정확히 분석하려면 수 많은 상(phase) 내에서의 핵분열생성물들의 화학 

적 상태를 밝혀야 하는데 이눈 합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다읍과 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대략적 예측이 가능하다[13]. 

CD Zr, Nb, Mo는 모두 연료내에서 용해되며 연료의 밀도를 낮춤으로써 팽융에 

얼마간 기여하게 된다. 

@ 알카리 원소들은 충진 소륨에 일부 용해된다. 

Q) 귀금속류 (noble metaD는 혼합물의 형태로 침전된다. 

@ 회토류는 분리 혼합물(separate compound) 혹은 합금 형태로 침전된다. 

@ 대부분의 알카리 회토류는 따로 침전한다. 

PIE 결과， 상기의 구분 및 가정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핵분열생성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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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 확산거동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이러한 비용해성 

핵분열생성물의 생성으로 연료불 팽윤하며 U과 pu은 핵분열로 소멸되므로 얼마간 

부피 팽윤올 억제한다. 또한 Zr, Nb, Mo와 같온 핵분열생성물툴운 연료기지내에 모 

두 용해되며 U과 pu의 핵분열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에서의 부피 감소를 보상한다 

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비기체성 핵분열생성물은 다음파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부피 

팽창에 기여한다. 

CDU과 pu의 핵분열로 인해 부피 감소 

æ Zr, Nb, Mo풍 연료기지에 용해되눈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부피 중가 

@ 비용해성 핵분열생성물에 의해 부피 중가 

상기 2개 항목에 대한 부피변화 결과는 다옴파 같다. 즉， 10 at.% 연소도에서 

U-19Pu-lOZr (wt.%) 연료는 77(U-Pu )-23Zr (at.%) 에 서 71(U-뻐)-29(Zr-Nb-Mo) 

a t.% 로 그 조성이 변하며 이에 따른 부피 변화는 1 a t.% 연소도당 -0.2%이다. 17 

at.% 연소도의 U-19Pu-lOZr 연료에서 비용해성 회토류 및 Pd는 기포률 형성하여 

온도구배가 낮온 방향으로 이동한다. 2r, Nb, Mo.윤 여러 가지 연료내의 상에서 용 

해된다. 실제로 충진소륨올 화학 분석해 보면 알카리 원소와 일부의 알카리 회토류 

원소들이 첨가되어 있읍올 알 수 있다. 비용해성 핵분열생성물에 기언한 부피 변화 

논 1 at.% 연소도당 약 1.2% 중가한다. 또한 노내조사중 Xe 및 Kr온 전부가 기풍 

올 형성하지는 않고 일부는 연료기지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체 일부는 

용해상태로 잔류하며 나머지는 매우 작은 보양올 형성하여 고상， 액상 혹온 고압 

기체로 작용한다. 또한 이 기체중 잔류하는 농도는 다양한 연료내 상에서 매우 다 

르게 나타나며 료 거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PIE 결과， 약 10%의 기체 

부피가 잔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체의 용해상태 액상 동에 의해 연료부피 

는 약 0.2%/at.% 중가한다. 그러므로 총 부피 변화량은 196 연소도당 ( -0.2+ 1.2+0.2) 

= 1.2%가 된다. 이러한 부피변화는 피복관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초기 회석밀도가 
75%라고 가청하면 10 at.% 연소도에서 회석밀도는 81%, 20 a t.% 연소도에서는 

90%가 된다. 이러한 고연소도에서는 열린 기공들이 차츰 닫히게 되어 발생된 핵분 

열 기체가 플레념으로 방출퇴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핵분열 기체 압 

력운 좀 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약 1 at.% 연소도에서 연료와 피복관이 접촉하 

는 점올 감안하면 이러한 효과는 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FCMI)를 충분히 야 

기시킬 수 있다. 노내 조사시험 결과 75% 희석밀도 연료봉은 18% 연소도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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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I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Type 316이나 D9 같은 오스테나이트 피 

복관인 경우 쉽게 설명이 된다. 이러한 피복재는 고연소도에서의 변형이 상당히 커 

서 연료의 부피 팽창용 충분히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툴 피복관의 

변형은 팽윤 및 플레넙 압력에 의한 크리프 변형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FCMI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연소도에서도 피복관 변형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액체금속로 피복재로는 팽윤이 일어나지 않는 마텐사이트 강인 HT9이 각광받고 있 

다. 피복관 크리프 변형온 오로지 플레넘 압력에 의한 것이며 미소한 FCMI가 발생 

합올 알 수 있다. 초기 회석밀도가 85%인 경우 피복관 변형이 크게 일어났요며 이 

는 고체 핵분열생성물 발생에 의해 12 at.% 연소도에서 회석밀도가 95%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85% 희석밀도에서는 열린 기공이 발생하고 상당량의 헥분열 기체가 

방출되지만 고상 헥분열생성물 누적에 의해 FCMI가 크게 일어난다. 고상 핵분열생 

성물이 증가하여 희석밀도가 85%를 훨씬 넙어설 경우 FCMI가 일어남올 알 수 있 

다. 맹융이 없는 피복관올 사용하더라도 초기 회석멀도를 75%로 유지하면 고연소도 

까지 심각한 FCMI 발생올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눈 핵분열생성물 누적이 균 

일하게 기공에 영향올 미친다고 가정한 것이며 관찰된 기공 형태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로 볼 때 이 가정윤 FCMI 평가를 위해서는 너무 단순화 한 것이지만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성능 평가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성분원소 재분배 (Constituent Redistribution) 
혼합산화물연료의 경우 열전도도가 낮아서 연료십 내부는 높은 열구배 하에서 

웅전되며 이러한 높온 열구배에 의해 플루토늄 및 산소 원자의 반경방향 재분배 현 

상이 관찰되나 그 이동되는 양온 별로 크지 않다[14]. 금속연료인 경우 1960년대부 

터 이미 우라늄 및 지르코늄 원소의 상당량의 재분배 현상 및 이에 따른 밀도 변화 

가 관찰되고 있다[15-17]. 축 연료봉은 상변태에 의해 반경방향으로 3개의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우라늄온 외곽영역 및 중심영역에서 이동하여 중간영역에 축적되었 

￡며 지르코늄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플루토늄의 놓도는 별로 변하지 않 

았다. 이러한 재분배 현상온 3원계 연료의 경우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며 2원계 연 

료도 고용에서 가동시 상당량의 재분배 현상이 관찰된다. 금속연료에서의 이러한 

재분배 현상은 연료의 융점， 열천도도， 상경계면， 팽윤 둥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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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는 열구배가 작읍에도 불구하고 성분완소의 이동이 상당량 발생하는 것 

윤 균속연료 자체의 파 팽융 특성으로 인해 기공률이 많이 존재하고 또한 륨속연료 

눈 금속간결합을 하기 때문에 확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올 온도차에 의한 각기 다른 상들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만 막연히 추정하였요며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원리 및 Thermotransport 

원리 (Soret effect)률 이용한 정량적인 모텔링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여 

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어 있지만 최근의 대표적인 것들올 들면， 2원계 U-Zr 합금에 

대한 재분배 모델링용 오가와 모델[18] 빛 호프만 모텔[19]이 있으며 이시다 풍은 

[20] 2원합금에 대한 오가와 모델을 U-Zr-(xPu)의 준이원계 (quasi - binary j로 가정 

하여 3원계 연료의 재분배 거동에 확대 적용하였다. 

그립 2.1.6용 칼리머 셜계용a로 자체 개발중인 MACSIS 코드로 계산한 재분배 

거동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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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6 U-lOZr 연료의 지르코늄 반경방향 재분배 거동 

그림 2.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분배에 Soret 효과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 

(Q"=O)에서툴 중간 영역에서 상당량의 지르코늄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냐 용해도 

에 의한 구동혁인 ò. Hs 항목만으로는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Q.에 

의한 구동력이 얼마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텔에 사용된 확산속도 관련 

식온 700"( 이상에서 측정된 값을 그 이하의 온도영역에 외삽하여 적용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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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확한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중 플루토늄 및 공공의 생성에 의해 

확산속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된 확산속도식은 10배 정도씩 중가시키지 않 

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온도구배에 의한 Thermotransport의 영향이 정량적으로 얼 

마만큼 재분배 현상에 기여하는 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며 운전온도에서의 확산속도 

에 대한 실험적 보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분배 현상은 확산속도가 빠른 r 상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며 a 상 

이나 β 상은 확산속도가 r 상에 비해 최소한 10배 이상 느리며 지르코늄 용해도가 

매우 낮아 재분배 현상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U-Zr 합금의 경우 r 상이 출현하 

기 시작하는 최소 온도가 617'C 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온도에서는 재분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요로 금속연료봉의 운전용도는 2완연료인 경우 저온의 ( a 

+δ) 영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고온 고출력으로 운전했올 경우에만 재분배 현상이 

관찰된다. U-Pu-Zr의 3원연료논 r 상이 나타나는 용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 

운전온도에서도 우라늄， 지르코늄의 재분배 현상은 쉽게 관찰된다.3원계 연릎의 일 

반적인 운전온도에서의 반경방향 상 분포는 중심영역에는 r 상이， 중간영역에는 ( r 

+0상이， 외곽 영역에는 (δ+Ç)상이 촌재하게 된다. 

2.1.1.4 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작용(FCCI) 

금속 핵연료에서 핵연료-피복재 화학적 상호반용(FCCI)은 실로 매우 복잡한 

다원소 확산 문제이다. 핵연료-피복재 상호 확산 문제를 특성화하는 것온 여러 종 

류의 합금원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예컨대 스테인레스캉 피북재와 

U-Zr 핵연료의 경우를 보아도 최소한 5개의 원소들이 확산에 판여되어 있다. 더구 

나 미량원소인 핵분열생성물질올 비롯한 탄소 산소 질소 퉁은 확산에 륜 영향올 

미친다. 핵연료-피복재 상호 확산의 잠재적 문제점온 판불캡으로 두 가지이다 : 피 

복재의 기계적 강도률 저하시켜는 것과 핵연릎에 상대적으로 융점이 낮용 물질올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악영향에 대한 연구를 조사시험올 롱하여 수 

행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확산 시험올 수행하였다. 

1960년대 ANL에서 확산 모형 시험을 다수 수행하였다. 그 결과 300 계열 스테 

인레스캉 펴복재는 U-Fs 핵연료의 경우 수용할 만한 침식율 받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러나 pu를 첨가하면 침식 속도가 증가할 뿔만아니라 확산영역의 융점이 낮아 

졌다. 최소 10% Zr올 핵연료에 첨가하면 확산 속도를 늦추고 융점올 높이는 것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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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 반면에 Ti 첨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실협 결과로부터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논 10 따% Zr 합끔올 선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에서 U-18Pu-14Zr 핵연료와 침식 정도는 재질에 따라 

차이룰 보였다. 예컨대， 75()"C 에서 5000 시간 후 Type 310윤 Type 304와 유사하게 

30-40때1 깊이의 침식올 보였고， Type 3æ는 8ttm 이하의 침식올 보였다. 그러나 이 

들 확산충은 8OOt:, 5000 시간까지 용용 현상은 판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 

기의 핵연료-피복재 사이에 형성된 산소-안정화 Zr의 앓용 막이 형성됨으로써 피복 

재의 침삭현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앓운 막온 확산의 저지막으로 

작용하는데， 감 형성 정도눈 스테인레스강에서의 산소 활홍뚱와 연판이 있고， 그것 

은 Type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Ferritic type 440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실협결과 

가 제한적이나마 수행되었다. U-IOPu-l4Zr 핵연료와 확산 실협한 결과 750 0

C에서 

5일만에 용융상이 형성되었다. 이 좋지못한 실험결과 때문에 1~뻐년대에는 ferritic 

steel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었다. 

표2. 1. 1 300-700 시 간의 확산시 험 에 따른 공융온도[13] 

요요펀f~ 
공융온도('t ) 

SS304 SS316 HT-9 m 
U-8Pu-lOZr > 760 790 740 <750 
U-19Pu-lOZr > 780 790 >780 > 730 
U-26Pu-lOZr < 775 650 650 

U-15Pu-llZr > 800 > 800 >800 >800 
←」

우라늄 확산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Ni온 FCCI에 중요한 역할옳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진다. 이 결과로부터 액금로의 저팽융 피복재 재료 개발용 Ni함량올 높이 

는 방향이다. 저팽윤 피복재로 개발된 D9온 14Cr-15Ni 합끔으로서 매우 안정한 석 

출물올 형성하는 Ti를 함유하고 있논데， 핵연료와의 반용충올 저지하는 Zr-화합물 

확산방지충 형성에는 큰 역할율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HT-9의 마르텐사이트 강온 

Ni올 매우 적게 함유하고 있으며 Type 440 강과 유사한 거동율 보일 것으로 예측 

된다. 

확산층에서의 용융상 실험올 조사하기 위하여 확산 실험올 많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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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계열의 스테인레스강을 포함하여 피복재의 용융층 특성 실험결과를 핵연료의 

조성에 따라 요약하면 표2.1. 1과 같다. 

현재까지의 많은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확산층의 Zr-화합물층에는 20-30 at%의 

격자간 원소들(C， N, 0)올 합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영향올 미친다. 초기에는 이들 

의 원소 중에서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 질소가 Zr 반용 

충 내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질소를 많이 합유하고 있는 

피복재의 경우 Zr 반용충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따라서 Type 316 스테인레스강이 

D9 혹은 HT-9에 비해 핵연료와 양립성이 우수하였던 것은 질소의 함량이 600 

ppm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 상대적으로 질소의 함량이 40-50 ppm 범위로 낮게 

들어 있는 D9과 HT-9보다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HT-9에서 탄소의 

첨가로 양립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탄화물의 석출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였 

다. 

열처리 분위기 가스에 합유되어 있는 소량의 질소는 시편의 표면에 Zr-반용층 

올 형성하는데 영향올 미치며， 이 반용층은 확산올 방해하는 방해충으로 작용하여 

확산 실험에서 양립성올 양호하게 나타내었다. 

확산 실험에서 반용층의 미세조직을 검사한 결과 Zr 반용층윤 약 20 at%의 질 

소를 합유하고 있었다. 이 반용층은 Type 316 스테인레스강에서 더욱 쉽게 두껍게 

형성되어 났다. 그 후에 Fe와 Ni이 Zr 반용총 속으로 확산되어 들어가 U와 pu를 

함유한 두 종류의 상을 형성한다. 최종적으로 U와 pu가 Zr 반용충을 통과하여 확 

산되어 Zr 반용충의 피복재 편에 U6Fe와 UF~와 둥가의 핵연훌-피복재 반용상올 

형성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에서는 UF~ 형의 반용상이 확산층의 첨단 

에서 "finger'’-형으로 형성되고 그 “ fingers" 뒤에 U6Fe 형의 반용상이 직접 형성된 

다. 

Type 316과 D9 스태인레스강에서 확산충온 본질적으로 통일하다. 다만 형성속 

도가 초기에 형성되는 Zr-N반용충 차이에 인하여 316이 늦다. HT-9과 갈이 Ni이 

없는 페라이트계 강에서는 Uæe와 UF~ 상이 “finger"-형태가 없는 단일충으로 형 

성된다. 이들 두 상 사이에는 공용성분(eutectic composition)이 존재하며 그 공융점 

은 U, Fe, Pu, Ni, Zr 둥의 농도에 의폰한다. 공융반용의 결과률 요약하면 D9과 

HT-9의 경우 이 공용점용 720'C의 U-Fe의 공융점과 유사하다. 반면에 316의 경우 

U이 Zr반용층을 통과하여 확산되어야 하므로 반용층의 형성에 시간이 요하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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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약 80<rc 에서 용융이 일어나며 끄 용융되논 부분도 피복재 쪽이 아닌 

핵연료 쪽이다. 이 온도에서 U이 피복재 쪽으로 확산되기 보다 Fe와 Ni이 핵연료 

쪽으로 확산되어 둘어가 공용상왈 형성하는 것으로 J!인다. Fe-U-Pu-Zr 계에서 공 

융점은 pu의 농도에 따라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26%Pu 핵연료의 경우 낮은 온도 

에서 핵연료 쪽에 용융이 생기논 것용 pu의 효과로 보인다. 

원자로에서 보이는 FCCI와 노외실혐의 확산대에서 실험한 결과는 많용 차이률 

보인다. 확산 실험에 의한 것은 용융상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연료봉이 

원자로내에서는 과도조건올 제외하고는 용용점 이하의 낮온 온도에서 가동된다. 따 

라서 FCCI는 고체상태에서의 확산과 연계된다. 피복재 성분 중에서 !\i온 우선적으 

로 핵연료 속으로 확산되어 피복재 내에 Ni-고갈충올 형성하여 펴복채 표변에 페라 

이트 충올 생성한다. 보통 Ni은 핵연료 내부로 매우 깊이 확산되며 그 확산 깊이는 

피복재의 Ni-고갈층보다 몇배로 큰 켓올 알 수 있다. Ni-고갈충의 깊이는 핵연료 

및 피복재의 성분에 따라 변한다. 316과 304를 비교하면 동일 핵연료에서도 316의 

Ni-고갈층이 훨씬 척다. 이는 노외 확산실험에서는흔 통일한 두께률 보인 것과는 매 

우 다르다. 304와 316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온 조사유기 확산 이론과 

희토류 핵분열생성물질의 상호확산 이론 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허 밝혀 

지지 못하였다. 

오스테나이트계와 마르텐사이트계 강에서의 FCCI논 유사성과 이칠성용 함께 갖 

고 있다. HT-9은 Ni올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i 고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 

다. Ni 고갈에 의한 페라이트 충은 HT-9에서도 탈탄에 의한 페라이트 충과 본질적 

으로 같다. HT-9의 경우 그 층은 D9에 비해 작다. 그리고 페라이트 충올 통한 회 

토류 확산도 다르다. D9용 균일한 확산올 보이나 HT-9온 입계 둥올 따른 부분적 

확산올 보인다. 

FCCI에 대한 이해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다만 현재까지의 결과에서는 연소 

초기에 회토류 핵분열 생성물이 촉척되기 전에는 핵연료-피복재 조성이 매우 중요 

한 인자이며， 그 후에는 회토류의 이동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Zr-N 반용충의 형성과 Ni 반용충의 형성 풍에 대한 노외시험에서의 연구는 

Type 316의 개선 및 적용에 용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저팽윤 피복재 개발이라는 관 

점에서는 HT-9의 FCCI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우선적일 것이다. 

FCCI에 의한 용융 문제는 정상가동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없으나 고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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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태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사후 시편으로 노외에서 용융점 실 

험올 다수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산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725 0C 이하에서는 

용융상온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온도에서 속도론적 자료를 생산해내고 었다. 

피복재의 관통깊이는 시 간에 따라 prabolic function 올 보인다. HT-9과 09은 거의 

유사한 속도를 보이고 316용 낮은 속도를 보인다. 그리고 핵연료의 조성에 따른 결 

과는 확산 실험에서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O%Pu에서 가장 큰 값올 보이고 26% 

pu에서 가장 낮은 침식올 보였다. 

바. 헥분열기체생성물의 축적 및 방출 거동 

금속연료도 산화물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분열생성물의 약 30%는 기체생성물이 

며， 이 기체생성물은 연료심 기지내 용해되어 있거나， 결정립내 기포를 형성하여 존 

재되거나， 결정업계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존재되거나， 아니면 핵연료십내 자유공 

간에 존재한다. 원자로내에서 연소되는 동안 핵분열생성기체원자의 국부분포는 연 

소도에 따라， 또는 온도와 핵분열기체생성율의 반경방향 분포도에 따라 달라진다. 

금속연료심내 존재되는 기포는 연료십내 기지주변의 온도와 용력에 i영행한 크기의 

기포분포를 형성하게 된다. 핵분열생성기체원자는 결정립내에서 확산되어 점결함에 

포획되거나 또는 기포를 생성/성장시키기도 하며， 기훌자체의 확산， 기포의 이용， 기 

포합체현상 둥올 일으킨다. 결정입내로부터 기체뀐자 포는 기포가 결정입계로의 이 

동/방출되고 결정입계에 도달된 후 기포성장 및 연결채널 형성 둥에 의하여 방출된 

다. 일부는 핵분열시의 파면에 의한 recoil 및 knock-out 현상에 의하여 방출되기도 

한다. 방출되지 않은 핵분열기체생성물이 핵연료심내에 남아서 기지내의 정적압력 

과 평행한 크기의 기포분포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기포들이 연료섬 팽윤에 기여 

한다. 핵연료십 팽윤온 기체생성물의 다중크기 기포분포의 성장/축적에 의한 부피증 

가와 핵분열시에 생성된 고체 생성물의 축적에 의해 일어난다. 고체 생성물의 축적 

에 의한 팽윤은 연소도에 비례하며 이 양은 기체생성물에 의한 팽윤보다 훨씬 적 

다. 금속연료 팽윤의 주 원인온 연료십내 핵분열생성기체 기포의 생성/축척에 의한 

것이며 연료팽윤이 약 30%에 도달하면 기포툴온 그 크기나 밀도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되어 핵분열생성기체가 캡과 플레념으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복관의 크립은 주로 연료봉내 기체압력에 상용하게 일어나므로， 핵분열기체생 

성물 방출거동은 원자로의 정상 빛 과도운전동안에 핵연료봉의 변형 크기 및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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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윷올 좌우하는 주요한 매개인자이다. 금속연료는 산화물연릎와눈 달리 연료봉이 

낮은 온도구배조건에서 가동되고， 낮은 연소도에서 핵분열기체 기포의 륜 부피를 

형성하여 연료심내에 많윤 핵분열기체를 보유한다. 1-2 at% 연소도에서 기체기포 

가 연결채널올 형성하게되어 급격한 기체 방출현상올 보이고， 똥한 다 기꽁성 연료 

심이 소성적으로 연료변형에 잘 순용하기 때문에 연료심/펴복관의 기계적상호작용 

올 경감사킨다. 다기공성 연료심의 소성적 변형특성운 고연소도에서 산화물연료 특 

성과는 달리 금속연료봉의 FCMI현상올 경감시켜 노내 건천성올 제고시킨다. 이러 

한 반경방향 변형특성이 팽윤기구를 지배한다. -2 at% 연소도에서 연료심이 피복 

관과 접촉되어 생기는 연료심/피복관의 마찰력 때문에 연료심의 축방향 성장이 억 

제된다. 연소초기에 뚜렷한 비둥방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연료심내에서 비입방 상 

(non-cubic phases)의 조사 성장 및 크립 강도의 반경방향 구배와 관련되어 나타나 

는 현상이다. 퉁방성 팽윤옳 고려하면 핵연료심 최대 길이 증가가 약 15 % 정도 되 

지만， 실제로 판찰된 핵연료심 길이 중가는 비동방성흐로 일어나기 때문에 둥방성 

일때의 값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이유논 연료심 중심부와 

주변부의 기포크기 및 분포 차이 처럼 핵연료심의 고온 중심부와 상대적인 저온의 

주변부 사이의 팽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료심 중심부놀 y 상(phase)이 우세 

하며， 륨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소성도(plasticity)가 높아서 변형이 쉽게된다. a 상 

이 우세한 핵연료심 주변부에서의 팽윤에 관한 용력효과는 축방향 변형보다 흠 반 

경방향 변형올 가져오게 되어 비둥방성 팽윤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비풍방성 팽 

윤현상은 특히 U-Pu-Zr 삼훤 연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축방향 성장이 작용 큰 

비둥방성은 높온 함량의 pu 연료에서 나타나며， 이는 반경방향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합금상의 변화에 기인된다. 금속핵연료의 중심부위에 반경방향 90%까지 용 

융(용용면적 82%)이 얼어날 경우에도 노내 건전성온 유지되었으며， 핵분열기체생성 

물 방출 빚 헥연료 조밀화 현상은 가속화된다고 알려쳐 있다. 

2. 혼합산화물연료 
혼합핵연료의 연료봉 성능에 대하여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빛 액체금속로용 홉합 

핵연료에 대한 노내 거동 및 연소자료 분석올 통한 노내 성늄 륙성에 대하여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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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수로용 MOX의 연료봉 성능 특성 

혼합핵연료는 우라늄산화물에 플루토늄산화물이 추가됨으로써 열팽창， 열전도도， 

크립 둥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이 기폰의 이산화 우라늄연료와 다소 차이가 나며， 

또한 혼합핵연료의 제조공정에 따라 핵연료내의 기공분포， 결정입자의 크기 둥 연 

료의 미세조직이 순수한 UOz로 된 핵연료와 차이가 난다. 따라서 훌합핵연료가 노 

내에서 중성자 조사를 받올 때 연료봉 성능의 특성은 기존의 우라늄 핵연료와는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21]. 

외국의 몇 나라에서는 혼합핵연료의 노내 거동 특성올 구명하기 위한 조사시험 

프로그랩올 수행하여 왔으며 이중 벨기에의 Belgonucleaire( BN) 과 CEN/SCK를 주 

축으로 표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스웨덴이 PRIMO(PWR Reference Irradiation of 

MOX Fuel)[22]란 국제연구 프로그랩올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경수로에서의 pu 

재순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위원회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에 의 해 107H 의 연소 및 PIE 계 약에 따라 실시 된 바 있고[23]， 혼합핵 

연료의 제조공법에 따라 MIMAS 연료의 조사시험이 프랑스의 EDF, 스위스의 

Beznau, 네덜란드의 Doedew없r， 벨기에의 BR3동에서 연소되어 연료거동의 건전성 

이 평가되었다[24]. 이 외에 Vibropact 혼합핵연료에 대한 열중성자로에서의 연소가 

BNFL[25J, 프랑스의 St. Laurenent B1에 서 연소되 었고[26J ， UÜ:?+ 15-30% PuÜ:?의 

혼합연료가 AFBR(Advanced Fast Breeder Reactor)에서 연소되었다[27]. 

지금까지의 연소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열중성자로의 이산화 우라늄 혼합핵연료 

에 대한 특성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핵분열기체 방출 

PRIMO 포로그랩에서 얻어진 혼합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기체 방 

출량온 연료봉의 출력이력에 판계되며 혼합핵연료도 UOz와 마찬가지로 핵분열 생 

성기체 방출온 연소도에 대한 threshold 특성이 었으며， 핵연료봉의 출력이력과 혼 

합핵연료의 제조 공정 차이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 BN에 

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LWR용 혼합핵연료의 기준공정은 MIMAS(Micronization of 

Master Blend)인데 MIMAS 공청으로 만들지 않고 구식의 제조공정에 따라 만들었 

올 경우는 핵분열 기체 방출이 높게 나타난다. 옛 제조공정의 단점은 pu 

agglomerate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므로서 이 불균일성 때문에 PU agglomer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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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출력밀도가 높게 되고 기공분포 및 결정 크기의 차이 때문에 확산 상수가 커 

지므로 핵분열 생성기체의 방출이 커지게 된다. 

유럽연합 위원회 (Comrn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해 107H의 연소 

및 PIE 계약에 따라 실시될 결과[23]에서 핵분열 기체방출 범위는 MOX 연료에서 

대단히 넓게 분포하는 것올 보이는데 대략 0.1 % - 35.2 %의 범위를 보이며， 이 값 

들온 연료봉 출력이력， 소결체와 연료봉 사이의 간격， 열전도도에 관한 값진 자료들 

올 제공하고 있다. 예로써 중요한 UÜz와 MOX 연릎봉의 핵분열 기체방출올 보이는 

BR3/'앉4(R) ， Doedwaard/B20l은 높용 선행출력올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2% 이하 

의 핵분열 기체방출올 보이는 저출력 연료봉인 BR3/Z0-100, G뼈gliano ， CNA도 있 

고， 어떤 MOX 연료에선 20%의 핵분열 기체방출도 관찰되고 있다. 

이들 실험결과툴용 노내 고밀화(densificatìon) , 큰 소결체/연료봉 사이의 간격， 

낮용 소결제 밀도， 작용 입자 크기， 비 공극 조직 (specìfic pore morphology)둥에 의 

한 열전도도의 악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대부분의 조사된 연료봉이 

비가압이기 때문에 열적 불안정에 대해 좋온 조건으로 운전되었음올 알 수 있다. 

이 불안정은 핵분열 기체 오염 (fission gas pollution)에 의해 간격 열전도(gap 

conductance)를 나쁘게 하는 뿔球(snow baU)효파에 의해 연료의 온도를 중가시키 

고 부수적인 핵분열 기체방출올 중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여러 연료봉에서 

나타난 이 열적 불안정성 효과논 감마 스펙트럽 측정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것에 의 

해 축방향 열적 궤환의 특성올 보이고 었다. 

상세한 핵분열 기체방출 분석에 의해 UQz 연료봉보다 낮은 선형출력의 MOX 

연료에서 열적 불안정이 나타남이 보였고 이것은 UÜz matrix 내의 pu의 이질적 분 

포에 기인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체 내의 기체방출률의 이질성 

은 조사에 기인된 확산올 증가시키고 비 열적 영역에서의 후속적 핵분열 기체 방출 

에 기여한다. 이것은 낮은 선형출력의 비가압 연료봉 환경에서 관측될 만한 효과 

로 나타나지만 이 영향은 높용 선행출력의 열적 확산이 압도적인 핵분열 기체방출 

영역에선 그 중요성이 무시할 만하다. 이 경우 핵분열 기체방출이 현저한 영역은 

또한 U02 matrix 내의 pu 균질 영 역에 해당한다. 

연료봉이 先iJo慶(Pre-pressurization) 되면 MOX 연료는 다소 증가된 비열적 확 

산(athermal diffusion)올 보이지만 통상의 경수로 운전 온도를 보이는 출력율 이하 

에서는 열적 불안정성 시작점의 이동에 기인하여 핵분열 기체방출에 주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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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할 만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에서 열중성자로에 MOX를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관점에서의 기계적， 핵적 

및 안전성 관련 평가[28]에 의하면， 노심에서 기존의 17x17 표준 UÜz 핵연료와 혼 

용하여 연소하는 MOX 집합체의 하나인 약 6w% pu 핵분열성 물질올 갖는 핵연료 

의 핵분열 기체 방출자료늄 UÜz 연료에 비해 비균질과 미세구조 차이에 기인하여 

MOX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구식의 방법(이d process)으로 

제조된 MOX 소결체는 국부적 pu의 놓축점용 가질 수 있고 이 농축점은 주변의 

MOX matrix보다 빨리 연소되어 이 곳의 온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핵분열 기체 방 

출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보된 공정올 갖는 MOX 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 

은 UÜz 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수척인 가정으로 MOX 연료의 핵분열 기체방출 

윤 예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룩 UÜz 보다는 높다고 가정한다. 

AUPuC OCOM 제조공법에 따른 MOX 연료가 Siemens KWU에서 제조되어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sis)를 통한 자료[29]로부터 연료의 단면척올 통 

한 핵분열 기체방출온 약 12%이었으며 MOX agglomerate의 경우 혼합산화물 격자 

(mixed oxide lattice)로부터 약 90% 가스가 방출되고 연소도 증가에 따라 기체방 

출온 중가한다. MOX agglomerate는 연료 표면에 나타나며 기체 방출은 내부보다 

더 많았다. 

(2) 피복관 거동 
PRIMO 프로그랩 [21]에서 시험 혼합핵연료는 네덜란드의 Dodewaard BR3라는 

PWR에서 조사되었으며， 노외로 인출된 후 육안검사， 중성자 조사촬영 (neutron 

radiograph) 및 와상전류시험 (eddy current test) 결과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 

다. 중성자 조사량(neutron fluence)에 따른 핵연료의 길이도 선형적으로 변하며， 같 

은 재료의 펴복관율 사용한 UÛ2 핵연료와 차이가 없읍이 밝혀졌다. 일본에서도 독 

자척으로 부하추종 운전하의 훌합핵연료 거동시협올 수행하였는데， 선출력밀도에 

대한 펴복관의 길이성장온 연숭도가 1,200 MWD/T일 경우는 선형적으로 변하나， 

17，α)() MWD/T일때는 선형출력이 옳아짐에 따라서 Pellet Cladding Mechanical 

Interation(PCMI) 이 일 어 남올 꿇여 주고 있다[3이 

중성자 조사에 따른 연료봉의 직경변화는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틈이 없어지 

게 되면 소결체의 조밀화(densification) , 팽윤(swelling) 및 크립 성 질 둥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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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매우 복잡하게 된다. 벨기에에서 수행될 또 다른 혼합핵연료 조사시험으로 

부터 U02 연릎에서 오히려 혼합핵연료보다 PCMI가 더 심하게 빨리 일어나는 것올 

알았다[31]. 

중성자 조사가 계속되면 펴복관 궁립이 생기고 이 때문에 피복관의 음의 원주방 

향 변형용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중성자 조사량에 도달하면 융의 원주방향 변형의 

반전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각 핵연료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이는 주로 피복관 

성질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E를 통한 U-Pu 노내 조사 성눔 평가를 위한 107ß 연구가 진행된 결과[23]로 

부터 많용 피복관 변형의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MOX 연료의“ 건전성 

이 기존의 U02 연료봉보다는 최소한 동둥한 정도의 건전성올 보이는 것으로 판명 

이 되었고， 경수로에서 열적-기계적 거똥이 UOz 연료봉과 유사함올 보이며 출력과 

목표 연소도룰 달성하므로써 경수로에서의 pu 재순환의 기술적 가능성올 입증해 

주었다. 약간 다른 연료봉의 거동으로씀 MOX 연료봉에서 UÜz 연료봉에서보다 

다소 중가된 핵분열기체 방출올 보이며 PCMI논 약간 감소됩올 보이고 있으며 이 

중가된 핵분열 기체 방출온 소결체 내의 pu 비균일(Heterogeneous) 분포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Garigliano의 연료에선 무시할 만한 피복관 크립다운과 FCMI가 기록되었고， 

Dodewaard의 BWR에서 연소된 연료에서는 G따igliano에 비해 높온 선형출력 및 

초기의 작은 소결체/연료봉 간격에 기인하여 피복판 부풀음(ridging)으로 알려진 

FCMI가 관록되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내쪽 크립 ünward creep) 및 작은 피복관 

부풀음이 MOX 연료에서 발견된다. 

PWR BR3에서 조사된 가압 및 비가압 연료봉의 최대 직경 변화는 l.4 % - 0.4 

%이었고 피복관의 난형( Ova1ization)은 크립다운올 증가시키고， ridging 강도를 감 

소시키는 함수이다. Dodewaard 실혐의 결과 MOX 연료논 UOz에 비해 더 많온 내 

쪽 크립과 타원도를 보이고 더 작은 FCMI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인레스 강 피복관율 사용하는 CNA 연료봉에서는 내쪽 크립이 0.5 %까지 

나타났고， 이 값윤 PWR의 선가압한 지르칼로이 연료봉에서 발견되는 값과 비슷한 

값이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발생되는 타원형은 FCMI의 발생에 따라 점차 중립 

적으로 된다. 비교적 큰 CNA 연료의 피복관 변형은 작은 피복관 두께와 선가압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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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정된 피복관 변형은 UÜz 연료에서 MOX 연료보다 작은 통계적 FCMI 

올 보이고 있는 다른 실험올 확인시키고 있다[32] 

MOX 연료의 더 좋용 PCI 성농은 아직 정확한 설명올 할 수는 없으나 일부 제 

안된 이유로는 화학정론의 영향에 의한 열적 크립 효과로 연료의 기계적 저항성 및 

pu의 비균질 분포에 의한 연료의 팽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피복관 길이 변화는 U02나 MOX 연료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연료봉 길이 변 

화에 기여하는 것， 예를 들어 비둥방성 내쪽 크립과 FCMI눈 인식되나 이틀은 길이 

변화의 10% 이내로 보인다. 

한면 일본의 MOX 개발 연구는 1994 년도의 일본 장기계획에 따라 1990 후반부 

터 MOX를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2000 년경까지 107H 발전소에 MOX 연 

료를 사용하는 계획올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또 2α)()-20l0까지 1071의 pu 열중성자 

로를 이용할 계획올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계획올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관점의 명 

가를 통해 MOX의 연료길이 변화 자료눈 UÜz 연료 자료의 변화 내에 있음올 보인 

다. 이들 자료로부터 Pu02의 첨가는 소결체 고밀화와 팽윤에 거의 영향올 주지 않 

고 UÜz 특성에 더 종속적입올 알 수 있다. 

또 표랑스의 PWR에서 1987년 이래로 MOX 연료를 St. Laurent B1에서 연소되 

어 1994년말까지 약 4007H 의 MOX 집합체가 연소되었고 SL B1 원자로에서 출력 

상숭 시험올 위해 다시 제조된 연료로부터의 시험결과는 480 W/cm의 선형출력에 

서 연료의 손상 없이 MOX 연료에서 PCI가 좋다는 결론올 얻었다. 이것온 MOX 

소결체의 크립이 U02 소결체보다 출력상승 천이에서 크기 때문으로 본다. 

(3) 고연소도에서의 .\10X 연료거동 

BN (Belgonucleare)에서는 1앉B년부터 MOX 연료를 제조하여 왔으며 BR3 PWR 

에서 초고연소도인 연료봉 평균연소도 60α)() MWD/t 까지 연소가 진행되었다[32]. 

정상상태 운전에서의 피복관 거동은 MOX나 U02 연료 피복관의 유사한 조사 

성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UÜz 연료는 MOX 연료보다 더 PCMI 관점에서 

더 강한면올 보인다. 소결체 ridging 효과도 U02 연료에서 크다. BR3, CNA에서 조 

사된 17x17 MOX의 creep-down은 UÜz 연료와 유사하였다. 

대단히 높은 고연소도에서(65000MW d!T) 2개의 MOX 연료봉에서 피복관 외측 

으로의 크립올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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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UÜz와 MOX 연료의 소결체， 연료봉 특성은 같지 않다. 즉， 소결체 밀도， 소 

결체 형상， 간격퉁이 다르다 

@ 특성명가 해석에는 실체적인 연료봉 출력과 연료봉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온도눈 열팽창， 고밀화， 팽융， 크립에 영향올 준다. 

@ 연료봉 팽윤은 UÜz, MOX 연릎에서 유사하다. 

CD MOX 연료의 크립윤 UÜz 보다 크다. 이것훈 pu의 산소 pαential과 차이가 

나눔 flux spectrum 및 온도분포때문으로 보인다. 

æ 5OOOOMWd/t까지의 연소도에서 MOX 연료의 FCMI 출력상승 threshold는 

UÜz 연료 보다 높다 

나. 액체금속로에서의 혼합산화물 연료 

이산화 우라늄은 물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고온조사중에 치수 안정성이 좋 

으므로 경수로 또눈 중수로의 고옹수 냉각형로의 연료로서 개발되어 실용화 되었 

다. 더욱이 현재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가 고속로 연료로서 사용된 

다. 

이산화 우라늄온 열전도도가 낮으므로 고출력 밀도가 요구되는 동력로 연료에서 

는 종심부 온도가 매우 높아져 뚱칙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고용에서 사용하기 때 

문에 연료내의 기포이동이 심하다. 이들용 이산화 우라늄의 조사중 중요한 팽울과 

밀접한 판계가 있다. 

유럽에서는 구동 및 실험용 MOX를 통해 많은 연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연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결체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달성해야 할 연소도는 120，α)() MWd/t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대 초기에 산화물 연료는 액끔로에서 .:ï!.연소도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높온 안정성을 갖는 연료계통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산화물 연료는 수천개의 연료 

핀이 연소되었고 연소도는 200，α)() MWφMTM까지 연소되었다. Phenix 연료가 

60，α)() MWdlMTM에서 연소되었으나 프랑스는 측각 연소도를 90，α)() MTφMTM 

으로 허용하였고， 100，α)() MWφMTM까지 성공척으로 연소되었다. 비슷한 혼합 

산화물 연료가 다른 나라에서도 연소되었다. 

미국에서는 혼합산화물연료가 FFTF에서의 구동연료로서 3년간 결함없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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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운전조건에서 시험연소되었다. FFTF 구동연료가 300 EFPD까지 연소되었고 

1979년 다시 처옴 연료를 사용하여 원래의 연소 목표보다 50% 증가된 450 EFPD로 

시험되었다. 1984년 4월경 설계 연소도 74，α)() MWd/MTM과 비교하여 100，αp 

MWd/MTM올 초과하는 연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실험올 통하여 혼합 산 

화물 연료의 탁월한 성능올 입증하였다[271. 

한층 진보된 연소시험이 EBR-II에서 연소도 125，α)() MWψMTM까지의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올 확인하였다. 

20% 냉간 가공된 SS 316 피복판과 덕트률 사용하놀 현재의 혼합 산화물 연료 

는 FFTF에서 100，α)() MWψMTM 연소도 능력올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 

소 능력은 산화물 연료의 성농보다는 중성자 피폭에 의한 스테인레스캉의 팽윤에 

의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더 낮은 팽윤올 보이는 D9 피복관과 덕트를 사용할 경우 FFTF에서 

의 연소도는 연료의 팽윤보다는 D9의 팽윤이 제한이 되어 120α)() MWd/MTM까지 

증가시킬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D9올 사용하고 EBR-II에서의 작온 연료핀올 사 

용활 때의 연소도는 중성자속 llx1022 nlcm2에서 160，α)() MWψMTM까지 얻올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D9 피복관과 덕트를 사용한 실제 크기의 집합체로 FFTF에서 

의 연소도는 4주기 후에 17x1022 nlcm2에 서 100 α)()MWd끼lTM이 상이 될 컷으로 

기대된다. 연소도는 조사에 기인한 덕트의 팽윤과 크립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보 

인다. 

HT9과 같은 비팽윤(nons welling ) 페리이트강올 사용할 경우 연소도는 200，αn 

MWψMTM정도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HT9 펴복관올 사용하여 EBR-II에서 

125，α)() MWd끼1TM올 달성하였다. 

따라서 산화물 연료 계통은 대단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27]， MOX는 고연소 

달성의 유용한 해법으로 생각된다.::1.럽에도 불구하고 산화물 연료를 설계할 때 고 

려해야할 중요 특성 한가지는 금속이나 탄화물 연료에 비하여 피복관 파손시 연료 

와 소륨의 화학적 반용올 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0) 핵연료봉 거동 

Phenix에서 165，αm 핀 이상이 연소되었고 PFR에서 약 97，αR 핀이 연소되었다. 

Phenix의 경우 초기 연소도 제한은 노심 1에서 표준의 구동연료집합체에서 75，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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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VT이었고 노심 2에서 60，아)() MWdlT으로서 55dpa이었다. 이 와이어률 감은 

연료는 외경 6.55 mm의 냉간 가공된 Type 316 스테인레스 강관의 M316 피복관 

핀요로 이루어져 있다. 연소도 제한은 핀의 기하확척 제원과 높용 희석밀도(89%)는 

그대로 두고 여러 단계의 설계변경에 의해 제한 연소도가 증가되었다. 

실험로인 Joyo에서는 1983년 MK-II의 초기 엄계 이후로 100MW에서 성공적으 

로 운전되었다. 1992년 6월， 24 주기말에서 따lver 연료는 첨두 연소도 83,400 

MWdlT (평균 연소도 63.900 MWdlT)과 첨무 속 중성자속 lOxlO22 

n/cm2(E>O.lMEV))올 달성하였다. 15개의 MK-II 연료집합체가 핫셀에서 조사되었 

고 PIE 자료가 분석되어 MOX 연료 거동의 많온 이해를 주었다. 이로부터 연료집 

합체 거동에 의한 덕트 뒤톨립윤 노섬 재질이 팽융저항에 월퉁했던 것과 같이 설계 

기준 이하를 보이는 작용 것이었다. 덕트의 평면-명면 변형용 0.7mm이내 이었고 

설계기준 훨씬 아래의 값이었다. 외곽 측정과 팽윤 측정의 결과 Type 316으로 만들 

어진 덕트는 MK-II 집합체의 2/3가 조사 크립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연륭 팽융 및 크립 

정상상태 훈전하에서 MOX 연료는 팽윤하고 1 at% 연소도당 0.7 %의 비율로 

팽윤한다. 이것용 핵분열성 pu 체적과 고체 핵분열성 물질의 체적 차이의 결과이 

다. 또다른 팽울 이유는 기체 핵분열기포 생성물의 합체로 인해 생성된 기훌성장/분 

포에 의한 것이다. 처음항은 욕복하기가 어려훈 요소이고 후자는 온도와 시간에 

종속이며 연료의 미소 조직올 적당히 선택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 

한면 격자에 옹력올 가하면 격자는 크립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 변형은 원자가 

움직이기 쉬올 때 변형되기 쉽다. 비어진 장소가 존재할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원자가 전이하는데 5:.움올 주며 인접한 빈 곳이 존재하면 원자눈 한곳에서 다른 곳 

으로 점프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빈 공간운 가열에 의해 생성되므로 일반적인 크 

립온 온도의 합수이다. 

그러냐 핵분열 파편올 동반하는 중성자 조사조건 내에서는 많용 공공이 생성하 

고 조사된 물질에 결합의 집중현상이 있으냐 고온에 노출된 물질과 유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조사된 물질은 크립이 일어냐기 쉽다. 이것은 온도에 

독립인 조사 크립으로 불리며 연료와 피복관의 변형에 중요한 역할올 한다. 연료 

소결체 내에서는 중심에서 열적 크립과 주변에서의 조사크립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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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분열 기체방출 
Joyo MK-II 노심에서 연소된 연료핀의 거동온 건전하였으며 설계기준 내에 충 

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료봉 내부의 PCCI에 의한 연료봉의 손실도 최대 

3oo~m의 작은 양으로서 충분한 여유도 안에 있다. 연소도 한계에서의 핵분열 기체 

방출은 약 50%이었고 연소도 70，α)() MWd/T에서의 100% 핵분열기체 방출올 가정 

할 때 역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소결체내의 ze 함유량을 측정할 때 핵분열기체 
방출은 연료의 재구조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료 재구조와 관련된 상 

관관계로 예측된 핵분열기체방출온 측정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핵연료봉의 외경 륙정에 의하면 피복관의 직경중가는 대단히 작온 양으로서 

ðD/D < 0.3% 이었고 예측온 2.3%이며 집합체와 덕트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K-II 노심의 연료봉의 직경증가는 void 팽윤과 열적 크립은 무시 

할 만 하기 때문에 FCMI에 기인한 조사크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연료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피복관 부식 
연료의 피복관온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세슐과 Te어l 의해 국부적으로 부식할 

수 있다. 이 원소들온 이동하기 쉽고 연료 주변에서 집중하기 쉬우며 주로 연료 칼 

럽의 차가운 부분에서 집중하기 쉽다. 주된 부삭 반웅온 다음식과 같다. 

Cs2Te + (lJPu)Oz + (Oz )tuel + (M) 이adding - > CS2(UPu)04 + MTe 

이 반옹은 조사된 산화물의 산소 포텐셜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이것은 국부 

적인 연료 표면의 온도와 또한 연소도에 종속이다. 연소도 효과는 상기한 바와 같 

이 핵분열시에 계속척인 산소 포탠셜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된다. 

연소도에 따라 산송 포텐쩔의 중가에 기인하여 Te에 의한 부식은 조사가 진행 

되는 동안 증가한다. 조사된 연료의 PIE에 따르면 연소도의 중가에 따라 어떤 경 

우는 피복관 두께의 30%까지 부식이 도달하는 것도 나타났다. 

(5) 소결체/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PCMI) 

MOX 연료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PCMI가 있다. 정상상태 하에서는 산화물 연 

료는 1 at% 연소도당 0.7%로 추정되는 체척의 중가에 기인하여 핵분열에 의한 연 

료 팽윤이 있고 이 결과로 연료의 열적 및 조사 크립과 피복관의 팽윤에 의해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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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응력 수준용 낮은 상태로 남을 수 있다. 

빠른 출력 천이 동안 피복관 재질의 탄성한계를 홀과하는 높은 응력값에 도달하 

여 피복관 파손올 낳올 수 있다. 

(6) 소륨-MOX 상호작용 
다른 연료와 비교하여 (금송 똥는 탄소 연료) MOX는 소륨과 화학반옹에 관한 

단점올 가지고 있다. 이련 이유로 이 연료는 대단히 낮은 팽윤율올 가지지 않는다 

면 연료로서 채택되지 못할 수톨 었다. 

피복관 파손이 있올 때 소륨이 연료핀 내로 유입될 수 있고， 연료와 반용하여 

이것이 성분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소륨 우라니에이트) 냉각재로 빠져나갈 

수 있다. 결과척으로 연료 파손이 즉시 감지될 수 있고 소륨의 낮은 온도를 보이 

는 원자로 주변에 손상연료가 전달되어 반옹슐올 최소로 하므로서 원자로 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 연릎핀이 파손 방지가 주요 도전 항목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때문에 혼합 탄소물 또는 질화물 연료가 산화물 연료보다 더 좋온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7) 조사된 (U ,Pu)Ch 연료의 용융온도 및 열전도도 

용융운x 및 열전도도는 FBR 연료의 열척 거동윷 평가하는데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다. 상용의 FBR 노십 셜계에선 고연소， 긴 재장전 간격， 높은 출력 밀도가 

요구된다. 이것용 내부 전환율이 높고 선형출력율의 억제가 작융올 의미한다‘ 따라 

서 연륭의 수명말의 온도 계산은 대용량 노심설계외 기본이다. 

조사된 (U,Pu)Ü;! 연료의 용융온도는 연소도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에 의해 감소 

합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측정값이 갖늄 큰 불확실성에 의해 중사된 영향의 가용 

자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 

Jojo, Phenix, FFTF에서 120 GWd/TU의 연소연료를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Alpha-Gamma 찾셀 시설에서 측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결과는 PuCh의 

합량에 따른 용융윤도는 PuÜ2의 합량올 28.6-29.6Wt%. O/M 비를 1.97-1.98 wt%의 

경우 연소도 약 75GWd/TU 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함올 보인다. 여기서 PuCh나 

OIM 비의 면차가 크지 않온 시혐면올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감소의 주된 영향윤 연 

소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영향으로 설명된다. 

- 75 -



(8) 정상상태에서의 MOX 연료 성능 

1981년 이래로 US DOE와 PNC의 협력에 의해 두 개의 운전중 과도 상태에 대 

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시혐의 목적은 연료봉의 주기말 연소도인 15%BU에서 

운전중， 과도상태하에서 점진적 대구경 MOX 연릎핀의 3세대의 성능 능력올 결정 

하기 위한 것이다. 2세대 MOX 핀은(피복판 외경 7.Omm. 0.37mm 두께) 피복관으 

로서 D9과 PNC Type 316 스테인레스 강올 사용했다. 연료핀용 소결체 밀도 및 운 

전조건에 따라 도전적인 것 (aggressive) ， 중간적인 것(moderate) ， 보수적인 설계로 

구분되었다. 

이미 2세대 연료에서 적극적으로 설계된 D9 연료핀올 갖는 연료에서 첨두 연소 

도 10.8%, 조사량 9.5x lO22 rνcm2 및 연소도 12.2% 조사량 1O.8x 1022 rνcm2에 서 파 

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NC Type 316올 갖는 피복관의 도전적으로 설 

계된 연료에서는 15% 연소도 빛 15.5x1022 n!cm2까지도 손상없이 연소되었다. 피 

복관의 변형도는 일차적으로 조사 크립에 의한 것이며 연료핀의 가장 높은 용도인 

끝에서 발생한다. D9 피복관은 피복관의 변형도가 약 5% 이상에서 갈라짐이 나타 

남올 보인다. 15% 연소도에서는 PNC Type 316 강의 피복관에의 최대 변형도는 

3-4% 범위이다. 

3세대 MOX 핀인 직경 7.5mm, 두째 O.4mm인 PNC 진보된 합금 펴복관은 계속 

연소될 것이다. 이 합금은 페라이트 합금(PNC-FMS)과 20% 니켈 오스테나이트 

강(PNC-1420)올 포함하고 있다. 이 3세대 연료핀온 고체와 중꽁의 소결체 빛 축 

방향으로 균질 및 비균질의 소결체를 갖는다. 축방향 비균질 연료핀은 연료 칼럼 

343mm의 중간 지점에 100mm 길이의 블랭킷 소결체를 갖는다 PNC-FMS 빛 

PNC-1520 피복관올 갖는 연료핀의 조사가 연소도 8.8%까지 연소되었다. 

비파괴 조사가 5.5%(4.5XlO22 rνcm2) 및 7.5%(7.4x lO22 n!cm2)의 연소도까지 연 

소후 조사되었다. PNC-1520에서는흔 피북관 용도 650 oC와 PNC-FMS에서는 피복 

관 온도 620 oC까지 웅전조건 48 KW/m까지 연소되었고 일반적으로 3세대 연료핀 

은 비교적 낮은 피복관 변형도를 가지고 탁월한 거동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 과출력 천이 상태에서의 MOX 연료 거동 

FBR에서의 MOX 거동은 slow-ramp인 운전중 과출력 천이상태에서 갈라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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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핀 설계와 운전조건 범위에서 이 저항성올 보이기 위 

하여 EBR-II에 서 US OOE와 일본의 동력 로 및 핵 연료 개 발공A}(Power Reactor & 

Nuclear Fuel Developement Coporation) 사이 의 공조로 실험 이 실시 되 었다. 

실험결과 EBR-II의 기체 측정자료에 따르면 Type 316 SS 피복관을 사용하는 

연료핀에서 약 32% 천이상태 과출력에서 피복판 화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연 

중성자의 방출온 없었다. 이러한 파손 연료봉은 나중에 EBR.:..n에서 짧은 과도 온 

도 이력올 갖는 연료로 판명되었고， 이 초기의 과도한 온도 이력이 피복관올 약하 

게 하므로서 이 천이전에 큰0.7% 최대) 축방향 비균일 변형도률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0) 핵연료 용융 출력 

연료 용융의 연료흉 출력올 결정하기 위한 조사시험 (POTOM)이 독일 FBR의 

계획하에 실시되었고 High-Flux 원자로인 네덜란드의 Peten 원자로에서 MOX 연 

료핀으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관심의 시험항목온 unres tructured 빛 restructured 연 

료의 용융 경계조건과 용융된 연릎의 후속적인 거동에 관한 것이었다. 중앙에 공 

간이 생기는 연료의 restructuiring , 연료의 고밀화， 현저한 relocation，은 연료온도를 

낮출 수 있고 이로부터 용융출력올 중가시킬 수 있다. 연료의 용용은 작용 후회석 

밀도와 출력에선 축방향 변화와 함께 축방향으로 질량이동올 발생하여 FCMI의 중 

요한 근원이 된다. 

최대 연료 출력 잃o W/cm 피복관 표변 온도 않o oC 까지 얻었으나 모든 연료 

핀은 건전하였다. 모든 연료핀이 파괴 및 비파피 PIE 되었고 대부분의 연릎에서 전 

형적인 연료 용융의 현상에 수반하는 연료의 용융이 발견되었다.U~ 소결체와 이 

질적인 연료 기둥(Heterogeneous fuel column)사이의 핵분열 용융반용이 관찰되었 

다. Gamma-S많ctrometries 결과는 축방향 출력분포와 3개의 연료핀 상대하중 계 

수， 용융의 확장 및 용용영역의 핵분열 생성물 거동올 고려하였다. 축방향 Zr.찌b 

scan에 따르면 연료의 축방향 용융의 제한이 추론되었다. POTOM-l온 

unrestructured 연료이고 POTOM-2논 restructured 연료이고 POTOM-3는 용융후 

조사된 시험 연료핀이다. 비파괴 PIE 결과는 Power-to-Melt는 POTOM-l에서 

560-590 W/cm, POTOM-2에서 630-650 W /cm이었다. Satum-S코드에 의한 해석 

결과의 연료핀 용융 출력은 POTOM-l에서 570 :1: 20 W/cm , POTOM-2에서 64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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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m이었다. POTOM-2에서의 증가된 출력은 연료의 restrucure에 주릎 기인한 

다. 

다. MOX 연료거동 종합 

혼합산화물 연료에 대한 연소 경험과 시험올 기초로 경수로 및 액체금속로 원자 

로용 핵연료에 대하여 기존의 이산화 우라늄계 핵연료 및 금속핵연료에 대한 노내 

성농 평가를 비교 하였다. 이 평가 항목에는 연소중 주요 노내 거동인 핵분열기체 

방출， 연료봉 팽윤， 연료봉 길이 팽창， PCMI, 소결체와 냉각재의 화학반용 및 고출 

력 성능 특성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비교 검토 결과 다옴의 결론올 얻는다. 

핵분열기체 방출은 온도의 합수로서 높은 온도에서 큰 핵분열 기체방출율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열중성자로에서 사용하는 혼합핵연료는 기존의 우라늄 연료 

와 동둥한 정도의 건전성올 보이고 노내 거동올 하는 것이 입중되었고 많은 사용원 

자로에서 연소되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용 산화 우라늄연료 또한 노내 건전성이 잘 입증되어 있고 충분한 건 

전성올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다만 연료핀 손상이 발생했올 경우 소륨의 연료 

핀 내로 침투와 이에 따른 소결체와의 화확적 반용윤 셜계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액체금속로에 혼합연료를 채태하는데 가장 큰 어려훈 점으로 작용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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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성 

고속로에 대한 전통적인 안전성 목표는 ‘심충방호(defense in depth) ’ 개념올 바 

탕으로 @ 정상상태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원자로 성능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특성올 부여하고.(2) 비정상 운전조건의 사고시에도 원자로의 손상올 방 

지하기위해 원자로 방호계통올 설치하며.(3) 극히 발생가능성이 적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중올 방호하고 안전 여유도를 충분히 주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기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 사고 조건은 설계기준의 범 

주에 들며 중대사고는 설계기준외 사고라 한다. 설계기준외 계통은 중대사고의 사 

고진행올 완화하며 사고로부터 일반대중올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비정상 사고로 

는 유량상실사고(LOF). 과도과출력사고(TOP). 냉각능력상실사고(LOHS)가 있으며， 

중대사고는 비정상 사고 발생후 제어봉， 운전원 개입 등의 모든 안전계통이 작동하 

지 않는 경우로써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라 한다. 

TMI 빛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 개념인 ATWS 사고 발생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고완화는 물론 중대사고 자체의 발생올 억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 자체가 사고발생후 스스로 

안정퇴는 고유안전성 특성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안전성이 가미된 구체적인 설계로는 SASS (self-actuated shutdown 

system). GEM (gas expansion module) 퉁이 있다. SASS란 냉각재 온도가 설정온 

도， 즉 큐리점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중성자 홉수재가 자동적으로 원자로 안으로 

삽입되는 장치이며 어떠한 전기적 갑지장치가 필요치 않다. GEM은 노심 외꽉에 

He아나 Ar 풍의 기체로 채워진 원통으로써 LOF 사고시 노십내 압력이 떨어지면 

기체가 팽창하여 소륨올 노심 외부로 밀어냉으로써 중성자가 노십외부로 누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심올 안정시키는 기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구분과 일반적인 안전기준 및 고유안전성 특성에 따라 액 

체금속로 연료의 설계 기준올 설청하고 대략적인 안전성 특성올 분석하였다. 

1. 철책 기준 

액체금속로 핵연료의 설계 기준올 설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력사업자(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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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하는 경제적 특면과 인허가 기관이 요구하늄 안전성 측면올 모두 만족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연료봉이 15 at% 이상의 고연소도 달 

성과 약 1,400 EFPD 이상의 장주기 운전 및 부하추종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 

성 측면으로는 피복관 손상률이 연료봉당 2 x 10-5/년 이하이여야 하며 덕트， 간격재 

둥 구조재료의 파손원인은 대부분 팽윤에 의해 발생하므로 팽윤이 적게 일어나눈 

재료를 구조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 구체적인 셜계 기준올 논의하기 전에 대략쩍인 연릎봉의 손상 요인올 살펴 

보자. 운전중에 연료봉 및 집합체는 재료 물성의 복잡한 변화률 겪게 된다. 연소도 

에 따라 핵연료 내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헥분열하여 핵분열생성물이 축적되며 

일부 우라늄은 플루토늄으로 핵변환하게 된다. 펴복재 및 집합체 덕트 둥용 중성자 

조사손상에 의해 미세조직， 크기， 기계척 성질 퉁의 변화륭 겪게 된다. 열척 크리프， 

공정반용， 소륨 부식 둥에 의한 재질 저하는 연소도 보다는 온도나 조사시간에 더 

많온 영향올 받는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반용도 및 연료 조성도 바뀌게 된다. 또 

한 핵분열생성물 축적에 의해 열전도도가 저하되어 용융출력 (power-to-melt)에도 

영향올 미치게 된다. 고상 및 기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해 핵연료가 팽윤하게 되며 

발생된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상당 부분온 폴레념으로 방출하게 된다. 산화물연료인 

경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0，까I 비율이 증가하여 핵연료흘 더욱 산화시킨다. 세슐 

이나 텔루륨 같은 핵분열생성물용 부식 작용올 촉진시키는 매체로 알려져 있으며 

연료/피복관 캡에 축적되거나 온도가 낮용 방향으로 축방향 이동올 하게 된다. 

피복재나 덕트 재료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void 팽윤을 하게 되며 치수 및 미세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중성자속 또는 온끊 둥의 구배는 팽윤률 차이를 나타내 

어 구조물 뒤틀림 (clistortion) 또눈 휩현상용 야기한다. 용력과 변형률이 낮으면 재 

료의 열적 크리프보다는 조사 크리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높온 변형률에서는 

재료의 경화현상에 의 해 연성 (ductility)의 감소를 가져온다. 

연료봉의 손상기구는 기계적 손상과 화학척 손상￡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 

적 손상이란 재료의 변형에 의한 연성 감소로 인한 손상이며 이러한 손상의 요인으 

로는 핵분열기체 방춤에 의한 플레념의 압력 중가， FCMI에 의한 피복관 압력 증가， 

연료봉과 그 지지 구조툴간의 팽윤에 의한 기계적 상호작용이 있다. 화학적 손상으 

로는 연료/피복재 성분원소의 상호확산에 의한 공정반용 냉각재 부식에 의한 피복 

관 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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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설계시 핵적특성 또한 중요한 역할올 하게 되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속로에서 고연소도로 갈 경우 반옹도 감소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혼합 

산화물연료를 사용하는 PFR의 경우 연료봉 직경 5.84 mrn, 플루토늄이 23% 농축된 

내부영역에 있는 연료봉의 경우 약 10% 연소후 15% 이상의 반용도 감소가 나타난 

다. 플루토늄 농축도가 약 12%인 경우 내부 증식효과에 의해 이러한 반용도 감소를 

보상할 수 있다. 연료봉의 직경올 변화시키지 않고 낮은 농축도의 연료봉올 사용하 

면 선출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연료봉의 직경올 블릴 수 밖에 없 

으며 슈퍼피늬스의 경우 15-18%의 플루토늄 농축토와 직경 8.5mm의 연료봉올 사 

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선출력 하에서 장주기 운전이 가농해진다.‘ 이렇게 

직경이 큰 연료봉올 사용할 경우 노심 자체의 직경도 커지게 되며 따라서 중성자 

누출이 적게 일어나E로 피복관 및 덕트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더 커지게 된 

다. 이러한 현상은 금속연료 사용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올 보인다. 즉 U-Pu-Zr 3원 

연료룹 사용할 경우 플루토늄의 함량올 줄이면 연료심의 융점 빛 열전도도가 중가 

하므로 열적성농이 우수해지나 선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플루톨늄 합량이 줄어든 

경우는 펴복관에 대한 중성자 졸사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900 MWt급의 소 

형 노심인 경우 성능 한계치늄 장전 기간이 되나 1 ，500-3，당)() MWt즙의 대형 노섬 

에서는 중성자 조사량이 된다. 

가. 연료봉 설계 기준 

(1) 경수로 핵연료 

우선 지르칼로이 피복재를 사용하는 일반 경수로의 연료봉 설계 기준올 살펴보 

자. 경수로의 셀계기준은 광법위한 노내 및 노외 실험， 그리고 실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측 연료봉 중 

심온도는 소결체의 용융온도 보다 낮아야 하며， 연료봉 내부압력은 1차계통 압력보 

다 낮아야 한다. 그리고 피복관의 산화충 두째， 수소농도， 피로(fatigue)에 대한 구체 

적인 제한치를 두고 있다. 또한 피복관 변형은 정상상태 및 과출력 상태로 구분하 

여 각기 그 제한치를 규정하고 있다. 

(2) 혼합산화물연료(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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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피복관재료논 보통 스테인레스 

강올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와 같은 산화， 수소화 풍에 대한 셜계 제한치가 필요 

없게 된다. MOX 연릎의 액체금속로인 FFTF, CRBRP 둥에 척용된 연료봉에 대한 

주요 셜계 기준은 연료 용융， 피복관 변형 및 누적손상분율(CDF)올 적용하고 있다 

[1 , 2]. 

연료 용융에 대한 설계 제한치는 정상상태 운전중에 15%외 과출력 여유도를 두 

었올 때， 캠두 출력올 나타내는 연훌봉의 연료십 온도가 죽각적인 연릎 용융온도보 

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출력 과뚱상태가 되어 연료용융이 발생하면 

연료의 부피팽창이 발생하고 연료내 축적되어 있던 핵분열기체가 방출되기‘ 때분이 

다. 

피복관 변형에 대한 껄계 기준은 열적 크리포， 소성 변형， 팽윤 및 조사 크리프 

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316 스테인레스강올 사용하늄 피복관은 조사 크리프에 

의한 변형이 1% 미만인 경우 이는 피복관 건전성에 영향용 미치지 않는다. 피복재 

가 HT-9강인 경우 총 변형량이 3% 미만이면 조사 크리프는 피복관 건전성에 영향 

율 미치지 않는다. 피복판 팽융 포한 피복관에 손상율 입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 

다. 다만 팽윤용 국부 용력올 중가시키고 탄성계수률 변화시켜 피복판에 영향올 미 

철 수 있는 2차척인 효과만이 있용 뽑이다. 그러므로 펴복관 변형에 대한 셜계 기 

준은 열적 크리프와 소성 변형만올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316 스테인레스강의 

피복관 변형에 대한 설계 기준은 다읍과 같다. 

CD 정상상태에서의 열적 크리프에 의한 반경방향 변형은 그 계산치가 0.2% 

(HT-9강의 경우 2%) 미만이어야 한다. 

@ 정상상태 및 설계기준 과도상태에서의 열적 크리포 및 소성 변형에 의한 총 

변형량은 온도나 조사량에 관계없이 그 계산치가 0.3% (HT-9강의 경우 

2%) 미만이어야 한다. 

펴복판 변형올 계산할 때에는 열척 크리프와 인장 륙성은 보수적인 관계식올 사 

용하며， 온도는 고온수로(hot channeI)의 연릎봉 온도를 사용한다. 똥한 100%의 핵 

분열기체 방출올 가정하며 FCMI 하중， 피복관 감육 퉁용 가장 나쁜 조건의 수치를 

사용하므로써 가장 보수적인 조건에서 설계기준올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팽윤 및 

조사 크리프의 효과는 분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복판 변형에 대한 설계 

기준은 정상상태 빛 과도상태 실험올 통해 실중되어야 합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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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에 대한 누적손상(cummulatíve damage) 기준은 정상상태 운전 조건에서 

의 옹력-파단(stress-rupture) 관계삭과 과도상태 조건에서의 인장시험 특성올 근거 

로 설 정 한다. 누적 손상분률 (cummulatíve damage functíon; CDF) 온 변 형 한계 치 

방법과는 달리 온도， 용력， 조사량 이력에 따른 여러 가지 손상 인자를 합하는 방법 

이다. 따라서 CDF는 다옴과 같이 쓸 수 있다. 

r t dt 
, ( _ U";" LÙ ---------------------(1) 

)0 tr(ð, T , cþt) 

여기서 ι은 파단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러한 개념은 CDF값이 1이 될 때 파단 

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경험에 의해 유도된 것이지 

만， 고온셜계에 대한 경협상 ι의 관계식올 확립하는데는 만족할만한 기준올 제시한 

다. 

CDF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단시간 tr올 예측하는 상관식올 만드는 것이 

며 이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쓰인다. 그중 하나는 Larson - Miller 

parameter (LMP) 방법으로써 LMP=T(log tr + A)와 같이 정의되며 T는 온도， A는 

상수이다. 파단시간 t와 관련한 또하나의 상관식온 Dom parameter, 8률 이용하는 

것으로써 8 = tr. exp( -Q/RT)로 정의된다. 

FFTF 및 CRBRP에서의 연료봉 누적손상한계는 다음과 같다. CDF+LT는 0.3이 

하여야 하며 용력이 항복용력보다 작올 경우 LT=O, 용력이 최대인장강토 이상이변 

LT는 0.3이다. 즉， 소성영역에서의 CDF 값은 0.3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누적손상분률올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 

다. 노내 조사 이후의 강도를 사용하며 탄소 고갈에 대한 보수적인 상관식올 사용 

하며 적어도 99% 이상의 신뢰도 수준의 을성올 사용하며 고온수로 온뚱를 적용하 

며 가장 최악의 핵분열기체 방출(생성된 핵분열기체의 전부(100%)가 방출된다고 가 

정) 및 FCMI 하중올 사용하며 피복관 부삭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노내 

및 노외 실험으로 실중되어야함온 물론이다. 

(3) 급속연료 

금속연료 또한 혼합산화물연료봉에서의 설계 기준인 연료용융 방지， 피복관 변 

형 한계， 누적손상분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금속연료는 연료/피복관의 

공정반용으로 인해 피복관이 감육될 수 있으므로 꽁정반옹에 대한 설계 기준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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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 공정반옹에 대한 문턱온도눈 연료 펴복관 운전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정상상태조건 하에서논 일반적으로 7oo 0C 이상이다. 따라서 금속 

연료의 첨두 표면온도가 꽁정온도보다 낮아야 한다는 설계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3]. 다음윤 연릎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설계기준이다. 

일본의 CRIEPI가 개발중인 U-Pu-Zr 연료심과 산화물분산강화(ODS) 펴복재률 

사용하는 325MWe 출력의 MDP (Modular Double-PooD 액금로의 연료계통 설계기 

준은 다음과 같다[ 4]. 

Q) 어떠한 조건에서도 연료온도는 그 용정01oo't)률 넘지 않아야 한다. 

@ 셜계기준사고중 정상과도Oncident)시의 피복관 온도는 790 't 미만，"CDF는 

0.01 미만， Accident시의 피복판 온도는 860 't 미만， CDF는 0.5 미만이어야 

한다. 

MDP의 공정반용에 대한 설계기준운 피복관 온도를 제한함으로써 설정하고 있 

음올알수있다. 

칼리머와 유사한 미국 GE사의 U-Pu-Zr 금속연료 노심인 PRISM 핵연료에 대 

한 정상상태 및 설계기준사고(DBA)시의 설계 기준은 다옴과 같다[5]. 

@ 연료봉의 최대온도눈 고상온도(solidus temperature)보다 낮아야 한다. 

@ 피복관 변형에 대해서는 열적 흘리프 변형량은 1% 미만， 총 변형량은 3% 

미만， 팽윤은 5% 미만이어야 한다. 

Q) CDF 값윤 정상상태에서 0.001 미만， 과도상태에서 0.2 미만이어야 한다. 

@ 정상상태 및 설계기준사고시 연료봉 및 블랭킷에서의 최대 표면온도는 공정 

반용에 대한 문턱 온뚱인 704 't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PRISM 연료는 ATWS와 같온 셜계기준외사고(BDBE)시에도 연료봉은 그 

건전성올 유지해야 하며 이흘 위해서는 피복관 두께의 10% 이상이 공청반용에 의 

해 감육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설계 기준과는 별도로 ANL의 금속연료 성능 코드인 LIFE-METAL 및 FPllη 

에서 적용되는 HT9 피복관의 파단 기준[7]올 살펴보자. 정상상태에서는 장기간의 

크리프 파단 결과를 적용하여 CDF 및 2%의 소성변형이 발생하면 파단이 일어난다 

고 가정하며， 과도상태에서는 과도 파단시험 결과를 적용하여 CDF 및 6%의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 파단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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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구조물 설계기준 

덕트， 피복재， 간격재， 지지대 등의 구조재료의 손상에 의한 연료 수명 단축은 

대부분 구조재료의 팽윤에서 기인한다. 팽윤에 의한 구조재료의 손상은 축방향으로 

눈 buckling이， 반경방향으로는 지지구조물간의 상호작용올 야기할 수 있다. 

팽윤의 축방향 성분C:1 V/3V)올 연료봉 길이에 따라 합산한 값을 성장(growth) 

라 한다. 노내조사에 의해 연료봉은 연료봉 상단의 상부고정체까지는 자유 팽윤올 

하게 되나 이와 접촉이 일어나면 buckling(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간 

격올 두어 설계해야 한다. 

연료봉의 반경방향 팽창(dilation)은 덕트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연료 

봉 지지방식이 그리드(grid) 인지 나선형 철사(helical wire) 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드 방식은 연료봉의 일정한 길이마다 그리드를 설치하여 지 

지하는 방식이다. 만일 연료봉이 팽윤하는데도 그리드가 팽윤하지 않으면 연료핀 

중심점은 고정돼 있는 반면 연료봉 팽창에 의해 냉각재 흐름올 방해하여 연료봉을 

과열시킬 수 있다. 그러므훌 그리드와 덕트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그리드의 팽윤이 너무 크게 일어나면 덕트는 국부척a로 손상올 입게 된다. 따라서 

설계시에 구조물들간의 서로다른 팽창률에 의한 냉각재 유로 막힘 효과는 고려하여 

야한다. 

덕트 또한 축방향 및 반경방향 성장에 의해 휘어짐 (bowing)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변형은 대부분 조사팽올 현상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팽 

윤이 적게 일어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HT9과 같은 마텐사이트강올 구조재료로 사용할 경우 팽윤온 문제가 되지 않a 

나 고온에서의 크리프 강도가 약화되눈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올 설정하 

게 된다. PRISM의 노심구조물에 대한 과도상태 설계기준은 시간과 온도의 합수로 

써 다음과 같다[6]. 

@ 사고가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될 경우 그 용도제한치는 760t:이다. 

@ 사고가 1시간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그 온도제한치는 706
0

C 이다. 

2. 정상상태 및 절빼기준 과도상태 

가. 연료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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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및 설계기준 과도상태에서도 연료용융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설계 

기준윤 모든 형태의 핵연료 설계시 고려되어지눈 항목이다. 산화불연료에서 연료중 

심 용용이 설계 기준이 환 것은 용융 연료가 피복관과 접촉하면 급격한 피복관 파 

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끔속연릎의 융점 (U- lOZr의 경우 1,235 0C, U-19Pu-lOZr의 

경우 107TC)은 산화물연료의 융점 (2，75()"C)에 비해 매우 낮아서 그 축적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피복관 파손온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속연료에 충 

분한 보수성올 고려하고， 또한 사고후 원자로의 채가동 및 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이러한 설계 기준올 두고 있다. 

연료중심 용융에 대한 안전 여유도는 융점올 단순히 비교하늄 것이 아니라 용융 

출력 (Power-to-Melt)올 비교해 붐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다. 용융출력이란 말 그 

대로 출력올 계속 중가시켰올 때 연료 용융이 일어나는 시점의 선출력올 말한다. 

이러한 용융출력의 비교는 간단한 계산 및 가정에 의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8]에 따를면 혼합산화물연료의 경우 중심용융선출혁은 약 닮o W/cm로 나 

타났으며 금속연료는 약 660 W/cm로 계산되었다. 여기에서의 혼합산화물 및 금속 

연료에 사용된 피복재는 HT-9으로 동일한 재료로 가청하였으며 금속연료의 열전도 

도논 최악의 경우(신연료 열천도도의 50%)를 가청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만일 금속 

연료의 열전도도를 소륨침투에 의한 효과를 삽입하면(신연료의 약 75% 수준) 그 

차이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환다. 이러한 계산결과논 TREAT 시험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금속연릎에 대한 실햄결과 끔속연료논 가해진 과출력이 정상상태보다 4 

배 이상(U-PU-Zr 연료인 경우 약 4배， U-Zr 연릎인 경우 약 4.8배)의 조건에서 연 

료봉 파손이 관찰된 반면[9] ， 홉합산화물연료는 약 3배 이상[10]올 나타내었다. 이렇 

게 금속연료의 용융출력이 산화물연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비록 고상온도 

의 절대치가 산화물연료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열전도도가 약 10배 정도로 뛰어나 

며 캡에 열전도도가 좋용 소륨(산화물연료인 경우 소륨과의 공폰성이 나쁘므로 헬 

륨과 같온 기체를 충진합)용 충진하기 때문이다. 

용용선출력이 높다눈 것온 선출력을 그만큼 더 낼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이에 따 

라 노심 높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뿔만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된다. 실제로 900 MWt급의 SAFR의 경우 혼합산화물연료의 선출력은 13 

kW/ft, U-Pu-Zr 금속연료의 선출력온 14 kW/ft이며， 산화물연료의 노심 높이는 

1.02 m인데 반해 금속연료를 사용할 경우 0.92 m로 설계하고 있다[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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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는 상당량의 용융이 발생하더라도 연료봉의 기본적인 손상에 영향올 미 

치지 않는다. 설계기준외 사고， 즉 금속연료의 ATWS를 실험하기 위한 ANL에서의 

TREAT (Transient Reactor Tes t) 시 험 결과 연료봉 손상까지 약 90%의 연료봉 단 

면적(연료봉 부피의 약 50%)이 용융되었으며 따라서 비록 80%률 상회하는 연료심 

용융이 발생하더라도 연료봉 건전성이 유지되었으며 연료봉 손상에 영향올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6， 121. 

나. 피복관 변형 

액체금속로 연료봉의 피복관 변형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흐로는 핵분열기쳐l 방출 

에 의한 플레넘의 압력중가， 핵연료 팽융에 의한 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 

(FCMI), 고온 고압하에서 장기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피복관 재료의 크리프 현상， 

중성자 조사에 의한 피복관 재료의 팽윤 퉁올 들 수 있다. 이러한 피복관 변형의 

요인들은 핵연료 특성 및 피복관 자체의 변형 특성에 의한 원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핵연료 특성에 의한 요인으로는 핵분열기체 방출과 FCMI를 들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요인들은 피복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료봉의 설계 인자에 따 

라 피복관의 변형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주요 인자로는 회석밀도， 플레넘의 

크기 둥이 있다. 따라서 우선 핵연료 특성에 의한 피복관 변형 원인를 살며보자. 

(1) 핵분열기체 방출 

액체금속로 연료봉 설계시에는 일반적￡로 생성된 핵분열기체 전부(100%)가 방 

출되어 장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복관에 원주방향 용력 (hoop stress)를 가한다고 

가정한다. 금속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은 연료봉의 희석밀도에 의해 끊게 화 

우되며 일반적으로 75% 이하의 회석밀도에서는 연료의 성분에 관계없이 연소도에 

따라 유사한 기체 방출 거동용 보인다.75% 회석밀도로 설계된 금속연료의 핵분열 

기 체 방출의 특정 [13, 14]은 

@ 약 0.5% 연소도까지는 기체방출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Cincubation period) 

를 거치며 그 이후 약 2%의 연소도까지는 급격한 기체방출거동올 보이며(핵 

분열기체 생성량의 약 60%가 방출)， 

æ 2% 이후의 연소도에서는 점진적인 기체방출올 나타내며(약 20%의 연소도에 

서 80%의 기 체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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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방향의 핵분열기체 보유량 변화는 미미하다. 혼합산화물연료C\10X)의 핵 

분열기체 방출은 금속연료와논 달리 연소도에 따라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10%의 연소도 이상에서는 약 90%의 핵분열기체가 방출된다. 따라서 동일 

조건에서는 금속연료에 비해 더 높은 플레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2) FCMI 

산화물연료는 노내 크리프 저항성 및 팽윤 저항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회 

석밀도가 85-90%의 연료봉 설계가 가능하다. 금속연료는 초기의 높온 팽윤에 의해 

보통 75%의 회석밀도를 사용해 연료봉올 설계한다. 급속연료는 다음과 같은 특성g 

로 인해 고연소도까지포 FCMI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금속연료논 기공틀간의 상호연결로 인해 연료섬 자체가 스폰지와 같은 압축 

성올 가지므로 피복관에 의해 쉽게 억압되는 성질이 있다. 

@ 금속연료와 HT9 피복재의 열팽창계수가 유사하다. 

Q) 급속연료 및 충진 소륨의 높온 열전도도로 인해 연료와 피복판 사이의 온도 

차가작다. 

@ 피복관 최대 온도는 금속연료의 높온 열전도도 륙성으로 인해 연료심 상단 

부위에서 나타나므로 가해진 용력은 플레념흐로 쉽게 relax된다. 

따라서 18%의 고연소도까지도 FCMI는 거의 발생하지 않읍이 입중되었다. 그러 

나 고연소도로 갈 경우， 고상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연료 팽윤온 피할 수 없는 문제 

이다. 이러한 문제는 끔속연료 뿐만 아니라 비금속연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피복판 팽윤 
다음은 피복관 자체의 변형에 의한 피복관 파손올 분석하였다. 초기의 액체금속 

로 연릎 피복재는 316 스테인레스강올 사용하였으며 이는 높온 팽윤 특성으로 인해 

고연소도 달성이 불가능하였으며 10% 연소도 달성에 그쳤다. 그후 팽윤올 좀더 억 

제할 수 있는 D9강이 개발되었으나 결국 팽윤이 문제되어 10-15% 연소도 달성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316, D9과 같은 오스테나이토강의 피복재 개발에서 탈피하 

여 팽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마텐사이트강인 HT9 펴복채 개발로 방향올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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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르렀다. 현재 HT9강의 팽윤에 의한 연소도 한계까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FFTF에서 MOX연료를 사용하여 24% 연소도까지 조사된 실적이 었으며 30%의 연 

소도 달성도 무난하리라 예상된다[10]. 현재에는 고옹강도 및 부식 저항성이 좋으며 

조사 크리프 및 팽윤 저항성이 월동히 뛰어난 HT9강이 액체금속로의 금속연료 뿐 

만 아니라 혼합산화물연료의 피복재， 그리고 덕트. wire wrap 둥의 노십 구조재료 

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재료이다. 미국의 ALMR에서도 HT9강올 채택하고 었으며 

유럽 및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료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따라서 HT9강의 특 

성올 살펴봄으로써 피복관의 성능한계를 대신하고자 한다. 

HT9강온 3.7X 10장nlcm2의 조사량까지도 전혀 팽윤올 나타내지 않았으며 [15] 이 

러한 조사량은 미국 GE사의 PRISM 금속연료봉의 최대 목표 연소도 16%시의 피복 

관이 받는 최대 조사량인 2.8x 10낌n!cm2[161 보다도 높은 수치로서 설계 연소도까 

지 피복관 팽윤은 거의 일어나지 않올 것으로 보인다. 

(4) 소륨 공존성 
웨스팅하우스사는 HT9강에 대한 소륨 공존성 실험올 실시하였으며[17] 그 결 

과， 소륨에 의한 두께 감소는 600"( 에서 1.15μmlyr.650"(에서 3.1μ m1yr를 나타내 

었다. 이를 Arhennius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면 부식속도 R(μ m1yr)는 다옴과 같다. 

R(μm/γ)= 1 띠 x 108exp ( - 鍵) ------------------------(2) 

이러한 부식속도는 316강의 1/2 수준도 되지 않으며， PRISM의 연료 거주기간인 

4.5년올 적용하였올 때 6OO't에서는 5.2μm의 부식이 예상되며 이는 피복관 두께 

(0.많mm)의 약 0.9%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연료 건전성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복관 외벽온도는 600"(보다 낮은 온도이며， 부식작용온 시간 

의 1/2승에 비례하는 합수로써 시간이 지속됩에 따라 부식속도는 계속 감소하는 경 

향율 보인다. 따라서 실제 노내에서의 부식량은 이보다 훨씬 줄어틀어 소륨 냉각재 

의 HT9 피복관 부식은 무시할 만큼 작은 수치이다. 

(5) 피복관 크리프 
제2장에서 살펴불 바와 같이 과도상태 조건하에서의 금속연료와 HT9 피복관의 

주요 손상인자는 플레넘 압력만에 의한 피복관의 크리프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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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복관 크리똥에 의한 변형량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노내 크리프의 유발원인은 

조사효과에 의 한 출사 크리 프(irracliation creep)와 0.5Tm(융점 ) 이 상의 고온에 서 나 

타나는 열척 크리프(thermal creep)로 구별할 수 있으며 실제 노내에서는 이들간의 

복합적 효과에 의해 변형이 발생된다. HT9강의 크리포 특성[18， 19]올 요약하면 

CD 출사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며， 
@ 약 540 "C 이하의 온도에서는 옹력의 용력지수숭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그 옹 

력지수(stress exponent)는 1과 2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며， 

m 540 "C 이하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른 크리프 변형 증가는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570 "C 이상에서는 온도에 따론 크리포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570 "C 이상에서늄 열적 크리프가 활성화 됨올 알 수 었다. HT9의 크 

리프 변형올 20% 냉간가꽁한 316강과 비교해 보면 약 570 "C 이하에서는 

316강에 비해 크리프 저항성이 월둥허 좋으며 약 6OO
0C 정도까지도 316강보 

다 크리표 저항성이 좋게 나타나나 65O"C 이상이 되면 HT9강온 용력지수가 

3-7 정도까지 커져서 용력이 40 MPa 이상에서는 316강보다 훨씬 큰 변형， 

측 급격한 크리프 저항성의 약화를 나타낸다. 

Puigh는 상기의 페라이트강에 대한 실협결과률 문거로 하여 다음과 갈은 간단 

한 노내 크리프 모텔올 제안하였다. 죽， 

ê e = Be øt 0:-----------------------------(3) 

여기서 ε e는 유효 크리프 변형 (effective creep strain, %), <Þt눈 고속 중성자 조 

사량(1022rνcm2) ， oe는 유효 옹력 (MPa) ， n은 용력지수， Be는 크리표 계수로서 온도 

의 합수이다. 용력지수를 1.5라고 가정하였올 경우의 크리릎 계수는 그림 2.2.1어l 나 

타나 있다. (1)식 및 그림 2.2.1올 이용하여 노내 조건에서의 대략척인 크리프 변형 

올 계산해 보자. Pahl 풍은[2이 금속연료봉에 최악의 연료/피복관 화학적 상호작용 

(FCCD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올 때 10% 연소도 시점에서의 원주방향 용력 (hoop 

stress)은 약 98 MPa가 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원주방향 용력올 유효용력으로 변환 

하여(유효용력二0.886 0 8) (3)식에 적용하면 10% 연소도까지의 노내 크리프에 의한 

변형량은 520"C에서 0.02% , 570"C에서 0.05% , 653 "c에서 1%를 나타낸다. 이러한 원 

주방향 용력이 연소도에 따라 일정하게 중가한다고 가정하면 ALMR의 목표 연소도 

인 15%가 되면 원주방향 용력은 약 150 MPa가 되며 이률 적용하면 노내 크리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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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형량온 520'C에서 0.03%, 570 0

C 에서 0.08%, 653 oC 에서 1.8%를 나타낸다. 이 

러한 변형량은 모두 설계기준인 2% 이하률 나타내며 만일 실제의 노내조건(피복관 

온도는 고온수홀에서도 55O'C 이내이며 피복관 내부 압력용 150 MPa까지 점진적으 

로 중가)율 적용하면 그 변형량은 설계기준치보다 훨씬 작올 것으로 예상된다. 

좀더 구체적인 HT9강의 크리프 거동용 다음과 같다. 재료의 크리표 현상은 일 

정한 용도 및 압력하에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서 3단계의 크리프 과정이 존재하며， 크리프는 보통 재료의 소성변형만올 고려하므 

로 용력이 처옴 가해졌올 때 생기는 숨간변형 (instantaneous sσ없n)윤 탄성변형이므 

로 이논 고려사항이 아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제1단계 크리프(primary σeep)에서는 

변형률이 갑소하며， 제2단계의 정상상태 크리프에서는 일정한 변형률율 유지하고， 

제3단계 크리포에서는 변형률이 급격히 중가하여 파괴(rupture)에 이르게 된다. 일 

반적으로 재료는 그 수명의 대부분올 청상상태단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의 크리프효율이 구조물의 수명올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올 한다. 따라서 

일반적￡로 펴복관의 열적 크리프률 예측할 때는 정상상태 크리프만올 고려한다. 

HT9강에 대한 열적 크리프에 대한 정상상태 크리프율온 다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1]. 

낱1 (%/h끼 = 옳:; (0"- O"O)3exp ( -옳) ----------… -(4) 

여 기서 A=7.33E x 10킨 Q=l.잃eV， 0" 0 =-0.2185T+I98.178, k=8.63x 1O-5eVIK, 온 

도 T는 K, 용력온 ksi 단위이다. (4)식의 적용범위논 온도가 500 'c -60<fC , 용력은 

12.5ksi - 밍ksi 이 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조사 크리프는 중성차 조사 뿐만 아니라 재료의 팽윤에 의해 

서도 크려프가 발생하며 따라서 HT9강의 조사 크리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221. 

Ejrr = BO":φt+ DSo O"e ----------------------------(5-1) 

여기서 Eirr은 조사에 의한 유효 크리똥 변형 (effective creep strain, %), 4>t는 

고속 중성자 조사량(1 <f2nJcm2
) , 0" e는 유효 용력 (MPa) ， n윤 용력지수， B눈 조사유 

발 묘리프 계수， D는 팽율기인 크리홀 계수(swelling enhanced creep coefficient), 

50는 선형 팽윤량(%)이며， B=-2.9+9.5x 1O-3T(lO-~Pa-J.3cm2/n) ， D=6.H lO-6MPa-1
) , 

n용 1.3이다. (3)식의 적용범위는 옹도영역이 40<)"C - 궁X)'C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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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ner 둥은[23] 또 하나의 HT9강에 대한 조사 크리프 모텔올 개발하였으며 다 

음과같다. 

다(%/뼈)= 2.19 X 10- 6평 06 ------------------------(5-2) 

HT9강의 총 크리프 변형량 E tot는 조사 크리프와 열적 크리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3)식과 (2)식으로부터 다읍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A I _ _ \ L ___ / Q \ 
Eω=Ðo;c/>t+DSooe + L ~(o-oo)jexp(-~ldt --------(6) Jo kT ~ 0- oorexp ~ 꽁T) 

따라서 일반적인 HT9강의 크리프 변형량은 (4)식에 의해 계산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의 제한에 의해 일반적인 노내 조건올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적용범위를 확대하 

기 위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6) 피복관 옹력 파단 

연료봉에 대한 설계 및 안전해석올 위해서는 비정상 사고(off-nonnal event) 조 

건하에서의 연료봉 거동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기의 크리프 변형은 장기간 

의 시간율 유지하면서 일정한 용력 및 온도 조건하에서 재료의 변형올 실험한 결과 

이므로 정상상태에서의 피복판 거동올 잘 예측할 수 있지만 LOF, TOP와 같용 급 

격한 온도상숭이 예상되는 비정상 과도상태에서의 피복관 파단올 예측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즉， 일정한 온도에서의 피복관 손상거동온 옹력과 파손시간의 합수로 

써 잘 예측되나， 비정상 과도상태에서의 연료 피복관의 수명올 적절히 예측하기 위 

해 용력과 파손온도의 함수로 나타나는 실험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 및 비조 

사된 HT9 피복판올 일정한 압력￡로 가압한후 파단이 발생할 때까지 일정한 속도 

로 온도를 상숭시 키 는 용력 파단 시 험 이 FCTT (fuel cladcling transient tester)에 서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이러한 FCTT 시험결과[24， 25]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열속도가 O.56t/s - 110"C /s 범위의 과도상태 조건에서 조사된 HT9강은 

비조사된 20% 냉간가공한 316강보다 파단 강도가 작게 나타났으나， 316강올 -

조사하면 연성( duc tili ty )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비조사 및 조사된 

HT9강의 강도 및 전성은 316강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조사된 HT9강 

피복관온 316강에서 관찰되는 F AE (fuel adj acency effect) 현상이 전혀 나 

- 96 -



타나지 않는다. 

(î) HT9강의 파손강도는 조사량(1.6x 1023n/cm2)이나 온도(370-615 'C )에 거의 

영향올 받지 않는다. 다만 고용력 하에서는 약간의 조사경화 현상이 나타나 

며 온도가 700 'C 이상이고 가열속도가 5.6 'C /s 이상인 조건에서 약간의 연화 

(softening) 현상이 관찰된다. 

@ 연성의 최고점온 HT9 피복관 및 가열속도 조건에 관련없이 1ooo "C 이상의 

온도에서 일반척으로 판찰된다. 조사된 HT9강의 경육， 가열속도와 무관하게 

파단이 일어나기까지 약 8-10%의 변형올 나타낸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HT9 펴복판의 연성은 일부 줄어들지만 그 절대치는 모든 가열조건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Huang은[25] HT9강의 과도상태시 파단올 예룩하는 

Dorn 파라메타， 8를 이용한 다음과 같온 상관식융 개발하였다. 

CDF= 괴E강 + tJexp( --.&-' -------------------(7) 
0\ TQ ’r .ro...,\ RTII J 

여기서 Tn는 유지온도(hold temperature), l' 는 가얼속도， tn는 윤지시간이다‘ 

CDF가 1일 경우 파단이 발생하며， FCTT 시험에서는 윤지시간이 0 이고 윤지온도 

는 파단온도 Tf와 같으므로 돈 파라메타 8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0=(건훨 )exp( - 냉~， ---------------------------(8) \ TQ J ν\ RT,) 

돈 파라메타와 옹력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뼈= A + B ln Iln ( (1_ ) I --------------------------- (9) -- \ (1 J I 

여기서 o.눈 재료의 경도(hardness) 이다. 상수 A, B는 FCTT 실험 데이터로 

부댐 구할 수 있다. FCTT 실험 데이터로부터 최소자숭법으로 curve fitting한 각 

상수들온 다읍과 같다(1는 730 MPa, Q는 70,170 cal/mole, B는 12.47 이 며 A는 

유지온도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24.942 -0.153 TII+9.갱8 xl0 • 5 r;, T II <871 0C -------(10-1) 

{ Th -871 \ 
A=-36.1+ 1. 5 때1h|--}’~)， 871 oC< Th< lO50 oC ----(10-2) 

\ 80 J 

1050t: 이상의 유지온도에서는 A값은 포화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수값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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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후， 용력이 주어지면 (9)식에 의해 톤 파라메타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돈 파라메타를 (8)식에 대입하면 파단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가열속도， 유지 

시간， 유지온도， 돈 파라메타가 주어지면 (7)식올 이용하여 펴복관의 누적손상분윷 

CDF를 계산할 수 있다. 

다. 공정반용 

공정반옹에 의한 피복관 감육은 금속연료에서만 나타나는 umque한 문제이며 이 

에 의한 피복관 침투 속도는 스테인레스 피복재인 경우 그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동올 보인다. 온도에 따른 침투속도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26]. 즉， 온도가 

715 't 이상인 경우， 

r = exp (22.847 - 27624/η ， μm/s -------------------------------(11-1) 

이며， 온도가 1088-1233 oc 사이의 영역에서는， 

r= 922 +2.9265( T-1388) - O.21522( T-1388)2+ 0.0011338( T-1388)3 ’ μmls (11-2) 

이다. 여기서 온도 T의 단위는 K이다. 온도가 1088-1껑3 't 사이의 영역에서 급격한 

침투속도의 중가를 보이는 것온 액상과 피복재 사이에서 침투억제 효과를 나타내던 

UFe:!상의 소멸에 기인한다. 

실제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서는 최대 피복관 침투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펼요하 

며 다양한 연소도 및 피복재 종류에 관계없이 그립 2.2.2와 같은 band를 형성하며 

그 최대 침투속도는 다음과 같다[27]. 

r= exp (11. 65 -15665/π K))， μηzl s --------------------(12) 

상기의 관계식들은 연소도의 영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연소도의 영향올 

살며보자. 다읍은 U-Pu-Zr 연료와 HT9 피복재를 사용한 FBT A (fuel behavior 

test appratus) 시 험 결과 요약이 다[281. 

CD 액상 형성에 대한 문턱온도는 시험시간 및 연소도의 합수이다.5.6% 연소도 

인 경우， 액상형성에 대한 문턱온도는 1시간 유지시 740-770 'C, 7시간 유지 

시 725'C를 나타내었으며 시험시간이 오렐수록 액상형성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시험중에 계속적인 Fe의 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æ 11% 연소도인 경우， 그 문턱온도는 1시간 유지시 65O-675
0

C, 12시간 유지시 

65O-660'C를 나타내었다. 고연소도로 갈수록 공정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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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이 연료/피복관 사이로 이동하여 저융접 합금용 형성하 

기 때운이다. 

@ 피복관 침투속도는 연소도가 중가할수룩 낯제 나타났으며 이는 고 연소도 

연료봉에서 란탄계열의 핵분열생성물이 더 많이 폰재함으로써 상호확산올 

방해하는 역할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들온 모두 그림 2.2.2의 침투속도 범위에 포합되나 액상형성에 대한 

문턱온도 설정에 대한 실햄적 확인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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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거동 

앞절에서는 연료봉의 손상인자를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실제 노내에서는 이러 

한 손상인자들이 북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복관 파단에 이르기 때문에 노내 조건에서 

의 종합거동올 살펴보자. 우선 정상상태 운전융 살펴보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피 

북관의 변형량윤 고연소도 달성에 중요한 결정인자가 된다. EBR-ll 원자로에서 노 

내 조사된 U-10Zr/l-lT9 연료봉의 연소풍에 따른 변형량은 그립 2.2.3과 같으며 그 

확률론적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29]. 

ê=2.9x lQ→ 7kB~Tþ， B~14.1 --------------------(13-1) 

= 2.9 X 10-1 KB~Tþ+VO.54(B- Bo) + 1- 1. B) 14.1 ---(13-2) 

여기서 E 는 피복관 변형량(%)， Ba는 연료봉의 평균 연소도(at.%)， Tp는 기체 

플레넘의 온도(K) ， 1<.는 조사율(dpa/s X 107
) , B는 국부 연소도(at.%)이다. 이러한 관 

계식용 피복관 온도가 6OO't 이하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립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4% 연소도까지는 그 변형량은 완만한 증가 

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연소도부터는 좀 더 급격한 중가를 나타낸다. 이는 14% 연 

소도까지는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플레념 압력 증가가 변형의 주요 원인이며， 그 

이후의 연소퉁에서는 고상 핵분열생성물의 축적에 의해 연료심내의 열린기공들이 

막히게 되어 결국 FCMI에 의한 경계압력의 증가로 인해 변형량은 다소 급격한 증 

가를 나타낸다. 

PRISM 핵연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복관의 총변형량에 대한 설계기준(3% 미 

만)을 그립 2.2.3에 적용하면 20% 이상의 연소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 

균 연소도 한계를 15%, 국부 최대 연소도 한계를 20%로 설계하는 경우 그 안천 여 

유도는 충분히 크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다음은 설계기준 과도상태 및 설계기준외 사고상태에 대한 안전 여유도를 살펴 

보자. 그립 2.2.4는[3이 금속연료봉의 사고추이에 따른 피복관 온도 변화를 보여준 

다. 설계기준사고(OBA)의 경우 최대 피복관 온도는 8O()"C 미만의 온도에서 10초 

내외의 시간에서 사고가 종결되며， ATWS의 경우 850 't 미만의 온도에서 100-1000 

초 사이에서 사고가 종결됨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누적손상분율 COF률 간단한 가정하에 계산해보 

자. 주기말의 연소도(15%)에서 노내장전 기간중 발생한 FCCI를 고려하면 최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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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향 옹력은 약 150 MPa가 되며 그림 2.2.4에서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고는 펴 

복관 온도가 약 56<)"C 로 정상상태 운전중이던 금속연료 노심이 약 5초내에 800<C 로 

온도가 상승하였다가 10초 정도에서 정상온도 이하로 냉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 

자. 이 때의 공정반옹에 의한 피복관 감육은 10초 동안 800"(를 유지했다고 가정할 

때 (2)식으로부터 계산한 값은 0.523μm로써 무시할 만큼 작은 수치이며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륨에 의한 부식도 미미하기 때문에 원주방향 용력의 증가에 별 

영향올 미치지 않올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7)-00)식으로부터 계산한 CDF는 

0.4 X 10-6이며 설계기준사고시의 CDF 설계기준 제한치인 0.2 보다 훨씬 작은 수치 

이며 충분히 큰 안전여유도가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노내 조건에서의 안전성시험 결과를 보면 [31], 11% 연소된 금속연 

료봉올 사용하여 EBR-II에서의 LOF를 가상한 사고(피복관 온도가 630"(로 정상상 

태 운전후 40초 동안 780"(로 온도가 상승하였다가 80초 동안 냉각) 시험이 

WPF( whole pin furnace)를 이 용하여 실 시 되 었으며 그 결과 연료봉 손상은 발생 하 

지 않았으며 최고 온퉁점에서의 LIFE-METAL 코드로 계산한 CDF는 0.03으로 나 

타났다. 이‘ 값 또한 셜계기준치보다 10배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설계 연소도를 15%라고 가정할 때의 청상상태 조건 및 최악의 설계기준 

사고 조건에서도 연료의 건전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있 

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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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금속연료는 국부손상Uocal faults)이 발생하더라도 그 운전성온 양j홀할 것 

으로 예상된다[32， 331 국부손상이란 원자로의 정상상태 가동중에 제조결합이나 국 

부적인 열기계적 조건에 의해 단일 집합체에서 발생하는 손상올 말한다. 금속연료 

인 경우 그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제조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극허 작으며 비록 국부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전출력으로 계속 운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 금속연료/소륨 간의 화학적 반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므로 꽁존성이 좋다. 

@ 금속연료는 열전도도가 뛰어나므로 연료중심 온도가 낮고 고온수로(hot 

spot) 온도가 낮게 분포한다. 

@ 낮은 회석밀도(약 75%), 열련 기공 특성으로 연료/피복관 접촉 이후에도 피 

복관에 작용하는 용력온 매우 낮게 유지되므로 고연소도에서의 연료봉 손상 

요인은 거의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플레넘의 압력중가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중인 연료봉의 수명 예측이 수월하다. 

3. 쩔째기준외 사고상태 
환 절에서는 설계기준외 사고 축， ATWS 사고시의 노심 안전성율 살펴보고， 이 

사고 조건에서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며， 피복관 파단후의 계속운전성 (RBCB)과 

노심의 고유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올 하는 연료의 축방향 팽창거동올 살펴본다. 또 

한 ATWS시 금속연료의 거동올 평가하기 위한 TREAT 시험과 금속연료 노심의 

고유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한 EßR-II를 이용한 원자로 실중시험에 대한 결과를 논 

의해 보고자 한다. 

가."노심의 ATWS 거동 평가 
기폰의 산화물핵연률 노심과 비교한 금속핵연료 노심의 안전성은 사고시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직 노십 자체에서 생기는 반용도 궤환효과에만 의 

폰한 노심거동올 보여주는 ATWS 사고해석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적인 노심의 물리적 특성안을 고려한다면， 금속 핵연료률 장전한 노심의 

특성온 산화물 핵연료 노심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 

면， 금속 핵연료 노심내의 중성자 스펙트럼 hardening에 의한 도플러 효과의 감소 

와， 동시에 냉각재 기포 반용도가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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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명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어떤 가상 사고하에서의 원자로의 반용은 

비단 위에서 거론한 가시적인 궈l환효과 이외에도 이들과 연계된 핵연료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용하여 최종적인 원자로 상태를 결청하게 된다. 따라서 정적인 상태 

에서의 단순한 이들간의 비교는 무의미하고， 동적인 원자로의 종합적 반용올 살펴 

보는 것이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이다. 

금속 핵연료의 여러 물리적 특성 중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루목 해야할 특 

성온 그것의 높은 열전도도이다. 더욱이， 쯤속 핵연료는 냉각재인 소품과 화학적 공 

존성을 가지고 따라서 핵연료봉은 피복판내에 채워진 소륨속에 잠겨 있으므로 핵연 

료와 피북판 사이를 헬륨 풍의 가스를 채우는 산화물 핵연료에 비해 전체 열전도도 

는 약 10배 이상 커진다. 이러한 높은 열전도도로 인하여 금속 핵연료의 표면온도 

는 산화물 핵연료와 비교해 크게 낮으며 핵연료 소결체내의 온도구배도 상대적으 

로 작다. 그러므로 정상 운전시 금속 핵연료의 온도는 산화불 핵연료에 비해 훨씬 

낮으며 핵연료내에 촉적되는 열도 크게 감소된다. 또한 금속 핵연료는 어떠한 사고 

상황에서도 잔열수준으로 출력감소시에 극복해야 할 양의 도플러 효과를 크게 감소 

시킴으로써 방호(protected) 사고시에는， 원자로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제어 

요구량이 감소하며， 비방호( unprotected) 사고시에는 시스댐의 온도중가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금속 빽연료의 고유 특성은 청적인 상태에서의 도플러 효과 감소와 

냉각재 기포 반용도가의 중가에도 불구하고 왼자로의 비정상상태 또는 보다 심각한 

가상 사고시에 더 이상의 사고 전개나 중대한 영향을 억제하여 원자로를 본래의 상 

태로 되돌리려는 매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금속 핵연료 노심의 

안전상 큰 장점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산화물 핵연흉 노심에서는 노심 

용융기인사고로 여겨지는 ATWS , 그 중에서 특히 ULOF (unprotected 

loss-of-flow) 사고는 피동적 안전성에 의하여 초기단계에서 종식된다. 

ATWS 사고는 비록 설계기준 (design basis) 사고로는 분류퇴지 않지만 전통적 

으로 액체금속로 인준을 위한 격납용기 요건 (containment requirements) 올 결정 

하고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올 해 왔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올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한 한 예로서 3500 MWt 출력올 갖 

는 풀(pooI) 형 액체금속로에 금속과 산화물 핵연료를 각각 장전하여 ATWS 사고 

시의 원자로 거동올 비교평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여러 가능한 가상 비방호 사고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사고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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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고로 해석하고 있다. 

- ULOF (unprotected loss-of-flow accident) , 

- UTOP (unprotected πansient overpower accident) , 

- ULOHS (unprotected loss-of-heat-sink accident). 

이때 물론 이들 사고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모톤 방호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첫 번째의 가상 ULOF 사고는 모툰 외부 전력완의 차단에 의한 1차， 2차， 그리 

고 순환수 펌프까지도 작동하지 않눈 것용 가정한다. 게다가， 원자로의 긴급정지 시 

스템까지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출력용 오로지 자체의 반 

용도 궤환효과의 반용에 의해서만 변하게 된다. 1차 및 2차 계통 펌프는 그툴의 관 

성적 특성， 즉 각각 8초와 6초의 휴량반감시간， 에 따라서 냉각재 유량올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시에， 노십내의 냉각재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륨의 출구온도는 중 

가한다. 이 온도중가는 다시 소률의 밀도를 감소시켜 냉각재 기포 반용도 궤환효과 

에 의한 양의 반용도룰 가져오고 동시에 노십 상단부 팽창으로 노심내의 핵물질 밀 

도률 감소시켜 음의 반용도를 가져온다. 이 두 효과의 합인 순 반용도 (net 

reactivity) 는 옴의 값윷 가지므로 원자로의 출력용 떨어지며， 따라서 핵연료의 냉 

각에 의한 양의 s-플러 효과가 생긴다. 핵연료와 피복관의 열적 팽창은 뇨:심내의 

실질적인 핵연료 밀도를 감소시키므로 읍의 반용도를 가져온다. 이때 핵연료는 약 

간의 조사후에는 피복관내에 갇히게 되므로 핵연료의 팽창은 피복관 내에서의 수직 

팽창만이 귀l환훌과로서 영향올 미친다. 그리고 이미 가열된 소륨이 제어봉 상단부 

에 도달하면 이 부분의 열적 팽창으로 제어봉 자체가 노심에 삽입되는 효과를 가져 

오케 되므로 음의 반용도를 준다. 

산화물 핵연료의 경우 그림 2.2.57r 보여 주듯이 비록 이 모든 례환효과의 합이 

읍의 값올 갖지만， 출력감소가 냉작재 유량감소률 따라 잡기에눈 역부족으므로 산 

화물 핵연료률 장전한 농심의 경우 사고발생 56초 후에 냉각재 비둥 (그림 2.2.7) 

이 일어나게 되고 사고늄 노심용융사고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금속 핵연료의 경우에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뛰어난 열전도도가 정상 

상태시 핵연료 온도와 소륨 냉각재의 온도차는 약 200 t: 정도로 산화물 핵연료의 
경우보다 훨씬 작아 출력감소시에 생기는 양의 도플러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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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출력감소는 핵연료 온도를 냉각재 온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 

므로， 출력감소를 막는 양의 도플러 효과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진다. 따라서， 끔 

속 핵연료의 경우에는 가장 고온의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의 냉각채 비둥올 막올 수 

있도록 출력감소가 충분히 빠르고， 이때 냉각재 비풍까지의 여유 용도는 150.C 나 

된다 (그림 2.2.7). 

다음으로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사고는 제 어 봉 하나의 불의 

의 인출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역시 원자로의 긴급청지 시스템까지포 작동하지 않 

는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이때 노심내 반용도 중가로 인한 출력상송에 따라 핵연료 

와 냉각재 온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사고의 진행은 사고에 의해 노심에 가해 

진 반용도의 양， 정상상태보다 높은 출력과 온도하에서 생기는 궤환효과의 양， 그리 

고 높은 출력올 처리할 수 있는 노심이외의 나머지 시스템의 용량에 의해 결정된 

다. 여기서 증기발생기는 정상적￡로 작통한다고 가정하므로 정상출력에 해당하는 

열은 제거되지만 사고로 발생되는 잉여출력온 2차 계통 냉각재의 회귀온도를 높이 

고， 따라서 1차 계통 냉각재의 온도 역시 올라가게 된다. 이때， 앞에서 살펴본 

ULOF 사고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체 궤환효과에 의한 반용도늄 음의 값올 가지므 

로 제어봉 인출에 의해 가해진 반용도와 대치하고， 출력은 시스템 전체의 적절한 

열제거 발란스가 맞도록 자체 조절된다. 따라서 노심의 출력은 증가되어， 결국 전체 

시스템은 정상운전시 보다 높은 용도와 출력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표2.2.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핵연료 온도 증가는 금속과 산화물 핵연료에서 각각 6()"C와 80 

℃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 용융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속 핵연료 노심의 

경우에도， 핵연료 용용까지의 여유는 약 380.C 정도로 더 이상의 노심용용 사고로 

까지의 사고전개 가능성은 없다. 뚱한 금속 핵연료 표면온도 역시 항상 7l5.C 미만 

으로 공융 (eutec디c)이 생길 위험은 없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돗이 금속과 산화물 핵연료에서 이 사고에서 기인한 온도 

중가는 별로 크지 않다. 여기서 노심용용올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온 오직 하나의 

체어봉 인출이라는 사실과 낮용 제어봉 반웅도가이다. 따라서 여러 불확실성올 고 

려하여 제어봉의 여유를 중가시킬 경우 인출시의 반용도가와 온도증가는 위의 계산 

결과에서 보다 커질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0.10$ 의 제어봉 인출 반용 

도는 현재 산화물올 연료로 하는 유럽형 노섬에서의 값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라는 

컷이다. 금속 핵연료 노심설계에서는 높은 내부전환성올 활용하여 연소특성 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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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성능올 희생하지 않고 연소반용도롤 작게하여 잉여반용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 

하다. 연소반용도를 거의 영에 가캅게 하는 경우 핵설계시의 불확실성과 운전여유， 

똥한 핵연료 제조시의 불확실성 풍에 의한 전체 잉여반용도운 약 3$ 가 된다. 따라 

서 제어봉 수가 적은 소형로에서도 체어봉 1개의 반용도를 0.5$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속 핵연료 노심에서는 비방호 과출력 사고시 불의로 삽입되는 

반용도를 매우 작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금송 핵연릎 노심에서 더욱 큰 외부 

반용도 값이 가해 진다면， 이 금속 핵연료 노심의 작은 도플러 효과와 큰 냉각재 

기포 반용도가늄 위에서 살펴 본 경우의 결과 보다는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2.2.1 비방어 과출력 사고시 산화물 및 금속 핵연료 
노심의 거동 비교 

산화물노심 그소 노심 
I그 .., 

원자로 상태 주기초 주기말 

연료봉 인출 반용도 

비슐($/8) +0.005 +0.005 
값($) +0.10 +0.11 

첨두출력 (P IPo) 1. 08 1. 17 
최대 냉각재 온도 상승 ( .C ) 18 40 
최대 연료 용도 상승 ( .C) 80 60 

’연료 용융 마진 ( .C) 780 380 

마지 막으로 ULOHS (unprotected loss-of-heat-sink) 사고는 모든 증기 발생 기 의 

열제거능력 상실올 가정한다. 그러나 l차 및 2차 펌프는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긴급정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노심의 출력변화는 오로지 

노심 자체에서 생기는 반용도 궤환효과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핵분 

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오직 잔열수준의 출력만이 노심내에서 발생하여 이 잔 

열 발생량과 잔열제거 시스템의 놓력과 평형올 이루는 점까지 시스템 온도가 증가 

하게 되므로 사고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아래의 그림 2.2.8은 금속과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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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에서 냉각재의 입구 및 출구의 최고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속 핵연료의 경우 높은 열전도도에 의한 보다 유리한 도플 

러 궈l환효과가 보다 빠른 출력감소와 보다 낮은 온도로의 평형상태를 가져온다. 이 

사고이후의 온도증가량은 자체의 궤환효과만으로 두가지 노심에서 모두 냉각재 비 

퉁 온도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값올 갖는다. 이때 가장 유용한 요인은 소륨 입구 

온도 증가에 따른 집합체 지지 구조물 (grid plate) 의 열적 팽창에 의한 음의 반옹 

도 궤환효과이다. 그리고 제어봉 상단부의 열적 팽창은 사고이후 20분 이내에 음의 

반용도를 가져오는데， 이 효과는 원자로 용기 (vessel) 의 열적 팽창， 즉 제어봉올 

상대적으로 인출하는 효과에 의해서 크게 감소된다. 산화물 노심에서 온도감소에 

의한 양의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조물 손상올 배제할 수 없는 높은 

온도의 평형상태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고진행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매우 느리므로 산화물 노심에서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금속 핵연료 노심은 자체의 특성 만으로 산화물 

노심에 비해 훨씬 낮은 평형 온도를 가지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거통올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ξ로， 금속 핵연료는 산화물 핵연료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열전도도 

를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은 금속 핵연료의 정상 상태에서의 운전온도와 핵연료내에 

축적되는 열올 크게 낮춘다. 게다가 이 낮은 온도는 첫가동시에 극복해야 할 도플 

러 효과를 낮추고， 이는 요구되는 제어 요구량과 출력감소에 따른 양의 반옹도 효 

과 역시 감소시킨다.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대표적인 가상 비방호 사고시에 금속 핵연료가 훨씬 우수 

한 안전성올 가지는 것으로 나타녔다. ULOF나 ULOHS 사고시에는， 금속 핵연료를 

장전한 노심이 산화물 노심에 비해 냉각재 비퉁이나 구조물 손상을 배제할 수 있는 

훨씬 큰 여유를 갖는다. 따라서， 금속 핵연료에만 국한된 문제인 공융 침투 

Ceute다ic penetrations) 는 생기지 않고 따라서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문제도 유발 

하지 않올 것이다. 물론 설계자가 이러한 사고상황하에서도 냉각재 비등이나 노섬 

용융올 배제한 노심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금속 핵연료가 유일한 대체 핵연료는 아 

니지만， 금속 핵연료 자체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사고억제 요인틀올 제공하 

므로서 설계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설계요건올 만들어 줄 수 었다. 물론， 불의의 제 

어봉 인출과 같은 UTOP 사고의 경우에는 금속 핵연료는 산화물 핵연료에 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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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불리한 입장이지만 급휴 핵연료 노섬 자체에서 생기늄 궤환효과들은 다른 어떠 

한 보다 심각한 사고로의 진행올 막기에 충분하다. 

J ‘ 111 -



0.50 

0.25 

000 (8) 

갚
〉
;
u
m
@
@
 

-0 .25 

60 50 40 30 

Time (sec) 

20 10 

-050 

-0 75 '-------
o 

2.2.5 비방호냉각채상실사고 (ULOF)시 산화물연료 노심의 반용도 변화 

~ --10 

혀~ ~ 1------
.... ‘"""‘ 

-II'!I-R.dε .. ------. 
r--、‘•- .... 

-‘-CROl.&:p 
-..-Oc양‘~ 

뉴- -‘-..... 
-.-Co혀"" 

‘ l i 

0.00 

0.50 

0.25 

-0 .25 

-0 .50 

(”) 
갇
〉
P
Q
a
@
α
 

그립 

100 80 40 60 

Time (seC) 

20 
셔075 

o 

금속연료 노심의 반용도 변화 2.2.6 비방호냉각재상실사고 (ULOF)시 

- 112 -

그립 



F\ 
k、「 ........ 

------ι 

/ 
ι~ 

/ 
/ 

극l숱뿔 /→J_~ j 

1100 

1000 

600 

900 

800 

700 

(0·) 

g
g
m
』
@
Q
E
@←
i
t
@
-
。
。
。

100 80 40 60 

Time (sec) 

20 
500 

o 

2.2.7 비방호냉각재상실사고 (ULOF)^l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노심의 최고 

변화 

“ 

갑= 뉴-→ ~ 

~ 
‘톨-뼈혔빼.tn\e앉 

~OJCI빼 • .1뻐혀 

-‘-MobJl.~ 니 17' -‘..-Oxldo.Cor정 
-용-훌렸ur훌월Q엔 

온도 냉각재 

1200 

1000 

800 

600 

400 

(
O。 ) 
@
』
긍
@
」
&
E
@
I
F
 

E
E
。
。
Q

그림 

3000 2500 2000 1500 

Time (sec) 

1000 500 
200 

o 

그립 2.2.8 비방호냉각재상실사고 (ULOF)시 산화물 및 금속핵연료 노심의 최고 

변화 온도 

- 113 -

냉각재 



나. ATWS 사고시의 연료봉 안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TWS 사고시에도 끔속연료의 용융은 발생하지 않으 

나 혼합산화물연료의 경우는 ULOF 사고시 연료용융이 발생하여 연료봉의 급격한 

손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립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연료 노심의 ATWS 사고논 그 지속시간이 

설계기준 사고에 비해 수십배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펴복관 크리프와 더불어 꽁정 

반용이 연료봉 손상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850"C에서 5분동안 사고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앞서 논의된 공정반용속도식을 핵용하면 펴복판 감육온 약 0.03mm로써 

PRISM 피복관 두께(O.56mm)의 약 5.4%에 불과하다. 

ATWS 사고시의 금속연료봉 건전성올 평가하기 위한 ANL의 WPF 실험결과 

[3이 820"C에서의 파단시간은 68-146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ATWS 사고 

진행이 피복판 최대온도 않O"C 미만에서 최대 지속시간이 5분 이내에서 종결되는 

점으로 보아 설계기준외사고인 ATWS시에도 연료봉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 

으로 예상된다. 

아래에 서술된 EBR-ll률 이용한 ATWS 실종시험에서도 연료봉의 건전성온 그 

대로 휴지되었으며 상기의 ‘ATWS시에도 연료봉 건전성 유지’에 대한 해석결과를 

완전히 중명해주고 있다. 

다. 피복판 파단후 계속운전성(RBCB) 

(1) 금속연료의 RBCB 거동[34， 35] 

RBCB (Run Beyond Cladding Breach) 실 혐 이 미 국의 EBR-II 실험 로에 서 

U-Fs, U-Zr, U-Pu-Zr 연료와 316SS강， D9, HT9 피복판올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혐의 목적은 피복관 파단 이후의 운전에서도 금속연료의 노내 거동이 양 

호함을 확인하고 헥분열기체방출， 지발중성자 방사， 파단연료봉으로부터의 연료물질 

의 거동 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료봉의 EOUEnd-of-Life) 에후의 피복관 거동올 모사하기 위해 기조사된 피 

복판의 한 부위들 30 - 40llm 두께로 짝아내었다. 이 연료봉올 노심에 장전하고 얼 

마지나지 않아서 앓아진 부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파단은 핵분열기체 

및 지발중성자 신호에 의해 즉각 원자로 감시계통에 전달된다. 이러한 신호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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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은 분드 소륨이 파손부위를 통해 방출되면 이와 동시에 짧윤 지발중성자 

신호가 나타난다. 본드 나트륨의 방출후 지발중성자 선행자의 파단 부위로의 이동 

윤 급격히 감소하여 냉각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이 붕피되어버린다. 상당 

량의 l퍼Cs이 충진 소륨과 함께 냉각재 내로 누출되며 이에 따라 냉각재의 방사능 

준위가 증가하게 된다. 

조사시험 전에 이미 연료봉내에 끊여었던 대부분의 장반감기 핵분열기체는 펴복 

관 파단이 발생한 직후에 방출되기 시작하여 봉내의 감압현상올 야기시킨다. 장기 

간의 이러한 기체방출은 RBCB 운전중에 생산된 핵분열기체의 동위원소롤 측정함 

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RBCB 운전중에는 봉내압력이 감소하며 또한 금속연료/소륨 반용이 없으며 금 

속연료 자체가 피복판에 옹력올 가하지 않으므로 FCMI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테나이트와 같은 고팽윤 피복관이 받는 용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피복관이 파단된 상태로 100 - 200일 청도로 계속 운전하더라도 그 

파단 크기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HT-9 피복관은 오스테나이트강과 유사한 거동 

올 보였으나 파단 부위에서 균열의 크기가 약간 더 커진 현상올 나타내었다. 이는 

닫힌 기공내에 포획된 핵분열기체에 의한 약간의 FCMI 현상때문￡로 추정된다. 이 

러한 포획훤 기체는 연료의 팽윤율 야기하여 파단부위에서 연료가 약간 팽윤하였으 

나 150일간의 RBCB 운전이후에도 파단부위를 통과하여 나용 핵연료는 없었다. 

충진 소륨이 파단부위를 통해 빠져나감에 따라 닫힌 기공내에 있던 핵분열기체 

의 팽창에 의해 소륨이 침투되어 있던 열린 기공이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연료심 

의 열전도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상송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상숭 효과는 회토류 핵 

분열생성물이 연료심 표면으로 이동하는 현상율 촉진시키게 되어 FCCI를 중가시킨 

다~. 150-200일 동안의 RBCB 훈전후， 회토류의 펴복관 침투깊이는 이와 유사한 연 

소도， 피복판 온도 조건에서의 파단되지 않은 연료봉에서보다 약 2배 정도로 중가 

하였다. 이는 또한 회토류가 FCCI에 중대한 영향율 미친다는 증거이다. 

(2) 혼합산화물연훌의 RBCB 거동 

Bottcher 둥온[36] 혼합산화물띤료의 RBCB 시험결과， 피복관 파단후에도 혼합 

산화물연료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으며 피복판 파단후 약 100여일 홍안 계속운 

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혼합산화물연료는 소륨에 

- 115 -



노출되면 Na:M04 형태의 반용부산물이 발생하여 핵연료의 중심온도를 약간 상승시 

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라. 연료 용융거동 

금속연료 농심의 연료용용은 앓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TWS 사고시에도 일 

어나지 않￡나 그 확률론적 가눔성은 폰재하기 마련이다. 1985년훌부터 ANL온 금 

속연료의 ATWS 거동에 대한 실험자료를 획득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연소도 및 여 

러 종류의 연료/피복관 조건에서의 연료와 피복관의 거동올 연구하기 위하여 

TREAT에서의 안전성시햄 [9， 37, 38]올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올 M-^l 리즈로 명 

명하고 M2부터 M7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빛 해석온 다음과 같다. 

끔속연료는 열전도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피복관 첨두온도는 연료봉 상단에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손상부위도 연료봉 상단에서 일어난다. 연료/피복판의 경계온 

도가 공정침투가 급격히 발생하는 1077't를 넘지 않으면 공정반용에 의한 피복관 

손상은 미미하다. 연료/펴복판의 경계온도가 1077't가 되는 조건은 대체적으로 과출 

력이정상상태 출력보다 약 4배 정도 높올 때이다. 따라서 출력이 정상상태보다 약 

4배 정도인 조건에서 U-Pu-Zr 연료봉은 파단되었오며， U-Zr 연릎봉인 경우 융점 

이 3훤계보다 100"C 이상 높기 때문에 피복관 감육시점이 지연되어 가해진 과출력 

이 정상상태의 4.8배에서 연료봉 파손이 발생하였다. 

과도상태에서의 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반용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심의 고유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올 한다. U-lOZr 연료의 경우 파단 직전의 축방향 팽창은 약 

3%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열팽창에 의한 팽창량 1%보다 큰 값이다. 똥한 금속연료 

는 연소도와는 무판한 축방향 신장률올 나타내었다. 조사된 연료인 경우， 조사중에 

연료 내부에 갇혀 있던 헥분열기체가 연료용융에 따라 팽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신연료인 경우 용융연료와 혼합된 충진 소륨이 비퉁하여 연료 팽창올 야기한 

다. 또한 금속연료는 용융。l 발생하기 전에 꽁청반용이 먼저 발생하므로 이때 발생 

한 꽁청물은 연료/피복관 사이의 마찰력올 줄이는 융활유 역할올 하게 되어 축방향 

팽창융 촉진하게 되고 음의 반용도 삽입효과를 나타낸다. 

피복관 파손후의 사고진행은 급작스런 연료분산， 급격한 냉각재 비둥， 부분적인 

유량 막힘 (flow blockage)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진행은 연료의 종류에 관 

계없이 유사한 거동올 보였다. 모둔 경우에서 피복판 파단후 냉각재 입구에서 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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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고 일시적인 냉각재 효룹의 역류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압력파는 2 MPa 이하 

로 미소하였으며 이는 손상 연료봉의 플레넘 압력과 관련이 있으며 곧바로 10% 이 

하로 감쇠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연료심의 약 1/2이 연료봉 상부의 파손부위를 통해 

냉각채내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누출량은 파단후 연료봉의 감압량에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셔 연료분출은 훌획되어 었던 핵분열기체의 팽창 및 연료 

섬내에 침투되어 었던 소륨의 급작스런 비둥에 기언한 팽창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 

한 급속연료의 연료분산 륙생으로 인해 추가척인 반용도 감소가 예상되며， 연료의 

냉작채 내료의 누출후에는 금속연료는 융점이 낮고 열축적이 착아서 쉽게 냉각되는 

안전특성올 나타낸다. 

마. EBR-IT 고유안전성 실증시험 [39， 4이 

1986년에 금속연료 노심의 EBR-II를 이용한 ULOF, ULOHS 두가지 경우의 

ATWS 사고에 대한 실중시협이 실시되었으며 원자로 자체가 스스로 안전하게 정 

지하는 놀라운 결과흘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에서 원자로는 옴의 반용도 작용에 의 

해 스￡로 정지하였으며 측청됨 과도온뚱 및 평형온도가 연료 건전성 및 원자로 안 

전올 위한 온도보다 낮온 온도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시험은 IFR 발전소에서 모톤 천원이 상실되었올 경우의 원자로 거동올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용량 경수로의 경우 모든 전원이 상실되면 노심올 냉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비상계통이 작동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계통은 원자 

로를 정지시키기 위한 제어봉 계통이다. EBR-II 시험에서논 제어봉계통올 인위적으 

로 작동시키지 않고 모톤 냉각재 펌프가 가동 청지되고 어떠한 안전계통도 작동하 

지 않도록 하였다. 운전원이나 모든 안전계퉁이 작동하지 않았옴에도 불구하고 

EBR-II는 어떠한 노심 손상도 입히지 않혼 상태에서 그야말로 회동적으로 스즈: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놀랄만한 결과률 냐타내었다. 온도가 종가하였으나 이에 뒤이온 

피동적인 옵의 반용도 삽입에 의해 원자로가 아무런 손상없이 안전하게 정지하는 

역할율 하였다. 이룰 가능케 한 것온 급속연료의 특정 때문이다. 열전도도가 좋은 

금속연료는 냉각재와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작은 도플러 궤환 반용도를 

가진다. 그 결과 출력이 낮아짐에 따라 연료온도가 낮아지면 아주 작용 양의 반용 

도만이 삽입된다. 그러나 냉각재 온도 상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의 반용도 궤 

환에 의해 급격한 출력감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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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II에서의 두 번째 시험은 원자로에서 열올 제거할 수 있는 기능올 상실했 

올 경우의 사고 실증시험이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경수로에서 발생하고 원자로 

가 정지하지 않으면 노섬은 심각한 과열상태에 빠지게 된다. EBR-II에서 천출력 운 

전시 l차계통에 대한 열제거 기능을 상실하고 원자로가 트립되지 않았을 때 냉각재 

온도 상승윤 5O'C 미만이었으며 원자로는 펴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실험에서 상기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으며 시험후 EBR-II의 

안전성이나 운전에 아무런 악영향도 없었다. 따라서 금속연료 노심의 액체금속로는 

비상전력， 안전계통， 운전원 개입 둥이 필요없는 고유안전성이 실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안전성 종합 
금속연료봉에 대한 연료용융 피복관 변형량， 공정반용에 대한 설계기준올 바탕 

￡로 간략한 건전성 해석 및 실험결과를 고찰하고 혼합산화물연료봉의 거동과 비교 

평가 하였다. 정상상태의 건전성 평가 결과 금속연료봉의 15% 연소도까지는 충분한 

여유도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안전여유도를 고려한 20% 연소도 달성도 가능하 

리라 전망된다. 또한 국부적인 연료봉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소륨과의 공존성이 좋 

고 용도분포가 낮아 그 계속운전성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상태 분석결과， 

DBA는 물론 ATWS 사고조건에서도 금속연료봉의 손상없이， 원자로는 피동적인 

안전특성에 의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속연료의 고유안전성 특성 

은 높온 열전도도 및 낮은 축적에너지를 갖기 때문이다. 

혼합산화물연료의 안전성 또한 그 중성자 스펙트럼이 금속연료에 비해 soft하기 

때문에 도플러 반웅도계수가 커서 UTOP와 같은 과출력 사고시에 쉽게 노심이 안 

정되는 피동안전성 특성올 나타낸다. 그러나 ULOF 사고시에는 냉각재 비둥이 일어 

날 수 있으며， 핵연료 용융까지 사고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용융된 산화물 

연료는 그 축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복관의 파손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냉각재 

유로에 큰 열충격을 가할 가놓성이 크다. 또한 피복관 파단후에는 용융 산화물연료 

와 소륨의 반용으로 인해 RBCB 운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룹속연료봉의 CDF 증가요인요로는 고연소도 시점의 정상상태조건에서는 고상 

핵분열생성물이 상호연결된 기공을 서서히 막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FCMI 현상이 

며， DBA 사고조건에서는 피복관의 크리프 현상， ATWS 사고조건에서는 피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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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와 공정반용이다. 금속연료봉에 대한 FCMI 현상은 18%의 연소도에서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제2장 참조} 결국 주흉 손상인자는 플레념 압 

력에 의한 피복관 크리릎와 공정반용으로 압축된다. 피복재의 크리프강도 개선노력 

으로는 현재 ANL에서는 HT9의 고온강도를 보완한 HT-9M올 개발중에 있으며 일 

혼의 CRffiPI에서는 산화물을 분산강화하여(ODS) 고용강도률 증가시킨 

12Cr-8Mo-Y zÛ3 페라이트 피복재[41]률 개발하고 있다. 꽁정반용윷 차단하기 위한 

노력g로는 ANL에서눈 바나륨올[421 ， CRIEPI에서는 지르칼로이를[43] 피복관 내 벽 

에 앓게 입히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HT9 피복관으로도 충분한 안전 여 

유도가 중명되고 있지만 이와 같용 고온 크리프 강도와 공정반융올 보완하는 연구 

개발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그 만큼 더 큰 안전성올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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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섬 핵특성 분석 

국내개발 후보노형으로 선정된 릎랑스의 Super Phenix, 미국의 PRISM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및 일본의 \1DP(Modular Double P。이)형 원자 

로의 3개 원자로심올 참조로 하여 노심핵설계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노심의 핵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기폰 경수형로의 후속기로서의 필수우비조건인 고 

유안전성 확보률 위한 노심설계방안올 고찰하고 또한 3개 노형올 기본으로 설계된 

노심설계모텔에 대하여 고유안전성 좋건올 비교，분석하였다. 

그립 2.3.1은 노심 특성율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 노형별로 수행한 총 4개의 

노심 핵설계모델올 보여주고 있다. 출력규모로는 국내 액체끔속로 개발대상노형의 

규모로서 고려되고 있는 전기출력 150 \1We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발전소의 열효 

용올 현재 개발중인 액체금속로들의 경우보다 약간 높용 40%로 설정함에 따라 노 

심의 열출력은 375 MWt이다. 끔속핵연료노심의 경우에눈 PRISM형의 비균질노심 

(MT-HT) 모텔， MDP형의 균질노심(MT-HM) 모텔 및 MDP형의 2원합금핵연료사 

용 균질노심(MT-HM) 모델의 3개를 대상모델로 선정하였다. MOX핵연료노심의 

경우에는 Super Phenix형의 균질뇨二심 (MX-H.M)모텔과 PRISM형의 비균질노심 

(MX-HT) 모댈의 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핵연료노심의 경우 중성자 유효중배계수 kerf 

값이 1.00 - 1.07 사이의 범위에서 구하여졌으며 MOX 핵연료사용 비균질노심의 경 

우 keff 값은 1.088 , 균질노심의 경우 1.012로 나타났다. 각 노심모텔별로 영역별 출 

력분율올 비교하여 보면， 비균질노심모텔에서는 상대적으로 블량캘 영역의 출력분 

율이 크며， 내부 블랑캘 영역의 출력분율도 상당한 크기를 갖는다. 출력분포 특성올 

비교하여 보면， 전 노심모델툴의 power peaking factor 값틀이 1.40 - 1.79 의 범위 

의 값올 가지고 있다. 

최대 선출력밀도 값올 비교하여 보면 노싣설계모델들 모두 설계제한값인 450 

W/cm 이하를 만족하고 있다. 금속핵연료사용 균질노심(MT-HM)이 다른 노심모 

텔들과 비교하여 출력밀도와 최대 선형출력밀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큰 핵연료집합체 수에 기인한다. 

노심의 팽창효과에 따른 반용도 변화는 사용 핵연료에 따라서는 크게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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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노심의 구조에 따라 상당히 변하는 것올 볼 수가 있다. 도플러 반용도 변화는 

팽창효과의 경우와는 달리 노심 구조에는 큰 영향올 받지 않으며， 사용 핵연료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록， 금속핵연료사용 노심의 경우에는 핵연료에서의 

Doppler 효과에 의한 반용도 변화량이 약 700 pcm 내외 정도인 반면에 MOX 핵연 

릎사용 노심의 경우에는 1,500 pcm 내외이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사용핵연료의 

조성에 따른 물성 특성과 이에 따른 노심 상태의 기준온도변화의 복합척인 차이에 

기인한다. 끔속핵연료를 사용하는 놓심들에서 이들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우선 3 

원합금핵연료를 사용하는 MDP행 균질노심(MT-HM)의 경우가 PRISM형 비균질노 

심(MT-HT)의 경우보다 그 반용물 변화량이 크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pu의 농 

축도에 기인한다. 한편 3원합금 핵연료사용의 MDP형 균질노심과 2원합금핵연료사 

용 MDP형 균질노심올 비교하여 보면 핵연료심내 핵분열성물질의 농축도가 낮은 

U의 2원합금핵연료의 경우가 오히려 그 변화량의 크기가 작은데， 이는 양 노심에서 

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속핵연료사용 노심에서는 음의 반용도 

효과를 갖는 노심팽창효과가 상대적￡로 크다. 따라서， 불숙핵연료 사용 노심에서는 

과도 현상시 노심팽창효과가 노심의 안정적인 노정지 제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한다. 

각 노심모텔별로 6개의 체어봉이 모두 노내 삽입될 경우의 총 반용도가는 균질 

노심의 경우에는 사용 핵연료에 관계없이 10,390 pcm 이상으로 구하여졌다. 일반 

적으로 균질노심에서의 연소반용도 감소량올 5，α)() pcm정도라고 하면， 제어봉 필요 

반옹도가 설계기준값은 약 10，α)() pcm 내외가 된다. 따라서， 균질노심모댈들에서 

구하여진 제어봉 반용도가는 설계기준값올 만족하고 있다. 

각 노심모텔별 최대 나트륨 void 반용도가는 230 - 914 pcm 정도로서 대형 액 

체곰속로심인 Super Phenix의 2，많)() - 3，α)() pcrn과 비교하여 매우 작음올 알 수가 

있다. 최대 나트륨 void 반용도는 금속핵연료노심의 경우가 MOX핵연료노심의 경우 

보다 상대척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 대상 노심모델들의 노심 크기 

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MOX 핵연료 사용 비균질노심(MX-HT)와 균질노심 

(MX-HM)의 노심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노심 반경이 각각 77 crn와 65 crn로서 

비균질노심이 크다. 동일한 출력 규모를 가정한 노심의 크기는 노심 핵연료 영역 

내부에 블랑켈영역올 배치하는 비균질노심이 결과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설계상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심 크기가 작은 균질노심의 경우가 노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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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형화에 따른 나트륨 void 반용도의 중성자 누출효과 증가로 나트륨 void 반옹 

도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액체금속로에서 고유안전성올 확보하려면， 노심반용도에 기인한 사고 진행시 

노섬에 손상올 주지않으면서 피동적 (passive)으로 노정지가 가능하게 하고， 노정지 

정지후에도 붕괴열 제거가 완자로 제어를 위한 스위치 조작이나 외부전원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판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심의 고유안천성에 대한 몰리척 고찰융 위하여 액체금속로의 과도상태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준정상상태해석(Quaisi-Static Analysis)법율 사용하였다. 즉， 피동적 

노정지 기능 확보설계조건온 훌 2.3.2와 같용 식올 만족해야 한다. 표에서 나타난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이 청의된다. 

A"'(출력-유량)변화에 따른 반웅도 계수 

B=:(출력/유량) 변화에 따른 반용도 계수 

c== 노심입구 냉각채용물 반용물 계수 

L1P7ηIF ==제어봉 1개자 이탈하는 경우의 노심삽입반웅량(TOP사고 유발인자) 

l 펌프 유량반감시정수 

농심의 동특성 기준수치인 유훌지발중성자옳(delayed neutron fraction; ßeff.)용 

PRISM 농심의 값으로서 pu핵연료 노심의 경우에는 ßetf. == 350 pcm, U핵연료 노 

심의 경우에는 ße유= 710 pcm올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반용도계수들올 사 

용하여 노심 가상사고에서의 각 노심계산모텔들의 냉각재 온도상숭량올 비교하였 

다. 가상사고조건용 예률 들어서， 1차 냉각계통의 유량은 정규수준a로 유지하면서 

출.력이 100%에서 5%로 감소할 경우에 제어봉올 사용하지 않고 노심내의 공유한 

반용도체계의 변화에 맡겨놓옳 경우의 노심입구 냉각재온도상숭량 (δT in)융 계산 

하여 비교하였다. 이들 수치툴온 다읍의 표 2.3.3에서 보여주앓 있다. 

상기의 표에서， 쯤속핵연훌 노심의 경우에는 노심입구 냉각재의 온도 상숭이 

150 t 이하임올 알 수 있다. 액체금속로에서의 노심입구 냉각재온도 (T in)은 대 

략 400 oc 정도로 설계되고 있으며， 노심내의 냉각재 온도상숭량 (L1Tc)는 150 t 

내외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조건에서는 나트륨의 비둥온도(882 OC)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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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유가 있으며， 노심의 구조재 설계제한온도 650 t: 이하로 냉각채온도를 유 

지할 수 있다. 그러나 MOX핵연료노심의 경우에는 냉각재온도 상송이 4()()-550 

℃에 달하므로 제어봉올 사용하지 않고 노십내의 고유한 반용도 변화에 맡겨놓으면 

냉각재온도를 나트륨의 비둥온도 이하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표 2.3.4에서는 상기의 노심별 출력반용도계수를 앞에서 셜정된 액체금속 

로 고유안전성 셜계조건과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서 첫번째의 A , 8 , C가 읍수여 

야 한다는 조건온 모든 소형 액체픔속로 노심포렐들이 만족하고 있다. 

두번째인 LOF사고의 경우 제어봉올 사용하지 않으면서 노심의 고유한 반용도 

제어를 위해 설정되는 AIB값이 1이하라논 조건과 셰번째인 LOHS사고와 일시적 

노심과냉각사고 사이의 균형적인 반용도설계를 위한 C .ðl‘c/ B 가 1과 2사이에 있 

어야 한다는 조건은 모든 노심계산모댈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핵 

연료노심의 경우에는 보다 설계조건에 근사하고 있으며 특히 U금속핵연료 노심의 

경우에는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MOX핵연료 노심의 경우는 륜 값의 

L1T c 로 인하여 고유안전성의 노심설계를 이룰 수 있는 가농성이 매우 작음올 알 

수 있다. 여기의 고유안전성 비교.분석에서는 반용도계수 B의 크기 계산에 제어봉 

의 축방향 길이팽창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어봉의 축방향 팽창 

반용도를 고려한다면 금속핵연료노심의 경우에는 B값의 크기가 증가하여 현재 만 

족하지 않고 있는 2개의 조건에 더욱 근사하거나 만족시키리라고 본다 

금속핵연료와 MOX핵연료의 상기와 같은 차이는 반옹도계수 A의 크기 차이에 

기인한다. 순(출력-유량)변화에 대한 반용도계수 A는 핵연료의 L1T F 온도상숭애만 

관련되므로 L1T F 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작은 값의 A를 얻는 중요한 셜계방 

법이 된다. 금속핵연료의 경우에는 핵연료봉내의 빈 공간에 나트륨올 채우는 Na본 

드(bond)형으로서， 이 경우의 금속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열전도는 핵연료봉의 빈 

공간에 헬륨(He)개스를 채우는 He본드형의 MOX핵연료의 경우와 비교하여 십배 

이상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열전도특성으로 인하여 표 

2.3.3에서 보는 것처럼 금속핵연료노심에서의 L1T F 는 150 .C 이고 MOX핵연료 노 

심에서의 L1T F 는 750 .C 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금속핵연료노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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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값올 MOX헥연료노심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5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립 2.3.2와 그림 2.3.3은 미국내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출력 400:\1Wt에서 3,600 

MWt까지의 24개의 원자로 설계올 근거로 하여， 원자로 크기에 따른 무차원수로써 

원자로 출력에 따륜 반용도 파라메터 A, 8 , C의 변화와 출력반용도 감소량올 나타 

낸 것이다[11. 

MOX 핵연료와 픔속핵연료를 비교해 보면 원자로 크기에 따른 파라메타 A, 8 , 

C의 변화는 같은 경향올 보이고 있음용 알 수 있다. 측 원자로의 크기가 중가 합에 

따라 파라메타 A는 더욱 읍의 경향율 보이고， 파라메타 B, C는 더 작게 옵의 경향 

올 훌인다. 일반척으굴 이러한 경향은 피동적 노정지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끔속 

핵연료인 경우 MOX 핵연료와 비교하여 온도의 중가함에 따라 8배 정도로 반용도 

가 작게 나타나고 있어， 피동적 노정지시 보다 유리하며 모률 타입의 금속핵연료 

노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피동적 반옹도 조절(favorable passive reactivity control 

features)은 보다 큰 상업로 노심에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지올수 있다. 

I참고문헌l 

1. Nuc1ear Science and Technology, 103 (989) 182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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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1 Type 
( MT - HT) ~{ode 1 

42 

。 Internal blankel 25 

。 radial blankel 36 

원 radJal rerteclor 42 

~ radial shield 48 
행훌 coolr이 rod 6 

TOTAL 199 

PRISM Type 

(MX- HT) Model 

。 tuel M 

。 inl.. rnal blanket 25 

덩 rad ial blankel 36 

~ radial shield 42 

훌훌 conlrol rod 8 

TOTAL 163 

MDP Type 
(MT- HM) Model 

。 jnner core 31 

o outeT core 72 
。 radlal blankel 42 

@ radfal ‘ hi .. ld 48 

훌훌 conlrol rod 6 

Total 199 

SPX Type 

(MX-HM) Model 

。1nner core 24 

2‘ 。。 。uter c。re
radial blanket 30 

@ radlal refleelor 36 

e rad‘매 shield 42 
훌훌 con~ol r여 8 

@ dlluenl assembly 7 

Toh! 169 

* MDP Type (MT-HM) Model: 3원12원 합금핵연료 노심의 2 가지 모옐 

그림 2.3.1 노심 핵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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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노심모델별 특성 비교( 113) 

모텔 뻐X핵연료노섬 

SPX형 

하。모 ., (U-Pu)Û2 

(MX-HM) 

。핵연료 (U-Pu )02 
-놓측도(lIIt. Y!;) 

.내부노섬 23.01) 

.외부노섬 30.0 
-Pu 구성비 55.0124.5/ 
23912401241/ 14.0/6.5 

242 (wt. 91;) 

-핵연료 총높이 120.0 
(cm) 
.핵연료 100 ‘ 0 
.반경방향 100.0 
.축방향(상.하) 10.0 

-Fissi le장천량 678 
(U ... Pu) (kg) 

。노섬구성 

- 총 집합채수 169 
-핵연료 48 

.내부 24 

.외부 24 
-블랑캘 

.내부 

반경방향 30 
-반사채 36 

차폐체 42 
채어봉 6 
기타 7 

(회석집합채) 

'----

1 ) 농축도(wt. %) = Pul (U + Pu) 

2) 농축도(wt.%) = U~51 total U 

PRISM형 

(U-Pu)Û2 

(뻐-Hr) 

(U-Pu )02 
32.01) 

55.0124.5/ 
14.0/6.5 

120.0 

100.0 
120.0 
10.0 

921 

163 
25 

51 
25 

36 

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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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핵연료노심 

PRISM형 MDP형 

U-Pu-1 0%Zr U-Pu-1 0%Zr 

(Mf-HT) (Mf-뻐) 

U-Pu-10far U-Pu-1 0far 
32.0 13.01) 

17.0 
55.0124.5/ 55.0124.5/ 
14.0/6.5 14.0/6.5 

120.0 120.0 

100.0 100.0 
120.0 120.0 
10.0 0.0 

849 1. 0었 

199 199 
42 103 

31 
72 

61 42 
25 
36 42 
42 
48 48 
6 6 

뻐P형 

U-10앓r 

(Mf-매’) 

U-lαI(lr 

17.02) 

20.0 

120.0 

100.0 
120.0 
10.0 

1, 754 

199 
103 

31 
72 

42 

42 

48 

6 



표 2.3.1 노섬모델별 특성 비교(213) 

모델 MOX핵연료노섬 금속핵연료노심 

SPX형 PRISM형 PRISM형 MDP행 MDP형 

항목 
(U-Pu )02 (U-PU)02 U-Pu-lO%Zr U-Pu-lO%Zr U-IO%Zr 

(MX-HM) (MX-HT) (MT-HT) (샤r -HM) (MT-HM) 

。k.，rr (RZ계산， 1. 0잃16 1. 01226 1. 00030 1.02276 1. 06744 
X뼈() 

。영역별 펑균 

출력믿도 

(W/cc) 
핵연료 331 276 342 322 158 
-블랑캘 

.내부 36.5 

.반경방향 20.1 18.0 27.8 7.8 

.축방향 18.0 11. 2 9.4 

。출력분율(96) 

-핵연료 93.55 87.61 84.37 95.50 96.00 
-블랑캘 5.21 11. 73 14.64 3.45 3.45 
.내부 6.45 8.66 
.반경방향 4.20 4.57 5.34 3.45 2.31 
.축방향 1. 01 0.71 0.64 1. 14 
-기타 1. 24 0.66 0.99 1. 05 0.55 

。영역별 PoweI‘ 

Peaking Factor 

-핵연료 1. 63 1. 40 1. 60 1. 57 1. 79 
-블랑캘 

.내부 2.00 

.반경방향 2.62 2.10 

.축방향 1. 72 -

。최대선출력 438.7 316.2 444.7 205. 7 282.8 

밀도(W/cm) 

- 130 -



표 2.3.1 노심모텔별 특성 비교(3/3) 

모텔 MOX핵연료노심 금속핵연료노심 

SPX형 PRISM형 PRISM형 MDP형 MDP형 

용。lE -1L 
( U-PU)02 ( U-PU)02 U-Pu-l0%Zr U-Pu-l0%Zr U-I0%Zr 
(MX-HM) (MX-HT) (\IT-HT) (MT-HM) (MT-HM) 

。주요반옹도가 

(pcm) 
-Power -2 , 343 -2 , 126 -1 , 422 -1. 394 -1. 405 I 
Defect 

(Cold to Hot) 
-Doppler효과 -1. 461 -1. 596 -652 -726 -597 

(300K • 1. 500K) (300K • 850K) 
-팽창효과 -883 -541 -729 -646 -817 
-제어봉 -16 , 668 -7 , 019 -8 , 377 -11 , 280 -10 , 390 
반옹도가 

-Na void +230 +350 +914 +888 -100 
효과(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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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고유안전성 향상의 설계목표 

설 계 목표 

1) A , B, C < 0 

2) A/B s: 1 

3) 1 S: C.ðf c/B S: 2 

4) L1 p TOP/ I B I s 1 

5) r A(l + A/B)2 I B I 능 1 $ 

이 。

ìí 

• 음의 A값은 음의 출력 반용도계수입올 

임을뜻한다. 

• 읍의 B, C 값은 읍의 온도반웅도계수입 

올뜻한다 . 

• LOF사고 경우에 점근척인 용도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A/B)의 크기눔 

작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범위는 LOHS사고와 

일시적 노심과냉각사고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BOP에서의 사고 

발생시에도 고유안전적인 반용도제어를 

확보한다 . 

• TOP사고릉 도1유안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L1 pTOP / I B I 값이 작아야 
한다. 

• 펌프유량반감상수 z는 LOF사고의 

경우에 Tωt상숭올 최소화하도록 

지발중성자 붕과상수와 관련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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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노심모델별 A, B, C 반용도계수 

B C δT in 
노심모델 

A 

( $ ) ( $ ) ( $/OC) ("C) 

PRISM형 

U-Pu-l0%Zr - O. 74 - 0.47 - 0.0077 149 
(MT-HT) 

:Dl깅 「: MDP형 

핵연료 U-Pu-l0%Zr - O. 77 - 0.46 - 0.0080 . 146 
노심 (MT-HM) 

MDP형 

U- lO%Zr - 0.38 - 0.31 - 0.0050 131 
(MT-HM) 

SPX형 

(U-Pu )02 - 3.99 - 0.59 - 0.0098 444 
MOX 

(MX-HM) 
핵연료 

PRISM형 
노심 

(U-PU)02 - 3.71 - 0.46 - 0.0073 534 
(MX-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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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노심모델별 반용도계수와 고유안전성 설계조건의 비교 

노심모델 A , B , C < 1 A/B < 1 1 sC L1 Tc드 2 

PRISM형 

U-Pu-l0%Zr 만 족 1. 57 2.45 
(MT-HT) 

:n그~4쥬- MDP형 

핵연료 U-Pu-l0%Zr 만 족 1. 67 2~61 

노심 (MT-HM) 

MDP형 

U-I0%Zr 만 족 1. 22 2.42 
(MT-HM) 

SPX형 

(U-Pu)Oz 만 족 6. 76 12.45 
MOX 

(MX-HM) 
핵연료 

PRISM형 
노심 

(U-Pu)Oz 만 족 8.06 11.90 
(MX-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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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출협 - 유랑)협화에 따를 반응드계수 ~ 0 A, B,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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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c::계수 냉각채온통 c = 느심입구 .t!J P iOP / B ~ L 

r .A( 1 + κIJ3 )2 :a: > 1$ 

(3) 

(4) .d Prop= 제머툴 1개가 이탈하는ξ 경우의 

L-싣삽입반응드랑(TOP사요 유발자) 

= 헐훌 유량반감시접수 r 

A + B (Oxide) 

2~ '000 6~ 

Aeactor POw et' Level IMW(therma l1 l 

-800-

-40 

|
」
「
‘
，
-


갱
 0 

-220 

-180 

-160 
• 
‘￡ -14O 
E 
ω 

u 
~ -120 
>-

응 -100 
u 
@ 

@ 

I 

@ 

ζ 
。

cl. 

-200 

-180 

-160 

-120 

;- -100 

∞ 
<

-140 

-60 

B IMeta l) 

A IMetaU 

2000 4000 6α)() 

ReactOf Power Lev빼 {뻐W(엉lefmalll 

_ -0.20 
U .. -.!!!. -0.40 
U 

-0.60 

원자로 출력에 따른 

출력반응도 감소량 

2.3.3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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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조성 및 경제성 

1. 금속연료 쩨조성 및 경제성 

금속연료는 미국과 러시아 둥에서 1960대 부터 제조되었고 1980대 초부터는 이 

원(U-zr> 및 삼원(U-Pu-zr>합금들에 대한 제조 및 조사거동연구를 해왔다. 미국 

ANL에서는 끔속연료의 제조 시방제한， 합금내 불순물의 조사 영향， 주조물， 연료심 

의 사출성형， 연료봉 제조 및 공정 변수 퉁올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사출주조는 단순원격 조작이 적합하며， 금속핵연료 제작에 사용된다. ANL에서 

IFR연료에 이 방법올 채택하고 있다. 좋은 질의 연료심올 얻기 위해서는 주조변수 

인 용융금속의 온도， 가하는 압력의 크기， 압축률， 냉각시간 퉁이며， 1994년 경 이러 

한 제조조건의 최적화가 끝났올 뿐만아니라， 노내 조사실험올 통해여 그 성능 및 

건전성이 확인됨으로써 금속연료의 기술입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금속연료 및 건식처리에서는 사용후 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 

를 제거함으로써 최종 폐기물 형태의 잔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처분되 

는 혜기물의 양도 1/4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그 폐기물온 방사능의 독성이 천연우 

라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1만년이 아니라 300년 미만이 되며 침투에 대한 높은 저 

항성올 가진 형태로 변환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 장기간의 보장조치 비용 

올 제외하고도 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비용도 현저히 줄어들 

것￡로 예상된다. 

금속연료주기는 건식처리기술과 사출성형제조기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 금 

속연료주기에서의 처리공정들은 단순하고 조밀함으로써 재처리， 제조 및 폐기물처 

리 전분야에서 획가적인 단순화와 비용절감올 가눔케 한다. 또한 건식처리기술은 

습적처리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여 북잡한 배관 퉁이 필요없고， 습식처리에 사용되 

는 화학적 공정 및 첨가제가 없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또 처리량에 대한 기 

기가 소형이어서 높은 경제성옵 기대할 수가 있다. 특히 금속연료의 경우는 사출성 

형이라고 불리는 주조법으로 단시간에 다량의 연료가 제조가능하여， 여기서도 경제 

성이 더욱 향상된다. 

금속연료 주기로 선택된 미국의 ALMR은 2010년 이후에 개량형 경수로와 경쟁 

할 수 있으며 석탄발전소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래 발전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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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LMR 연료주기 비용은 kWh당 7miUs로서 ALMR 전체비용의 20% 이하이다. 

전력수요 및 경제성의 현실화에 따른 i\RC의 설계인증서 발급후 상용화가 이루어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건식재처리 기술온 전도성이 높은 금속연료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어온 

것이지만， 산화물 연료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뚱 미국과 러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산화물올 Li에서 금속으로 환원한 후 금속연료의 건식재처리와 같은 전 

해정제에서 액티나이드 원소를 금속으로 회수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혼합산화물연료 쩨드종생 빛 경재성 
전기발생 비용의 상당부분이 발전소 건설비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고속로 발전소 건설비률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통 전 

체 전기발생 비용의 20-30%률 차지하는 연료주기 부분에 관한 비용올 줄이려는 노 

력 또한 필요하다. 연료 재순환 사양 가운데 재처리와 MOX 핵연료 제조 설비는 

가장 비싼 항목이기 때문에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가. 기존의 습식방법 

MOX연료는 주로 유럽에서 2η년 이상의 기술축적 경험올 보유하고 있다. 영국 

의 BNFL 및 Sellafield, 톡일 의 Hanau 및 ALKEM, 멜기 에 의 Belgonudeaire, 및 프 

량스의 CEAlCOGEMA 둥에서 액체금속로용 U-PU 혼합산화물 연료률 제조해왔다. 

현폰 제조공장의 MOX연료는 UO~ 와 Pu~ 분말의 기계적 혼합에 기초한다. 이 

분말온 분쇄하고 입자로 만들어 소결체로 찍온후 수소분위기에서 소결하고， 일정한 

직경으로 가공한후 수소가스로 충전된 연료봉에 넣고 밀봉한다. Sub-Assembly의 

가장 론 차이점용 연료봉의 간격올 두는 방법이며， 미국 및 프량스에선 wire-wrap 

율 사용하고， 영국 및 독일에선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영국 및 러시아에서는 

진동충진(Vibro pack)된 gel상의 구(sphere)나 직접압분하여 환상 펠레트로 되는 기 

술분야에서 많용 진전이 있었다. 

PUREX 용정에서는 우선 집합체로부터 사용후 원전연료를 해체하고 절단한후 

강질산에 용해시키고 고쳐]-액체률 분리한 다음 전처리 공정올 거치게 된다. 이후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회수률 위한 공제염공정， 상호 분리공정， 최종 제염공정 및 

농축공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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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진적 연료 재순환 계통(AFRS) 

기폰의 습식방법에서 미홉했던 경제성과 핵확산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일본PNC 

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방법보다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최적화시켜 경제 

성율 향상시킨 선진적 연료 재순환 계통(AFRS)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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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단주기 추출 흐름도 

Purex 기술에 기반올 두는 상업용 LMR 재처리 발전소에서， 화학적 분리 공정 

온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성물에서 고순도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추출공정주기 

로 구성된다. 그러한 여러 추출공정은 수용액 펴l기물 발생의 다중원이 된다. 따라서 

이런 폐기물올 처리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꽤 큰 용량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속 

로 계통은 연료심 재 불순물에 대 한 낮은 중성자 민감도(neutronic sensitivity)특성 

올 갖고 있으므로 핵연료 물질이 그렇게 순수하게 되는 것올 요구하지 않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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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이 사실올 고려하여 원격조절 핵연료 제조기술올 도입한다면 용매추출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공정에서는 우라늄이나 흘루토늄 생성물이 직접 조절 

될 수 있도록 107-108 정도의 핵분열생성물 제염인자가 요구된다(플루토늄의 경우 

글로브 박스에서 조절 ). 우리가 원격조절 핵연료 제조 기술올 도입한다면 제염인 

자가 103 정도나 심지어 더 낮아짐으로써 모돈 정제공정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정 

제공정올 제거함으로써 contactor의 전체 부피를 약 1/5, 주요 꽁정 용기 부피를 

1/4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성분의 수 및 부피가 감소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용량(capacity) 및 폐기물 자체 양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 

로 전체 공정의 크기가 감소할 뿐아니라 발전소 자본 및 운전비용이 상당히 감소하 

게 된다. 

AFRS 일부분으로서 제안된， 단순화된 재처리 흥름도 일부분이 그림 2.4 .1에 나 

타나 있다. 이 경우 질산용액에 용해된 노심과 블랭킷 핵연료는 추출 bank, PU/U 

co-strip bank, 잔여 우라늄에 대한 stripping bank로 구성된 단일주기 (single-cycle) 

용매추출 공정으로 처리된다. PUIU co-stripping올 통해 플루릎늄 합량온 노심 핵 

연료 제조에 요구되는 것보다 미세하게 높게 된다. 더 단순화된 용매추출 공정용 

결정기술을 혼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용매추출에 앞서， 낮온 온도를 가지고 있 

눈 UNH(uranyl nitrate hexahydrate)로서 그것올 결정화시 켜 공급용액 (feed 

solution)으로부터 많은 양의 우라늄올 수집하는 방법이 연구중에 있다. 약 30%까지 

농축된 PU/U 비률 가지고 있는 잔여용매는 단지 추출 및 stripping bank로 구성되 

어 있는 용매추출 계통으로 궤환된다. 각 경우의 생성물 용매에서， 연료 제조를 위 

해 재순환되기 전에 회수 우라늄올 첨가함으로써 플루토늄 합량 조절은 이루어진 

다. 제안된 공정올 통해 순플루토늄 분리 및 조절온 불필요하게 된다. 

‘·현재， MOX 핵연료 제조에서， LWR이 고연소도로 감에 따라 신중한 주의를 요 

하는 푼제중 하나는 플루토늄으로부터 감마선과 중성자 방출이 중가하는 것이다. 

꽁청과 검사과정(inspection line)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종종 보수작업 

올 위해 제조설비에 접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이 중가하는 경향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차폐를 한 제조공정의 원격제조화(remotization)는 차세 

대 MOX 핵연료 발전소률 위해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가 고속로 핵연료의 원격제 

조 방법올 도입한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처리 공정올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현재， MOX 핵연료는 보통 유럽 국가 및 PNC Tokai Works에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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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연료봉제조공정 비교 

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소결체 형태 

로 제조된다. 이 제조방법은 분말준비， 압 

축(pressing) ， 소결 (sintering) ， 화학적 및 

물리적 검사， 소결체 배열(더미 (stack) 형 

태)， 그리고 피복관내 삽입 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런 공정플은 

복잡한 장비로 대단히 세밀한 기계적 조 

작올 하기 때문에 원격제조화 

(remotization) 에 적 합하지 . 않아 대 체 방 

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런 사실을 고려하여， 겔화(gelation) 및 

진동충전 (vibro-packing) 방법 둥이 

AFRS에서 원격 핵연료 채조의 적절한 방 

법으로서 제안되어 왔다. 이 방법에서 핵 

연료는 겔화 빛 소결에 의해 과립이나 미 

세구 형태로 준비되고 직접 피복관 내로 

어진다. 이 경우 대부분 공정이 유동화 

됨에 따라서 원격제조화(remotization)에 

좀더 적절하게 되고， 마지막 공정으로서 

재처리 발전소내로 통합이 용이하게 된다. 종종 원격 조절은 자동화된 직접 조절보 

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켈화 및 진동충전 방법에 기반을 둔 

원격 핵연료 제조는 기존의 소결화하는 공정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성올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켈화공정에서는 많은 공정단계가 변환공정이 우선되는 소결체 공정 

에서 보다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두 공정이 그림 2.4.2에 비교되어 있다. 검사 

절차 또한， 겔화공정이 소결체 공정에서 보다 덜 복잡하게 될 것이다. 

연료주기 발전소내로 재처리와 제조 공정을 통합함으로써， 연료주기 비용은 감 

소하게 된다. 그림 2.4.3에서 AFRS에 기반을 둔 통합 연료주기 발전소와 기존의 재 

처리 및 제조 발전소의 흐름도를 비교하고 있다. AFRP에 대한 예비 비용평가 수행 

결과[2] 연료 재순환 계통은 AFRS의 발전소 자본비용의 약 6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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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기물 문제훌 고려할 때， 자 

연과 환경보호관점에서 폐기몰 부 

피에 주의률 기울여야 한다. 일회 

용 연료주기에서놓 사용후 핵연료 

황에 축적된 핵분열생성묻은 좀더 

공정없이 직접적으로 

. 반면， 연료 재순환 계롱올 통해 

것들은 사용후 헥연료에서 

장철 캐나스터 

Hot Cell 

Glove Boxes of 
Direct Handling 

羅

D 

위해 

) 내에서 고형화된다. 안전 

측면에서 연료 재순환 계통의 

준위 폐기물 형태는 일회용 연료 

기에서 보다 훨씬 우수하다. 

처분된 

분리 

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서 2 

폐기물이 발생되논 문제도 안고 

있다. 똥량스 La Hague 발전소의 

최근 경험을 흥해， 채처리로 

발생된 고체 폐기물의 전체 부피는 

최초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감거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2차 폐기물 발생올 줄이려는 좀더 많은 노력이 

AFRS에서 끊든 정제공정의 제거논 contactor 수와 주흉 용기의 부피룰 

감소시키게 환다. 이컷온 비례적으로 2차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 

Purex 꽁정에 서， 다양한 화학적 처 리룹 위 해 salt-bearing 시 약올 사용 

하논 것은 2차 폐기물 발생 원인충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무염 

기술(s머t-tree technology)이 개발되었고 AFRS에 도입될 것이다. 

제조설_1:1]에서， 글로브 박스 도처에 분산된 MOX 먼지 

훤다. 폐기물 관리 측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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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연료주기 발전소 비교 

MOX 핵연릎 

많은 변에서 장애가 

나 더 작다고 

필요하다. 

기존의 

4-5배 정도 

다 기존의 

그것은 세척 (clean-up)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원이 된다. 

조절 공정이 없기 때문에 먼지 

말윤 

폐기물， 처분되어야 할 오염된 부분 퉁올 포함하는 

그러나 AFRS에서 제안환 첼화공정에서는 분말 

않는다. 재처리와 제조 공정올 통합함으로써， 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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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용액 폐기물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 폐기물에서 마이너 액티나이드(MA)의 장기간 독성을 고려하여 고속로 

에서 그것올 회수 및 재순환 시키는 공정이 개발중에 있다. 조절된 TRUEX 공정에 

사용되는 재처리 불용해 용매로부터 MA 회수들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가 

CPF에서 진행중에 있다. 

3. 급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료의 책 ::f:.성 및 정체성 비교 

건식처리 방법온 습식 Purex방법에 의한 것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잇점이 있다. 

포한 건식처리방법온 고속로용 금속， 질화물 및 산화물 연료들 뿐만아니라， 기폰 경 

수로의 산화물 핵연료의 재처리까지 적용할 수 있다[l]. 

표2.4 .1에 나타난바와 같이 건식법의 공정 젤부피가 동급의 습삭법 셀보다 훨씬 

적은 10%에 불과하다. ANL의 평가에 의하면 사출성형법을 채용한 금속연료 제조 

와 건식재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비는 기폰의 산화물 소결체 연료의 제조와 습식 

PUREX재처리와의 조합비용과 비교하여 약 5분 1 (약 20% 수준)이 되며， 시설투자 

비와 운전보수비 (Mills/년)를 합칠 경우에는 1/3 이고， 연료의 전체 싸이클 비 

(Mil1s!k Wh)는 3/5 이다[3.4]. 한편 최근에 일본에서 연구개발중인 선진 단일공정 

습식 PUREX재처리와 Vibro pack산화물연료제조의 시설 투자비는 기존 습식 

PUREX재처리의 약 4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 제조와 건 

식재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비는 선진 단일공정 습식 PUREX재처리의 시설 투자비 

의 약 절반 (50% 수준)이 되어서 금속연료-건식법이 가장 경제적인 연료주기 기술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처리 및 연료제조 시설투자비， 운전보수비 및 연료주기 

비를 모두 계상한 연료의 전체적 경제성올 비교해 보면， 기폰 습식 빛 소결체 제조 

기술비률 1로 할 때 금속연료는 0.6. 단일공정습식과 vibro 맹ck 산화물연료는 0.72 

로 각각 나타난다. 그러므로 건식처리-금속연료는 단일습식 -vibro pack 연료보다도 

더 경제성 있는 연료기술임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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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건식법과 슐식법에 대한 물량 및 코스트 비교(I， 400 MWe 기준) 

건식법 (A) 습식법 (B) A!B 

건물용적 (mJ
) 22 , 500 143, 500 0.16 

￥용 흥훌 젤용적 ( m3
) 1, 100 11 , 500 0.1 

薰콘크리트 (m3 
) 100 2, 300 0.05 

훌훌通론크리 E (m3
) 6, 000 27 , 000 0.22 

-31 , 000 -0.19 

寶本寶 (M$) 77 383 0.20 

비용 賢本費+運轉保守費

(COST) (Mi lls! 년) 2.1 6.3 0.33 

연료사이클량(pu구입) 

(Mills!kWh) 6.8 11. 6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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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핵확산저항성 

고속중식로 연료의 주성분인 플루토늄은 핵확산 관점에서 민감한 물질이므로， 

이것올 이용하는데는 핵확산 방지관점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플루토늄올 이 

용하는 핵연료 주기기술은 국내쁜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성 확보， 핵확산저항성측면에서 국제적인 관심올 충분히 고려하는 

연구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1. 끔촉연효/건식처리법의 흥에확산저향성 

미국 ANL에서는 1994년 까지 EBR n의 구동연료내의 핵분열생성불과 피복관 

재료로부터 우라늄 및 TRU를 분리해내기 위한 건식처리법으로써， 500 oc 에서 가동 

되는 액체 카드융 음국 및 용융전해염올 채택한 전해정련법올 개발해 왔다. 전해정 

련처리의 두드러지는 특정은 MA원소가 공정 전반에 걸쳐 플루토늄올 수반하는 것 

이다. 따라서 건식처리의 전 공청에서 방사선 방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식처리시 

설로 부터 핵물질올 비밀리에 전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게 할 경우 척발하기가 

쉽다[1l. 이것은 ALMR에 대한 액티나이드 재순환올 용이하게 할뿔아니라 연료주기 

의 핵확산저항성올 중진시킨다. 더욱이 플루토늄/우라늄 생성물에 남아 있는 사용후 

연료의 핵분열생성물온 액체금속로의 노심 반용도 및 연료성농에는 영향올 미치지 

않지만， 재순환된 연료에 남아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높은 방사농 준위는 특정 핵물 

질의 전용가농성올 제한한다. 카드률 금속과 안정한 염화물염의 2상 액체계에서의 

액티나이드와 회토류 원소의 거동은 이런 원소족의 분리를 위한 기반올 제공한다. 

염과 룹속상 사이에서의 훤소분리는 회토류가 액티나이드에 비해 염상과 더 강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토류와 액티냐이드 사이의 분리인자(separa디on 

factor)는 30보다 크기 때문에 회토류로부터 액티나이드를 손쉽게 분리해 낼 수 있 

다. 그러나 액티나이드 훤소꺼리의 분리인자는 작아서 하나하나의 액티나이드를 분 

리하는 것음 극히 어렵다. 

전해정련처리를 하면 제염인자가 10이상인 회토류와 함께 모든 액티나이드의 

99% 이상올 회수할 수 있다. 회수되지 않은 액티나이드는 전해정련기로부터 방출된 

염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다가 희토류， 알칼리토류 및 알칼리 금속 핵분열생성불과 

- 144 



혼합된다. 필요한 경우 액티나이드는 염폐기물로부터 추출하여 카드륨-우라늄 합금 

으로 보낸후 전해정련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건식처리의 일괄처리에 따른 단순시 

스템 및 소규모 장치로 인해 특수 핵물질의 전용방지에 월둥한 효과가 았다. 또한 

불활성 분위기에서의 고온 및 고방사능 처리계통 그리고 차폐셀로 인해 사람의 접 

근이 불가눔하여 높은 핵확산 저항성올 갖는다. 이러한 특성 및 일괄처리 작업으로 

인해 건식처리법온 다른 재순환 공정에 비해 월둥한 책임성 및 물리적 방호률 제공 

한다.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MA)는 전기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여， 전해정제 

에서 .:J.. 양자가 액체 Cd 읍극에 수반하여 넣올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플루톨늄을 

얻는 것이 곤란하고 또한 회수물의 방사능도 높아 지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높 

다. 

2. 흩합산확물연료/습식법의 빽확산저항성 

혼합산화물연료에 대한 기존의 습식공정온 상용로의 핵연료 재처리기솔로 활용 

하고차 연구/개발되어 왔으나， 핵확산저항성과 경제성에 있어 미홉한점이 있어서， 

보다 향상된 선진적 연료주기기술의 가눔성이 미국 및 일본에서 모색된바 었다. 

기존의 습식재처리올 개선한 선진적 연료 채순환계통(AFRS)은 정제공정올 제 

거한 것이다. 슐식재처리과정에서 정제공정올 제거하면 연료주기에서 확기척인 비 

용감소를 초래할 뿐만아나라， 핵확산저항성올 제고시킨다. AFRS의 낮윤 제염공정 

특성은 핵분열생성물의 오염으로부터 완벽한 정제률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회수 플루토늄올 얻지 못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하지 않 

고 우라늄의 일부률 플루토늄에 남겨 우라늄과 플루토늄율 혼합 처리하눈 소위， 

PU/U 혼합압출(co-processing ) 방법올 AFRS에 도입한다. 이러한 공정방법올 뚱입 

합요로써 연료주기 전체 단계로부터 순수한 플루토늄 생산이나 조절올 제거할 수 

있올 뿔아니라 SNM의 방사선 방호벽올 보증할 수 있다. 재처리와 제조공정올 연료 

주기 발전소내로 통합하고， 연료와 관련된 설비들 사이의 수송절차를 제거합으로써 

핵확산 위협성올 줄이게 된다. 따라서 선진적 연료 재순환계통(AFRS)온 기폰의 습 

식법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강화된 방법이다. 

3. 급속연료와 홈합산화물연료의 빽확산저항성 비교 
IFR 건식처리기술과 PUREX 습식처리기술의 최초개발 목표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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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X방법은 고순도의 핵무기용 물질올 생산하기 위한 핵개발 표로그램에서 개발 

된 기술이다. 이와는 반대로 IFR의 건식처리법은 평화적인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재 

순환연료 물질올 생산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처리되는 물질의 순도가 너무 

나빠서 핵무기에 사용 불가능하다. 

한편 건식처리는 일괄처리에 따른 단순시스템이 고온 및 고방사능 조건에서 처 

리되어 특수 핵물질의 전용방지에 월둥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차폐셀로 인해 사람 

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높은 핵확산 저항성을 갖는다. 또한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 

나이드(MA)는 전기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여， 전해정제에서 그 양자가 액체 cd 읍극 

에 수반하여 넣올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플루토늄용 얻는 것이 곤란하고 또한 회 

수물의 방사농도 높아 지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옳다. 

기존의 습식재처리 방식은 핵확산저항성이 미홉하나， 이를 개선한 선진적 연료 

재순환계통(AFRS)은 정제공정올 제거하여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방법이다[2]. 

AFRS의 낮은 제염공정특성은 핵분열생성물의 ￡염으로부터 완벽한 정제률 불가능 

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회수 플루토늄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선진적 연료 재순환계 

통(AFRS)은 기폰의 습식법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강화된 방법이다. 

미국의 DOE지월 아래 수행된 독립적인 연구에서 끔속연료를 사용하는 IFR 연 

료재순환처리 방식용 산화물연료 제조와 상기된 PUREX 방식보다도 본질적으로 핵 

확산저항성이 높다고 결론[1]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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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인허가성 

일반적으로 뮤제기관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를 얻고자 할 때 규제기관 

의 주요 검토사항은 안전성， 설계기준 만족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DB 축적성 

둥올 들 수 있다. TMI-2 및 체르노빌 사고후， 현재의 안전성 측면은 심충방호개념 

에 더하여 피동적 안전거동 죽 고유안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규제요건화되고 있 

다.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칼리머， ALMR과 같윤 원자로논 상용화된 적이 없는 새로 

훈 형태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요건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는 기존의 경수로 요건올 적용할 수 있요며 나머지는 실험자료의 축척에 따라 구체 

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금속연릎 축적자릎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윷 산출해 볼 수 있다. 연료의 노내거동올 정확이 예측할 수 있는 설계 

용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열기 위해서눔 충분한 노내 및 노외 실험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합온 물론이다. 설계기준 및 안전성 측면은 앞 절에서 충분히 검토 

되었으므로 붙 절에서논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축적성과 인허가 용이성 풍올 살펴보 

고자한다. 

1. 금속연료 언허가 짜릎 축적성 

끔속연료에 대한 노내실험봉의 수눈 U-Fs 연료의 경우 15만개 이상이며， 

EBR-II, FFTF에서 노내조사된 U-Zr, U-Pu-Zr 연료봉온 14，αP여개에 이른다. 또 

한 러시아의 RIAR연구소가 운전중인 BOR-60 고속원자로에서도 현재 IFR 형태의 

금속연료가 농내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리머의 연료는 미국 IFR개념올 적용한 PRISM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므로 

IFR 개발계획과 1994년도에 출간된 NRC의 PRlSM 핵연료 분야에 대한 최종 

PSER[1]올 살펴보면 인허가시 보완해야할 사항 둥용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IFR 형태의 끔속연료가 인허가률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향목윤 크게 원형헥연 

료 규모의 노내성능 실증， 재처리한 연료의 성농실중이 남아 있음용 알 수 있다. 다 

음은 IFR 계획과 최종 PSER에 대한 요약이다. 

가-.IFR 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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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FR 계획은 1995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되기까지 다음과 같온 3단계 개발계 

획하에 수행되고 있었다. 

CD1단계; 기술타당성 연구기 0985-1986) 

- 실협실규모의 전해정련장치에 대한 타당성 실중 

- EBR-II에서의 피동안전성 실중 

- PRISM 및 SAFR 설계에 IFR 개념 적용 

æ2단져1; 기술개 발기0987-1앉X)) 

- 고연소도 및 연료성능특성 실증 

- 공학적 규모의 전해정련장치 실중 

- PRISM 설계팀이 NRC와의 인허가 접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 데이터 개 

발 

- EBR-II 노심올 IFR 형 태의 금속연료인 U-Zr, U-Pu-Zr 연료로 전환 
- EBR-II 연료순환설비의 개량 

CID3단겨1; 기술실증기 0991-1995) 

- 재처리한 IFR 연료를 15 at% 연소도 수준까지 성농실중 

- 재처리한 IFR 연료률 사용하여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중 

- 전체 IFR 연료주기를 원형로 규모로 실중 
- 액티나이드 재순환 실증 

- ALMR 과제수행팀이 NRC와의 인허가 접촉올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DB 개 

발 

현재는 비록 IFR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EBR-II 실험로의 폐로예산과 뼈기물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건식처리에 대 

한-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나. PRISM 핵연료에 대한 NRC 검토결과 
핵연료에 대한 일반 설계요건은 정상운전시에논 연료의 셜계한계를， 사고시에는 

연료의 손상한계로 구분하여 척용한다. 연료 셜계한계는 온도， 연소도， 조사량， 피복 

관 변형량이 정상운전과 예상되는 부하추종운전 및 피복관파단후 계속운전(RBCB) 

하에서도 노내 거주기간 동안 노섬내에서 0.01% 이상의 연료봉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 손상한계는 피복관 변형량， 연료 용융량， 피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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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량 또는 변형량， 손상연료봉의 분율이 여러 형태의 셜계기준사고(DBA)에서도 

연료 수명동안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 냉각농력올 상실해서는 안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요건용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발견 

되지 않았으나， 설계용 전산코드 및 인허가를 지원하게휠 실협자료에 대한 많은 불 

확실도는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그 지적사항운 다읍과 같다. 

@ 연료 및 피복관의 제조/생산시 성분， 열기계적 물성， 강도 특성 퉁의 품질이 

균일해야하며 재료의 공급 제작 및 용첩의 품질보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한다. 

@ 고연소(>10 at.%)에서 연소도에 따른 연료의 축방향 성장 및 기공분포에 대 

한 정량적 확인이 필요하며 공정반용의 문턱온도에 대한 추가적 검증실험이 

필요하다. 

@ 고연소(>10 at.%)에서 PRISM ‘원형 핵 연료’의 거동용 구명 해야 한다.1) 

@ 실험올 통해 출력폭주시의 용융연료 거동， 륙히 연료 톨출(extrusion) 기구를 

구명해야 한다. 

@3원계 원형 핵연료에 대해 "0.01% 보다 작은 연료 손상” 기준융 만족시키는 

통계적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 서서히 진행되는 과출력 과도상태 하에서 PRISM 원형 핵연료계롱에 대한 

해석결과률 실험올 통해 입증해야 한다. 

@ 실험적으로 RBCB 및 연료 손상전파 가농성올 업중해야 한다. 

@ 과도상태 전산코드에 대한 일부 혜석모델의 보완이 필요하다. 

2. 혼합산확물연료 언허가 자료 축적성 

혼합산화물연료는 프랑스의 피닉스에서 17만여개， 랍소디에서 3만여개， 영국의 

PFR에서 10만여개， 러시아의 BR 시리즈 고속로， 미국의 EBR-II, FFTF, 일본의 조 

요실험로 둥에서 다수의 노내조사 경협이 있으며 전세계척으로 30만개 이상의 연료 

봉 조사실적올 보이고 있다. 혼합산화물연료는 15% 연소도까지는 그 실중 및 검증 

이 완료된 상태이며 최고 약 24%의 연소도 달성융 기록하고 있다. 

1) 금속연료에 대한 대부분의 노내 실험자료는 34cm의 짧은 연료갈이를 샤용하는 EBR-II 실험결과 

이므로 타TF 등을 01용한 92cm 크71의 PRISM 원형 핸연료에 대한 고연소도 질증/.1험이 휠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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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허가성 종합명가 
현재의 실험결과로 평가할 때 급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훌 꽁히 15% 연소도달성 

에 대한 실중이 완료되었으며 추가적인 실험적 뒷받침이 제공되면 20% 연소도 달 

성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실적으로는 15% 연소도 

에 대한 급속연료와 산화물연료의 인허가 획득에는 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 

됨다. 

유럽의 경우 혼합산화물연료를 사용하면 기폰의 채순환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의 실험자료들이 혼합산화물연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관 

성력에 의해 EFR과 같은 액체금속로 개발계획에서도 혼합산화물연료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CEFR 실험로 초기노심에 금속연료집합체 1-2개를 장전하여 성 

능시험올 거친후 점차적으로 금속연료로 전환할 계획올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까지 전노심에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모률러 원형고속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액체금속로에 어떠한 연료형태를 선정하던지 간에 인허가를 위해서는 

노내실험자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속연료의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경제 

성둥이 산화물연료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속연료에 대 

한 인허가 용이성이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ALMR 설계팀과 NRC는 최종보고서의 규제승인이 용이하도록 설 

계 초기단계에서부터 NRC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올 같이 하고， 개념설계 

단계 에 서 GE，사의 PRISM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및 Rockwell 

International사의 SAFR (Sodium Advanced Fast Reactor)에 대 한 PSID 

(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가 1986년 NRC에 제출되었다. NRC는 

이 를 검토하여 PSER 초안 (Draft Preapplication Safety Evaluation Report)을 1989 

년에 발간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를 보완한 PRISM의 최종 PSER[l]이 발간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설계는 NRC의 개량형 원자로 정책과 부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MR 인허가에 대한 중대한 결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식 규제검토는 예비설계 

단계에 시작되며 이러한 검토후에 NRC로부터 예비설계숭인(PDA)을 받게 된다. 이 

는 상세설계단계로 계속 이어지며 이후 실제 크기의 원형로를 건설하여 실제조건에 

서 피동적， 자연적 안전성특성올 실중하게 된다. 이 원형로는 NRC의 최종설계승인 

(FDA) 및 표준설계인증서에 대한 기술적인 기반올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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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0년경에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하논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칼리머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과 

긴밀히 상호협조체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참고문현l 

1. “Preapplication Safety Evaluation Report for the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PRISM) Liquid-Metal Reactor", NRC, NUREG-l368,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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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3장 종협평하 몇 껄훌훌 

본 보고서에서는 액체금속로 건설 및 운전 비용의 상당부분(약 20-30%)올 차지 

하는 핵연료계통 및 재순환 분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률 수행하였다. 현재 칼리머 

연료는 U-lO%Zr(초기노심)올， 피복채 및 노심구조채료는 HT-9강올 후보채료로 선 

정하였다. 현재까지 개발중인 연료형태중에서 15% 이상의 끊연소도까지 기술적 검 

중이 완료된 것으로는 IFR 형태의 금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료뿔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연료형태에 따른 연료계통 및 재순환주기 분야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과 HT-9 

강의 건전성올 비교， 평가하였으며 그 성능특성비교는 표3.1에 정리되어 있다. 

1. 재발실척 

개발실적으로는 전세계척으로 30만개 이상의 노내졸사 실적올 가진 혼합산화물 

연료가 16만개 (IFR 형태 연료는 14，α)()여개) 이상의 노내조사 실척올 가진 끔속연 

료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활 수 있다. 그러나 15% 연소도까지의 성농실종용 두 

연료 형태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으므로 칼리머의 륙표 연소도를 15%로 잡는다 

면(PRISM의 경우 15%) 거의 대둥한 개발실척올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 빽척특성 
핵척특성운 중성자 소펙트럽이 hard한 쯤축연료가 고중식성 특성올 가지므로 

주기초와 주기말의 반용도차가 작으므로 제어봉가흘 낮출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뚱한 끔속연료는 회석밀도가 75% 정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도가 크기 때문 

에 조밀한 농심구성이 가능하다. 

3. 노내성농 
노내 성능에 영향율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CD 온도분포; 금속연료는 열전도도가 뛰어나고 연료/피복관 사이의 캡에 열전도 
도가 우수한 소륨올 총진하기 때문에 가동중 온도분포가 매우 낮게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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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혼합산화물연료와 끔속연료의 성능특성 비교(1/2) 

꿇3붕 

개발실적 

핵적 특성 

1 온도 
분포 

혼합산화물연료 

.30만개 이상 연료봉 노내조사 I • 16만개 이상 연료봉 노내조사 
금속연료 

.15 at" 연소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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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발국;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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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스펙트럼 soft 

.저총식성 

.MA소멸율 11.5%1년 

• 주기초， 말 사이 반용도차 큼 

• 낮은 연료밀도(11. Og/cc) 

• 낮은 열 전도도( 약 2.3W/mK) 

• 융정 284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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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연료밀도(15. 8g/cc) 

• 조밀노섬 가능 
• 높은 열 전도도( 약 22W!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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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에 소률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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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l 고출력 
성눔 

성분 

원소 

이동 

운전성 

• Power-to-Melt: )560W/cm I • Power-to-Mel t: )660W/cm 

쉰휠결관 1000 W/cm에서따손 l 쉰헐결관 1660W/cm에서 중심 

용융발생했으나 건전성 유지 

• Power-to-Flow: 정상치 의 I • Power-to-Flow: 정상치 의 

3배이상 1 4배이상 
• Pu， O가 온도구배 에 따라 1. U ， Zr이 chemical potential , 

중심부로 이동 | 온도구배에 따라 상당량 이동 

•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미미 , •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제조공정의 복잡성 I • 단순제조공정으로 저컬함발생 
·소륨공폰성운제 I .소륨공존성우수 
• 연료봉 수명예측의 불확실성 1 • 연료봉 수명예측이 용이 

-열적여유 

도가큼， 

-온도분포， 

-고출력 

특성’ 
-FCMI 

-운전성 

에서 

비교우위 

·산화물; 

-팽융， 

-FCCI 

항목에서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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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혼합산화물연료와 금속연료의 성능특성 비교(2/2) 

~분 
혼합산화물연료 금속연료 

항목 ~\ 

안 

DBA 1. 연료건전성 유지 I • 연료건전성 유지 
ATWS I • ULOF시 노심용융 가능 I • ATWS 사고시 건 전성 유지 

• 높은 열축적으로 냉각재 

중대사고| 유로에 비교적 큰 열충격 

-• 손상전파 가능성이 큼 

~.~.→-+-←-…………-“ ••• …- “………-“…… •• … •••• -…… •• 

• 상당량 연료용융 발생해도 

피복관에 직접적 영향 작옴 

·용융전 공정반응 -• 마찰력 

감소# 옴의 반옹도 

• 연료분산 륙 음의 반용도 

| 비교평가 

전 nn,....n 1- 소륨-M뻐o아X 화학적 반웅 있음 I • 소륨-금속연료 화효학1반응 없음 I -.. ~← ’ 

뼈벼 1. 100여일까지의 계속훈전 실적 1.200여얼까지의 계속운전 실적 | 비교 우위 
성 

• 반옹속도가 크지 않아 | 
DBA시 그 영향 무시가능 i 

• 장시간의 ATWS시만 피복관 ! 
공정반응 1 • 공정반용 없옴 

손장에 부분적 기여 

’ I .유량관련 사고시 높은 
고유 I • 반용도관련 사고시 높은 | 

고유안전성 특성 
안전성 | 고유안전성 특성 | I - .. ~ ~ ... ,... I • EBR- II ATWS 실증시험 

혜라"'"1느 

7 Q 

(HT9. 

000둥) 

인허가성 • DB 축적성 우수 

핵확산저 항성 1. PU 분리 (습식법 ) 

경제성 • 다단계 채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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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대등 

금속연료 

건식처리의 

비교우위 

금속연료 

건식처리의 

비교우위 



므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금속연료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열전도도도 함께 중가하므로 출력폭주와 같온 사고률 완 

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혼합산확물연료운 쟁열전도도 계산의 북잡성， 

중성자속 저하(flux depression) 문제둥으로 인해 온도분포를 정확히 예측하 

기가 어렵다. 

@ 팽융; 혼합산화물연료는 크리프 저항성이 표조풍 1명윤 저항성도 매우 좋아서 

고연소도 활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쯤속연료는 비록 1-2%의 초기 연소도 

에서 굽격한 팽윤올 나타내지만 기공들이 상호연결되어 핵분열기체가 플레 

념￡로 방훌되므로 팽융속도는 이내 포화휩다. 따라서 쯤속연료는 75%의 낮 

용 회석밀도로 설계하면 20% 이상의 고연소도 달성도 가농할 것으로 예상된 

다. 

(j) 핵분열기체방출; 혼합산화물연료는 놓온 용도구배를 나타내며 이에 의한 결 

정립계로의 확산이 짧르게 진행되어 핵분열기체의 방출량이 많다. 끔속연료 

는 초기 연소끊에서의 굽격한 방출량 중가후 끊연소뚱에서는 약 80%의 방출 

에 접근척으로 접근하게 된다. 핵분쩔기체의 방출량이 많으면 훌례넘 압력이 

충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연료/피복판 기계척 상호작용 (FCMI)논 홀히려 줄 

어들게 된다. 

@ FCMI; 홍합산화물연료는 연료십 자체의 팽울이 작으므로 최척 설계에서늄 

FCMI 발생용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일단 FCMI가 발생하면 연료십 자체의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펴복판에 가하늄 용력온 매우 크다. 급속연료는 기 

공들이 많고 연료/피복관 접촉 이후에도 기꽁뚫이 상호연결되어 플레넘￡로 

열려 있기 때문에 스폰지와 같온 압축성 륙성올 가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금속연릎심과 HT-9 펴복재의 열팽창계수가 유사하여 금속연료의 팽윤은 피 

복관에 쉽게 제어된다. 금속연료논 노내조사결과 14% 연소도 이후부터 고상 

헥분열생성물이 열린 기공율 막기 시작함으로써 미세한 FCMI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노내조사 기록￡로는 18% 연소뚱에서도 이러한 FCMI 현상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FCCI; 혼합산화물연료는 연료/피복관 사이의 화학적 상호작용으로써 FAE가 

발생하나 연료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용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연료는 

약 700l: 이상의 온도에서 연료와 피복판의 성분원소들이 상호확산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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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 공정반용올 일으키는 약점이 있다. 

@ 고출력 성능; 용융출력 (Power-to-Melt)이 뚫다는 것온 동일한 출력 조건에 

서 그 만큼 안전 여유도가 크다는 것이다. 계산결과 동일조건에서 금속연료 

의 용융 선출력 (660W/mK 이상)이 혼합산화물연료(댔W/mK 이상)보다 크 

게 나타났다. 실험결과도 또한 이률 잘 중명하고 었다. 측， 연료용융시의 유 

량대 출력비 (Power-to-Flow)는 급속연료에서 청상훈전 훌건에서보다 4배 이 

상(U-lQZr의 경우 4.8배) 흩합산화물연료늄 3배 이상올 나타내고 있다. 

(j) 성분원소 이동; 혼합산화물연릎눈 pu 몇 산소가 높은 온도구배에 의해 연료 

중심부로 이동하는 경향율 보이나 건천성에 미치논 연향온 미미하다. 금속연 

료에서는 상태물에 발생된 세가지의 상영역에 따라 우라늄용 연료봉 중간부 

위로 놓측되며 지르코늄용 그 반대 현상올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 또한 연료 

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운 끊지 않다. 

@ 운전성; 급속연료눈 $ 제조공정의 단순성으로 인해 제조시 곁함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으나 비륙 이러한 결합이나 국부적인 열기계적 용력집중으로 

인해 국부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소륨과의 폼존성이 우수하고 정상상태 울전 

중에 연료용의 CDF 감소요인온 거의 대부분 핵분열기체방출에 의한 풀레넘 

압혀중가 훌인뽑이므로 연릎봉의 수명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환 열전 

도도가 좋아 용도분포가 낮게 분포하므로 고온수로용도 (hot spot 

tem많rature) 가 낮게 유지되어 열적 용력 집중이 발생활 확률이 혼합산화물 

연료에 비해 낮다. 

4. 안천성 
.. 안전성옹 다옴파 같은 개략적 구분에 의해 ζI 특성올 비교평가하였다. 

CD 설계기준사고(OBA); 훌합산화물연료와 금속연릎눈 꽁히 DBA시 그 안전성 

올 유지한다. 

æ ATWS 사고; 혼합산화물연릎논 ULOF 사고시 노심 이 용융될 가놓성 이 었으 

나 끔속연료는 어떠한 ATWS 사고시에모 그 건전성율 유지하며 노섬용융으 

로 발전하지 않는다. 1986년도에 EBR-IT를 이용한 ATWS 실중시험에서도 

연료의 건전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 중대사고; 혼합산화물연료의 부분적인 중심용융과， 금속연료의 경우 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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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료용융이 발생하더라도 피복관 손상에 직접쩍인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혼합산화물연료는 일단 피복판이 파손되면 높용 

촉척에너지(stored energy)로 인해 냉각재 유로에 비교척 훨 열충격올 가하 

고 이러한 열충격의 영향으로 유량막힘(f1ow blockage) 및 다른 집합체로의 

손상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화물연홀의 온도훈포는 노심의 중앙부 

에 최대 온도가 분포하는데 반해 쯤속연료는 농심 상단부에서 분포하기 때 

문에 과도상태시의 팽창용협윷 상부 플레념으로 방출하께 된다. 표한 끔속연 

료는 출력이 급격히 폭주하지 않율 정우 연료용융 이전에 공청반용이 먼저 

일어나며 이때 생긴 연료/피복판 사이와 꽁쩡 용융물훈 연료/피복판 사이의 

마찰력올 감소시키는 작용올 하며， 따라서 연료심의 축방향 성장이 용이하게 

되어 옴의 반용도훌 삽입하는 흉과훌 얼게 된다. 피복관 파손 이후에는 금속 

연료가 냉각채내로 쉽게 분산되므로 옵와 반용도 삽입올 후가하게 된다. 이 

때 냉각채내로 흩러나용 끔속연릎 용융물은 그 축척에너지가 낮아서 열충격 

이 작고 또한 쉽게 냉각된다. 

@ 펴복관 파단후 계속운전성(RBCB); 혼합산화물연료는 펴복판이 파단되면 소 

톰파 연료내의 산소가 화학캡 반용융 일￡켜 반용부산물이 발생하며 이 반 

용물윤 단열재 역할윷 하여 연릎심 온훌훌 약간 상숭시키논 영향용 나타내 

나 고온에서 이 반용물은 쉽게 소멸되묘로 계속운전성윤 비교척 양호하다. 

쯤숙연료눈 소륨과 전혀 반용하지 않으므로 계속운전성온 훌합산화물연료에 

비해 우수하다. 혼합산화물연료는 100여일의 계속운전 끔속연료는 200여일 

의 계속운전에서도 그 운전성은 양호하였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 공정반용; 공정반용은 끔속연료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써 효 반용속도가 크 

지 않아서 DBA 사고와 같이 二l 사고진행이 빨리 종식되논 경우 피복관 손 

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청도로 미미하다. ATWS와 같이 수분동안 사고 

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용 크지 않으나 통상척 ATWS 사고총결 시간 

보다 10여배 이상 진행될 경우 공청반용에 의한 피복관 감육이 발생하여 연 

료봉 손상에 영향올 미치게 된다. 

@ 고유안전성; 혼합산화물연료논 중성자 소팩토럽이 soft하여 반용끊관련 사고 

시 도플러 반용도궈l환이 크기 때문에 그 고유안전성 특성이 좋다. 반면에 금 

속연료는 유량관련 사고시 열전도도가 좋고 축적에너지가 낮아 그 고유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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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성이 발휘된다. 쯤속연료 노심에 때한 Jl유안전성 실중시협은 1986년 

EBR-ll률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UIρF， UWHS 사고시험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의 개업없이도 펴동적요로 안전하게 청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었 

다. 

5. 펴북채 거동명가 
현재까지 액체금속로 연훌용 피복재 개발온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퇴어 왔다. 첫 

번째는 액금로 개발 초기에 연구된 피복채로 316SS, [재 흉의 오스테나이트 계열이 

었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용 일반척으로 연성이 홈수하고 소률에 대한 북식저항성 

및 크리프 저항성이 양호하고 고온캉도가 우수하다. 316강은 조사팽윤이 많이 일어 

나기 때문에 냉간가공이나 Ti 합금처리 (09) 둥의 방법율 사용하였으나 근원적인 팽 

율 억제에는 실패하였다.09의 경우 최대 15% 연소도까지늄 견딜 수 있으나 그 이 

상의 고연소도에서는 결국 조사팽윤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두 번째눈 페라이트 

계열로써 조사팽융이 전혀 일어나지 앓기 때문에 HT9강 펴복재는 30% 연소툴 달 

성도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HT9 피복재의 단점온 650 'C 이상의 궁1온에서 ζ1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과 DBτT 문제이다. DBTT는 조사량에 따라 훌화 

( saturation)되며 일반적인 운전온훌에서는 별다른 훈제가 되지 않으며 원자로의 훈 

천과포상태에서의 DBTT 중가늄 수용할만한 범위내에 었다. HT9와 고온강도 저하 

는 ATWS 사고해석에서도 그 건천성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푼제가 되지 않는다. 따 

라서 현재 칼리머 피복재의 후보재로 HT9올 선정해 두고 있다. 현재 ANL온 HT9 

의 고온강도를 보완한 HT-9M올 개 발중에 있으며 일본 CRlEPI늄 HT9보다 고온강 

도가 뛰어난 산화물 분산강화(ODS) 피복재를 개발중에 었다. 또한 ANL과 CRIEPI 

눈.공청반용올 방지하기 위해 피복관 내벽에 앓온 바나륨 혹용 지르칼로이를 입히 

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올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좀더 륜 

연료봉의 안천 여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6. 언허가성 
인허가성 측면에서 설계용 전산코드를 검중하고 규제기관의 질의에 용답하기 위 

한 DB의 축적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략적으로 평가할 때 혼합산화물연료는 노내조 

사 실적이 많으므로 인허가성에 유리한 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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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로에 어떠한 핵연료률 선정하던지 간에 인허가를 위해서는 노내실험 설계검증 

자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합산화물연료의 조사실적이 전세계 

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블 것온 단점이 될 수도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축변에서는 오 

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금속연료의 실중자료는 대부분 ANL에 집중되어 있으며 

NRC 지적사항 및 IFR 개발계획을 살펴볼 때 원형 연료봉과 MA 재순환 연료의 실 

충이 미결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95년도 IFR 예산의 중단이후에릎 ANL용 다른 예 

산의 일부률 활용하여 금속연료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픔속연료는 자훌축적성 변에서 열세를 훌이지만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 

성이 우수하여 전체적언 언허가성온 혼합산화물연료와 대둥하다고 평가된다. 

7. 핵확산저항성 
금속연료의 건식처리법온 그 공정상 pu올 분리하지 않으며 또한 제염인자가 커 

서 분리하기도 극히 어렵다. 또한 재순환 공정상 놓은 방사농 준위를 띄므로 hot 

cell에서만 처리가 가놓하여 핵무기로의 전용이 극히 어려워 pu융 분리하눈 습식법 

에 비해 그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하다. 

8. 경제성 
vibro pack 산화물연릎릎 단일 꽁청습식법용 사용하변 二I 제반비용용 기폰습식 

법의 72% 수준을 나타낸다. 금속연릎 건식처리률 이용하게 되면 폐기물 부펴가 상 

당허 줄어둘뽑아니라 그 공정이 단순하여 동일 용량의 기존 습식법에 비해 그 비용 

온 60% 밖에 되지 않는다. 

9. 향후 개발전방 

혼합산화물연릎를 사용하변 기존의 재순환 설비 및 현재까지의 실혐자료률 활용 

할 수 있다는 기술적 관성력에 의해 현재까지의 액끔로에는 혼합산화물이 주로 채 

태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연릎의 문제점올 극복하는 연구가 미국 따>.JL에서 성공적 

으로 수행되었고 우수한 기술적 장정과 경제성 제고 퉁이 밝혀짐에 따라 PRISM 

빛 MDP에 금속연료가 채택되었다. 또한 중국의 CEFR에도 장차 금속연료로 전환 

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우수한 핵확산저항성올 가진 금속연료 기술은 현재의 

연구개발 성과와 현황올 고려할 때 장차의 액금로 노십에 금속연료 사용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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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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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금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료의 종합평가 

:::L립 3.1온 이러한 비교평가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써 안전성， 노내성능， 

핵적특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둥이 비교우위에 있는 급속연료가 개발실적 및 기 

술도입선 다변화 둥에 장점이 있는 혼합산화물연료에 비해 전체적인 비교우위에 었 

다고 평가된다. 또한 칼리머 초기노심 연료봉(U-lQZr!HT-9)의 기술 타당성은 산화 

물연릎에 대한 비교우위뿔만 아니라 그 자체의 노내성늄， 안전성， 경제성 풍의 측면 

에서도 충분한 기술타당성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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