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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
-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2. 연구결과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였음.
-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하여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
드의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였고 계산결과 예측 정확도의 정성적/ 정
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 완료하였음.
- 산화핵연료 HCDA 분석용 MELT-III 및 VENUS-II 전산코드의 금속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됨.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신개념 안전해석기준을 설정하였고, 신개념 집합체 내부 및 외부유로폐쇄
현상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코드간 비교계산 및 방법론의 개선을 통하
여 신개념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 계산결과의 정확도가 정성
적/ 정량적으로 개선된 해석결과를 제공하였음.
- 현재의 국내 안전성 평가기술은 신개념 개념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분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부과제간 연계를 고려한 공정개발, 기술개발 총괄 조정, 결과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대과제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추구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안전성평가 전략 핵심기술 확보기반 조성.
◦확보된 전산체제는 신개념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 도구로 활용하며, 안전성 분
석 방법론 및 평가기술은 KALIMER-600 등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
◦액체금속로 혹은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분석
을 위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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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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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목

안전해석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당해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안전성 평가기
술개발, 기술개발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이다.
금속핵연료를 장전하는 소형 액체금속로는 경․중수로와 달리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반응도 삽입 및 냉각능력 상실을 포함하는 모든 과도사고
발생시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고유안전 특성 분석 및 안전 허용기준
만족여부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가상의 노심용융 사고시에는 경우에 따라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궁극적인 안전성 입증을 위한 초기 사고 및 사
고 전개 과정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격납성능 분석 시에는 핵분열생성물의
소듐 내 거동특성을 고려한 방사선원항의 개발과 격납용기내의 소듐화재
영향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안전해석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념설계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설계 및 연구개발 결
과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안전해석 전산 체제 개발
∙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 비교계산을 통한 코드검증 및 모델개선
․

SSC-K/SASSYS-1 코드간 비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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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C-K 반응도모델 개선

․

비교계산을 통한 신뢰도 평가

+ 신개념 분석모델 개발
+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코드 SSC-K 고도화
∙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개발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모델 개발
+ 내부 유로폐쇄코드 예비검증
+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방법론 개발

∙

HCDA 분석 전산체제 개발
+ 초기단계 분석코드 MELT-III 개선
+ 천이단계 분석코드 VENUS-II 개선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신개념 안전해석 기준 설정

∙

계통과도 안전해석
+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

∙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

격납성능 분석
+ 신개념 격납성능 예비분석

∙

과도시 원자로용기내 3차원 열유동 현상 분석
+ 사고시 풀 내부 상세분석
+ 자연순환 현상분석

∙

HCDA 분석
+ 용융연료 노심내 분포 분석
+ 노심용융에너지 방출량 분석

-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개념 설계목표 및 요건 설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 ii -

Ⅳ. 연구개발결과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분야에서는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였다. Applied Technology로 분류되
어 미국외로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ANL과
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수행하여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드의 반
응도 궤환모델을 개선하였고 계산결과 예측 정확도의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산
화핵연료 HCDA 분석용 MELT-III 및 VENUS-II 전산코드의 금속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신개념 안전해석기준을 설정하였고,
신개념 집합체 내부 및 외부유로폐쇄 현상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드

간 비교계산 및 방법론의 개선을 통하여 신개념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 계산결과의 정확도가 정성적/정량적으로 개선된 해석결과를 제공
하였다.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에서는 세부과제간 연계를
고려한 공정개발, 기술개발 총괄 조정,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
하여 대과제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추구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구결과는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안전성평가 전략 핵심기
술 확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확보된 전산체제는 신개념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 도구로 활용하며, 안전성 분석 방법론 및 평가기술은
KALIMER-600 등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액체금속로 혹은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에 대
한 분석을 위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
로 연구개발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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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present period which corresponds the third phase among total 4
phases, are summarized into the development of the key safety
analysis technologies for the LMR design. The efforts focuss on the
developments of a safety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the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and

the

integr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ir data base.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e safety evaluation with a small
scale metallic fuel loaded LMR,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ght or
heavy water reactors, is known to be the verifica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safety limits as well as the inherent safety under all
events such as a core reactivity insertion or a loss-of-flow. As a
positive reactivity insertion may be possible during hypothetical core
disruption accidents, these accidents must also be analyzed for the
ultimate safety verification. The production of the radioactivity source
has to be investigated when the containment capability is analyzed. It
should make sure in this analysis that the fission product behavior in
sodium together with sodium fire effect be taken into account.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data base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activity, but also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esign products alongsid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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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a safety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

Development of a system safety analysis code
+ Code verification and model improvement by the
comparison study
․

Code-to-code comparison between SSC-K and
SASSYS-1

․ Improvement of SSC-K reactivity model
․ Reliability assessment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 Development of an analysis model for the new
conceptual design
+ Evolution of the SSC-K for the LMR safety analysis
∙

Development of a code for the channel blockage analysis
in an assembly
+ Internal channel blockage analysis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code capability for the
internal channel blockage
+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external
channel blockage

∙

Development of a HCDA analysis code system
+ Improvement of MELT-III for the initial phase analysis
+ Improvement of VENUS-II for the transition phase
analysis

-

Development of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

Setting up the safety criteria for the new concept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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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ent system safety analysis
+ Safety analysis on the key concepts adopted by the
new conceptual design

∙

Channel blockage analyses in an assembly
+ Internal blockage analysis
+ External blockage analysis

∙

Containment capability analysis
+ Preliminary containment capability analysis for the new
conceptual design

∙

Transient thermal fluid analysis with a three dimensional
analysis code within the vessel
+ Detailed analysis in the pools under accident conditions
+ Natural circulation analysis

∙

HCDA analysis
+ Analysis for the molten fuel distribution
+ Analysis for the molten core energy release

-

Integr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data base
∙

Setting up the design objectives and requirements for the
new conceptual design

∙

Establishment of the data base

- vii -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MATRA-LMR-FB has been developed internally for the
damage prevention as well as the safety assessment during a channel
blockage accident as the development of a safety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As a result, the quality of the code becomes comparable
to that developed in the leading countries. The comparative study of
SSC-K with SASSYS-1

originally developed

by ANL has

been

performed. Even though the SASSYS-1 would be classified into an
Applied Technology and its carrying out would be strictly prohibited in
US, the code could be used for the comparative study complying with a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AERI and ANL. The reliability of the
reactivity models in the SSC-K could greatly been improved from this
study. Both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assessments from the
code-to-code comparison have been identified as a major contributor
to

both

its

capability

enhancement

and

the

reactivity

models

improvement. These achievements could finally lead to the completion
of the SSC-K version 1.3. The preliminary analysis toward to the metal
fuel could also become possible by developing the models necessary to
the metal fuel analysis for the MELT-III and the VENUS-II, which had
originally been developed for the HCDA analysis for an oxidized fuel.
The safety limits have been set up for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analysis technology. The analyses have been done not only for
the internal channel blockage but also for the external channel blockage
in an assembly. More reliable analysis products could be obtain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n the key design concepts as results of
the code-to-code comparison and the methodology improvement.
For the integr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data

base,

an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main project has been pursued. It has gon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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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process control with taking account of
interfaces among the sub-projects, the overall coordin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e data base for the design products, and
so on.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present results can be applied to planning the major
strategic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commercial operation of the
LMR. Besides, the developed safety analysis code system can be
utilized as a useful tool for the safety analysis. Th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may contribute
to

the

safety

evaluation

for

a

liquid

metal

reactor

such

as

KALIMER-600.
All the research products plan to be made the good use of the
safety analyses for the various events, so as to get license for
either the construction of a LMR or an experimental facility. The
integr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 base will be practically used for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formanc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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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필요성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필수적이다. 경수로의 경
우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실증되어 있으나, 우라늄 자원의 한계에 따
른 궁극적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대규모 확대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체금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
은 액체금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원형로 또는 실증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액체금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 확산성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 누출
사고 등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고
유 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액체금속
로가 개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 한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다.
액체금속로의 상용화 시점에서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로 건
설 및 수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모델 확립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선진국과의 협력 하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정 수준
의 장기적 기술개발 투자가 요망된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그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액체금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
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대중인식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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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핵연료를 장전하는 소형 액체금속로는 경․중수로와 달리 반응도
삽입 및 냉각능력 상실을 포함하는 모든 과도사고 발생시 반응도 궤환 효
과를 고려한 고유안전 특성 분석 및 안전 허용기준 만족여부 평가가 중요
하며, 가상의 노심용융사고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 시에는 경우에 따라 반응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인 안
전성 입증을 위해서는 초기사고 및 사고전개 과정의 분석이 중요하다. 또
한, 격납 성능분석시에는 핵분열생성물의 소듐내 거동특성을 고려한 방사
선원항의 결정과 동시에 격납용기내의 소듐화재 영향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등 액체금속로 고유의 안전해석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2년

8월(’97.07.21～’00.03.31),

2단계

2년

(’00.04.01～ ’02.03.31), 3단계 3년(’02.04.01～’05.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액체금속로 안전성평가 전략 핵심기술 확보

2. 3단계 목표 및 내용
3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2.2-1과 같다.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
-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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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1 3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1/2)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 비교계산을 통한 코드 검증 및
모델개선
∙ SSC-K/SASSYS-1 코드간
비교계산
∙ SSC-K 반응도모델 개선
∙ 비교계산을 통한 신뢰도 평가
- 신개념 분석모델 개발
∙ 피동 안전계통 모델 개발
-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코드 SSC-K
고도화
∙ 설계변화에 따른 코드의 기능 및
적용성 확장
∙ 다양한 냉각재에 대한 해석능력
확장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 개발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모델
개발
∙ MATRA-LMR 모델분석 및 개선
∙ 유로폐쇄 분석을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 개발
+
Wire-wrap 모델 개발
+
난류혼합 모델 개발
+
열전도체 모델 개발
+
MATRA-LMR-FB의
수치해석기법 개발
+
전후처리 모듈 개발
- 내부 유로폐쇄코드 예비검증
-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방법론 개발

HCDA 분석
전산체제 개발

- 초기단계 분석코드 MELT-III 개선
∙ 정상상태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 과도상태 계산모델 개선
∙ 코드체계 구조개선
- 천이단계 분석코드 VENUS-II 개선
∙ 금속핵연료 상태방정식 개발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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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1 3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2/2)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신개념 안전해석
기준 설정

- 과도 안전해석 기준 설정
- HCDA 분석기준 설정
- 격납성능 분석기준 설정

계통과도 안전해석

-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
∙ 신개념 설계자료 평가 및
정상상태 분석
∙ ATWS 사고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 설계기준사고 해석
∙ 집합체 설계변수의 민감도 분석
∙ 집합체 출구영역 상세 열유동
해석
-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격납성능 분석

- 신개념 격납성능 예비분석
∙ 사고시나리오 설정
∙ 방사선원항 및 방사성핵종
노심재고량 계산
∙ 격납용기내 열수력 거동 분석
∙ 누설 핵종량 및 피폭선량 계산

과도시
원자로용기내 3차원
열유동 현상 분석

- 사고시 풀내부 상세분석
∙ UTOP
∙ ULOF
- 자연순환 현상분석
∙ ULOF

HCDA 분석

- 용융연료 노심내 분포분석
-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분석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설계 목표 설정
기술개발
종합 및 상위설계요건 설정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축

- 신개념 설계 목표 설정
- 신개념 상위설계요건 설정
- 상세공정계획서
- 문서관리지침서
-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4 -

제 2 장
제 1 절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 기술개발 현황

프랑스, 일본 및 러시아는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를 설계, 건설 및 운영
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프랑스는 Super-Phenix
폐쇄 및 EFR 연구개발 종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및 안전성
을 향상하기 위한 신개념의 액체금속로 계통개발과 초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를 위한 노심설계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원형로 Monju에서 ‘95년 12월 2차계통 소듐 냉각재 누출사고
가 발생한 후 운전을 중지하였으나, 포괄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96. 12부
터 ‘98. 5. 까지 수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
은 후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액체금속로 실용화 직전까
지 2기의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94년부터 3년 동안 DFBR 최적화를 위한
1단계 설계연구를 수행하였으며, ‘95년 Monju 소듐 냉각재 누출사고 발생
으로 인하여 소듐 냉각재 누출이 DFBR의 중요한 설계현안으로 등장하였
다.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7년부터 3년 계획으로 액체금속로 건설
을 목표로 한 2단계 DFBR 최적화 설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은 2015년까지 실용화가 가능한 액체금속로의 기본설계 완료를 목표로
JNC가 주축이 되어 고속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수행중이다.
러시아는 실험로 및 원형로 설계,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핵연료 및
소듐 냉각재 등에 대한 연구와 기기 및 장치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여 왔으
며 최근에는 핵무기급 플루토늄 연소 관련 연구 및 소듐 냉각재 대형 액체
금속로의 경제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
자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부터 액체금속로 개발을 개시하여 Clementine, EBR-I,
EBR-II, SEFOR, FFTF등을 건설․운영하여 풍부한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95년에 ALMR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는 금속
핵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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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86년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하여 액체금속로의
고유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최근 미국은 국가 에너지 정책보고
서의 권고사항과 Gen IV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기술개발 재개
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5년부터 소규모의 인력으로 액체금속로의 안전
해석과 관련한 해외의 기술현황 파악, 국내 안전해석 기술개발 방안 작성, 미
국 Sandia National Laboratory로부터 격납용기 성능분석용 CONTAIN-LMR
코드를 도입하여 시험계산을 수행하였고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로
부터는 과도 안전해석용 SSC-L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1단계
기간 중에는 1차 및 2차계통 개념설계 분석용 과도 안전해석 코드, 출력폭
주시 일 에너지 발생량 계산모델 및 소듐 풀화재 분석모델이 개선된 격납
개념설계 성능분석용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150 예비 개념설계의 핵심개념에 대한 예비 안전해석 결과를
생산한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고, 평형노심에 대한 과도 안전해
석, 가상 노심붕괴사고 (HCDA) 분석, 격납성능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천이노심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또한 개념설계의 구체화에 따른 분

석능력의 향상과 분석 가능 사고범위의 확장을 위하여 다차원 고온 풀 열
유체 해석모델, 장기냉각 해석모델, 소듐 비등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과도
안전해석 코드를 개선하였다. 또한 HCDA 분석을 위한 기본 전산체제를
확보하였으며 Scoping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3단계에서는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
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였으며,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한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드의 반응도 궤환모델 개선을 수행하였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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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 완료하였다.

산화핵연료 HCDA 분석용 전산코드의 금속

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도었다.

또한 신개념 안전해석기준을 설정하였고, 신개념 집합체 내부 및

외부유로폐쇄 현상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드간 비교계산 및 방법론의 개선
을 통하여 신개념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 계산결과의 정확도
가 정량적으로 개선된 해석결과를 제공하였다.

현재의 국내 안전성 평가

기술은 신개념 개념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분석을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제 3 절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안전목표 설정
발전소 사건분류

평가대상 과도기 및
안전해석 사고선정
기준
안전해석 방법론
안전허용기준 설정

국내수준 및 기술격차
•국내수준
- 국내 소듐냉각로 인허가요건 미비
- 안전해석 기준을 예비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기술격차
- 선진국의 안전해석기준은 상용화
수준
- 상용화 기술대비 75%

보호계통 트립 설정치 •국내수준
해석
- 계통 과도해석 코드의 주요모델
개발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
보호 사고해석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
완비
계통과도 비보호 사고해석
안전해석 평가모델
•기술격차
- 설계의 구체화 및 현상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해 검증 등
모델 검증
보완이 필요
- 상용화 기술대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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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내수준 및 기술격차

기인사고 분석
초기단계 분석
천이단계 분석
손상단계 분석
HCDA
분석

사고후 열제거 단계
분석
Core catcher
해석기술
평가모델

•국내수준
- 단순모델 개발을 통하여 HCD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기술격차
- 용융 금속연료의 물성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
- 상용화 기술대비 20%

모델 검증
방사선원항 결정
격납용기내 열수력 거
동분석
격납
성능분석 피폭선량 분석

•국내수준
- 격납성능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완비하였으며 소듐화재 모델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
•기술격차

평가모델

- 소듐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

모델 검증

- 상용화 기술대비 65%

발전소내 정보
데이터베이스
초기사건 선정
사고 경위 분석
계통분석
PSA

•국내수준
- PSA 일반 기법 확보
•기술격차

신뢰도 자료 분석

-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분석 미비

인간 신뢰도 분석

-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미비

사고경위 정량화

- 설계 최적화 기술 미비
- 상용화 기술대비 30%

격납용기 건전성 평가
계통과도 전산코드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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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1.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가. 개요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원자로 설계개념이 개발
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경우는 발전소 형태가 정형화된 상업용 경수로나
중수로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개념의 설계가 제안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모든 설계에 적용 가능한 계통과도해석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액체금속로는 일부 국가에서만 건설 및 운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소과정
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므로 세계적인 비핵확산 정책으로 인해 액체금속로
의 원자로안전성 평가기술은 민감기술로 분류되어 국가적인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관련기술은 일부 선진 국가에만 편중되어 있다.
고유안전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금속핵연료에 대한 실험 및 연
구결과는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ANL)의 IFR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바
있으나 현재 비공개 자료이다. 따라서 금속핵연료의 조사 실험 및 운전이
력에 따른 물성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고유의 액체
금속로 안전해석 전산체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ALIMER 안전해석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계통과
도해석 전산코드인 SSC-K (Kwon et al., 2002a)를 개발하고 있다.
SSC-K 코드는 미국의 Brookheaven 국립연구소 (BNL)에서 개발한
SSC-L (Guppy, 1982) 코드를 근간으로 KALIMER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코드이다. SSC-L 코드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 (CRBR)
의 PSAR 작성에 활용된 바 있으며 BNL은 GE의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ALMR)의 예비 안전성 평가에 동 코드를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S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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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산화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과 루프(loop)형 일차열전달계통을 가진 원
자로만을 위하여 개발된 코드이므로 이 코드를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풀
(pool)형인 KALIMER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
소는 SSC-L 코드의 기존 모델에 대한 수정 및 보완과 KALIMER 설계특
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 고유의 전산코드인 SSC-K
를 개발하고 있다.
SSC-K는 발전소 전 계통의 과도 및 사고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일차
원 계통과도 해석코드이며 point kinetics를 사용하여 중성자 동특성을 계
산한다. 그림 3.1.1-1은 SSC-K의 개발 흐름도이다. 1단계(‘97-’99)에서는
풀형 원자로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델과 금속핵연료 반응도 궤
환모델을 개발하여 KALIMER-150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
인 SSC-K ver.1.1을 개발하였다. 2단계 (‘00-’01)에서는 일차원 코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온풀의 다차원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열유체 모
델과 피동잔열제거계통 해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장기냉각모델을 포함한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SSC-K ver.1.2를 개발하였다. 당해단계인 3단계
(’02-’04)에서는 개발된 SSC-K ver.1.2 계산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
해 알곤 연구소에서 개발한 SASSYS-1/SAS4A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SSC-K

ver.1.2 코드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였

다. SSC-K ver.1.2 코드의 일부 반응도 궤환모델은 단순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계산결과의 불확실성은 예상대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KALIMER-150에 비해 혁신적인 피동안전계통을 도입한 KALIMER-600
의 안전 설계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과 비교계산을 통해 개선된
반응도 궤환모델을 통합하여 SSC-K ver.1.3을 완성하였다.
SSC-K는 1980년대에 개발된 SSC-L의 코드구조를 사용하므로 메모
리 운용, 수치해석 기법, 프로그램 구조, 계산결과의 전후처리 등에서 최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단점을 해결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3단계 3차년도부터 코드의 고도화 작
업을 통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코드의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있으
며 4단계(’05-’06)에서는 3차원 노심 열수력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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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및 노심 구조물의 역학적 열변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상세 반응도 궤환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반응도궤환 모델에 포함
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SSC-K ver.1.3을 활용하여
KALIMER-600의 핵심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3.1.1-1

계통과도안전해석 전산코드 SSC-K의 개발 흐름도

나. 비교계산을 통한 코드 검증 및 모델개선
(1) SSC-K/SASSYS-1코드간 비교계산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기술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검증된 안전성 분석
전산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전산체제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액체금속로 안전성 분석 전
산체제의 구축 및 검증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예산과 연구 인력이 요구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는 불
가능하다. 자체 개발한 SSC-K 코드의 모델과 계산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
기 위해 ANL에서 개발한 SASSYS-1/SAS4A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통해
간접적인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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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K와 비교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SASSYS-1/SAS4A (Cahalan
and Wei, 1990) 전산코드는 미국 내에서 민감자료 (Applied Technology;
AT)로 분류되어 미국 외부로 코드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코
드 매뉴얼과 같은 관련자료 역시 국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단계 1차년도(2002)에서는 미국 Advanced Energy Technology Inc.
(AET)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ULOF에 대한 비교계산을 수행하였으
며, 2차년도(2003)에는 KAERI-ANL 간의 I-NERI 과제 수행을 통해 간접
적으로 비교계산을 수행하였다.
SASSYS-1/SAS4A 전산코드는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ANL)가 개
발하였으며 많은 실험 데이터와 비교 검증을 통해 코드의 신뢰성이 확보된
코드이다. 특히 ANL이 주도하고 있는 EBR-II 원자로 운전을 통해 얻어진
실험 및 운전자료를 이용하여 SASSYS-1/SAS4A 코드는 검증되었으며,
FFTF 실험과의 비교 계산도 수행된 바 있다. 특히 1980년대 EBR-II에서
금속핵연료를 사용하여 수행된 SHRT 실험을 통해 유량상실과 같은 심각
한 사고시에도 원자로의 비상정지 없이 반응도 궤환효과만으로 발전소가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실험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한 경험이 있다.
SASSYS-1/SAS4A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KALIMER-150 전 계통을
그림

3.1.1-2처럼

SASSYS-1/SAS4A가

모델링하고
요구하는

KALIMER
입력자료를

설계자료를
생산하였다.

사용하여
한편

그림

3.1.1-3은 SSC-K의 nodalization scheme이다. 그림 3.1.1-2에서 원자로
는 고온풀과 저온풀로 구분하였으며 저온풀의 downcomer는 피동 안전열
제거계통 (PSDRS)을 모의하기 위하여 양쪽 벽면에서 열전달이 되도록 모
델링 하였다. 증기발생기와 중간열전달계통은 SSC-K와 비슷하게 단순하
게 처리하였다. SASSYS-1/SAS4A는 노심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세한 노물리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및 제어
봉 집합체 팽창을 고려하기 위하여 복잡한 노심 내부 구조물의 상세한 설
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KALIMER-150의 설계
자료가 부족하여 차선책으로 단순모델을 채택하거나 SASSYS-1/SAS4A의
sample problem에서 사용된 값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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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150의 중요한 설계변수에 대해서 SASSYS-1/SAS4A의 정
상상태 해석 결과를 SSC-K 결과와 비교하였다. 집합체 압력강하 계산은 집
합체의 기하학적인 설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SASSYS-1/SAS4A의 마찰압력
손실계수를 계산하는 실험 상관식을 SSC-K와 같아지도록 그림 3.1.1-4와
같이 조정하였다. 그림 3.1.1-5는 정상상태 계산시 고온 핵연료 집합체에
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두 코드간의 계산결과는 거의 같다.
KALIMER는 U-TRU-10%Zr 핵연료를 사용하고 HT9을 핵연료 피복
재와 집합체 외벽의 재질로 사용하므로 이들의 물성치는 반응도 궤환 및
노심 열유체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는 3원합금이므로 지르칼로이와
플루토늄의 함량에 따라 물성치가 변한다. 더구나 노내 연소도에 따라 핵
연료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므로 금속핵연료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재 실정에서는 계산의 불확실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플루토늄 함량
과 연소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칙
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험값에 근거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1.1-6에서 3.1.1-9는 KALIMER-150 계산에서 사용한
핵연료와 피복재 물질의 열전도 계수와 비열에 대해 SSC-K ver.1.2와
SASSYS-1/SAS4A 코드의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의 SASSYS-1/
SAS4A 데이터는 ANL의 금속핵연료 조사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이며,
SSC-K 데이터는 금속핵연료 데이터로 추정한 값으로 ver.1.2 코드에서
사용한 값이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핵연료 열전도 계수는 800K 온도에서
207%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열전도계수 외에 비열의 차이도 10 ～
5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년도 계산에서는 SSC-K의 데이터를
SASSYS-1/SAS4A 코드에 적용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었으나 2차년도 이
후에는 ANL의 물성치 데이터를 SSC-K ver.1.3에 사용하였다. 금속핵연
료 및 HT9의 재료 물성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핵연료 물성치 차이에 따른 해석결과를 그림 3.1.1-10과 3.1.1-11에
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1.1-10은 ANL 핵연료 물성치를 두 코드에 동
일하게 사용하였을 때의 hot assembly의 정상상태 핵연료 온도 분포이다.
두 코드의 핵연료 내 열전달 계산을 위한 반경방향 노드 분포가 서로 다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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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대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계산된 온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나 그림 3.1.1-11은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핵연료 물성치를 사용했
을 때의 UTOP 사고시 hot driver의 핵연료 온도 분포이다. 피복재와 집합
체 내의 소듐온도는 매우 비슷하게 예측하지만 핵연료 중간 온도는 약 80
℃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핵연료 열전도계
수이다.
두 코드가 서로 다른 반응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산한 각 반응
도 성분의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SASSYS-1/SAS4A의 반
응도 모델은 SSC-K 보다 상세할 뿐 아니라 KALIMER 설계자료의 부족으
로 공학적 판단이나 단순 가정을 사용하여 코드 입력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 및 소듐
액위 변화 등과 같은 일차계통의 열수력 거동은 두 코드가 비슷하게 계산
하였다. ATWS 사고시 두 코드간의 비교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다) 항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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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SAS4A/SASSYS-1의
KALIMER-150 nodalization

그림 3.1.1-3 SSC-K의 KALIMER-150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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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핵연료봉 번들의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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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정상상태시 hot assembly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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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950

fuel centerline
900

Temperature, K

850

800

fuel boundary

750

clad
700

sodium

SSC-K 1.3
SASSYS-1/SAS4A

650
0.0

0.2

0.4

0.6

0.8

1.0

Axial length, m

그림 3.1.1-10 정상상태시 hot assembly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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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UTOP 사고시 hot assembly의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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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C-K 반응도모델 개선
SASSYS-1/SAS4A 비교계산을 통해 파악된 SSC-K 코드의 취약한
모델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을 제어하는 반응도 궤
환모델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델이다. 반경
방향

노심팽창

반응도

계산을

위해

기존의

SSC-K

모델

외에

SASSYS-1/SAS4A의 단순모델을 SSC-K에 추가하였으며 제어봉구동축
및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코드
간 비교계산을 통해 드러난 계산결과의 차이점을 검토한 결과 설계자료인
반응도계수의 사용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SSC-K의 입력준비
절차를 새로 정립하였다.
3단계에서는 SASSYS-1/SAS4A와의 비교계산 결과를 근거로 하여
SSC-K ver.1.2의 여러 반응도 궤환모델을 수정하였다. 도플러 반응도 모
델에서는 핵연료 축 방향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였으며 이번 계산에서는
가중치는 축 방향 출력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소듐기화 반응도 모
델은 전 노심을 7개의 집합체 그룹으로 분류하고 유효 핵연료 영역은 축
방향으로 10노드로 세분화하여 노심소듐기화 반응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SSC-K 계산결과를 SASSYS-1/SAS4A와 비교하는 중에 노심설계팀에서
생산한 핵물리 자료를 SSC-K의 입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SSC-K 입력 계산방법을 수정하였다. 축 방향 핵연료 팽창 모델
은 SASSYS-1/SAS4A가 핵연료 슬러그와 피복관간의 힘 균형에 의한 역
학적인 상세모델을 사용하는 반면에 SSC-K는 균일 핵연료봉의 열팽창 모
델을 사용하므로 모델 차이에 따른 계산결과의 차이를 공학적 계수를 사용
하여SSC-K에 반영하였다.
SSC-K 코드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응도 궤환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단순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SASSYS-1/SAS4A 코드는 기본
적인 물리현상을 모의하고 이를 반응도 계산과 연계시키는 상세모델과
SSC-K와 같은 단순모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목적에 맞
는 반응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SSC-K의 열팽창 반응도 궤환모델은 반
응도 궤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관계식을 구성한 후, 적절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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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사용하여 실제 반응도 궤환 현상을 모의한다. 이 상수들은 보통 실
험이나 자세한 검증계산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검증자료 부
족으로 보수적인 추정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검증된
코드인 SASSYS-1/SAS4A와의 비교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SSC-K 반응도
모델의 적절한 상수들을 결정하였다.
그림 3.1.1-12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KALIMER 노심에서 고려하
고 있는 반응도 궤환모델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심 내부 구조물
이 가열되어 반경방향으로 열팽창 되는 경우 노심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grid plate와 ACLP (Above-Core Load Pad)의 상대적인 변위에 의해 결
정된다. 제어봉구동축 반응도 궤환효과는 제어봉구동축과 원자로용기의 열
팽창에 의한 상대적인 변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그림 3.1.1-13은
KALIMER의 노심 내부에서 집합체의 반경방향 팽창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 ACLP는 집합체가 열팽창으로 인해 반경 방향으로 변위가 증가
할 때 집합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팽창 여유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지
만 유효 핵연료영역 (active core)이 노심 중앙으로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반응도 궤환 측면에서 핵연료 영역이 노심 중앙으로 밀집
되면 양의 반응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합체의 기하학적인 변형 모드를
조사하여 적절한 위치에 ACLP를 설치한다.
SASSYS-1/SAS4A 코드의 단순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SSC-K에 추가
된 반경방향 노심팽창 반응도 모델은 식 (3.1.1-1)과 같이 반응도 궤환효
과를 계산한다. Cre는 반응도 계수 (dollar/K), ΔTin은 입구 냉각재의 온도
차이로서 SSC-K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와 같으며, ΔTSLP는 ACLP의 온도
차이다. XMC와 XAC는 각각 집합체 입구에서 집합체 중심까지의 축 방향
거리와 집합체 입구에서 ACLP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 XMC
와 XAC의 적절한 비를 사용한다면 집합체 휨 효과를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ρ

R

= C r e [ ∆ T in +

XM C
( ∆ T S L P − ∆ T in )]
X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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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그림 3.1.1-14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반경방향 노심팽창 반응도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UTOP 사고시 노심의 열수력 거동은 주로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반응도 모델은 UTOP 사고시 비교적 자
세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림에서 individual effect는 UTOP 사고시 다른 반
응도 궤환효과는 무시하고 반경방향 노심팽창 반응도 모델만을 고려한 경
우이며, integral effect는 모든 반응도 궤환효과를 고려했을 때 반경방향
노심팽창 반응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SSC-K와
SASSYS-1/SAS4A의 계산결과는 비교적 잘 일치한다.
SSC-K의 CRDL/RV 열팽창 모델은 제어봉 구동축이 위치하는 고온풀
의 평균 온도와 원자로용기와 접촉하는 저온풀의 평균 온도를 기초로 평가
된다. KALIMER-150의 경우 제어봉 구동축의 약 9.5 m가 고온풀에 잠기
게 되고 과도상태에서 고온풀은 공간적인 온도분포를 가진다. 그러나 일차
원 계산 코드인 SSC-K ver.1.2를 사용하면 고온풀에서는 하나의 평균온
도만이 정의되고 이를 기준으로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 변위를 계산한다.
SSC-K ver.1.3에서는 SSC-K 코드의 다차원 고온풀 해석모델로 계산된
고온풀의 온도분포를 반영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 효과를 계산하도록
모델을 개선하였다. 노심출구에서 방출된 제트류가 제어봉 구동축을 따라
흐르면서 열을 전달하여 구동축은 열팽창하게 되므로 구동축 주변의 국부
적인 열유동 현상이 중요하다. 그림 3.1.1-15는 UTOP 사고시 제어봉구동
축 및 원자로용기의 반응도 궤환모델 차이에 따른 원자로 출력이다. 개선
된 모델은 초기의 출력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고온풀 온도의 영향으로 인
해 100초 이전에 삽입되는 반응도 증대 효과를 잘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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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2 SSC-K 코드의 반응도 궤환모델

그림 3.1.1-13 집합체 휨 및 반경방향 노심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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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4 반경방향 노심 팽창반응도 궤환
모델에 따른 반응도 효과 (U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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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CEDL/RV 열팽창 반응도 모델에
따른 노심출력 (U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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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계산을 통한 신뢰도 평가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SSC-K ver.1.2 코드를 사용하여
KALIMER-150 설계에 대해 SASSYS-1/SAS4A와의 비교계산을 1차 년도에
수행하였으며, 비교계산 결과 도출된 ver.1.2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ver.1.3을 사용하여 비교계산을 재 수행하였다. 코드간의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계산 해석결과는 SSC-K ver.1.2와 ver.1.3의 결과와 SASSYS-1/SAS4A
결과를 모두 함께 나타내었다. (가) 항에서 설명한 정상상태 계산결과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액체금속로의 전형적인 ATWS 사고인 비보호 과출력사고
(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ULOF), 비보호 열제거원상실사고(ULOHS)에
대해 사고해석을 수행하였다. 비보호사고의 의미는 각 사고에서 원자로 보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가 비상정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 UTOP
UTOP 사고는 전출력 운전 중 제어봉 구동계통의 고장 혹은 운전원
실수로 인해 제어봉이 2￠/s의 삽입률로 15초간 인출되어 총 30￠의 반응
도가 삽입되는 사고이다. 그림 3.1.1-16은 노심 출력변화를 계산한 것으로
서 출력 첨두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 코드가 15～16초로 예측하고 있으며
첨두값은 SSC-K ver.1.2, ver.1.3, SASSYS-1/SAS4A 순서로 정상출력의
1.48배, 1.50배, 1.50배로 계산하고 있다. 첨두출력 이후 출력이 감소하는
모양의 차이는 세 코드간의 반응도 모델의 차이에 기인하며, 600초에
SSC-K의

출력이

정상출력의

1.09배로

안정화되는

반면에

SASSYS-1/SAS4A는 1.05배로 수렴되고 있다. 그림 3.1.1-16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ver.1.3은 ver.1.2에 비해 CRDL/RV 반응도 궤환 모델의 영향을
보다 잘 모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림 3.1.1-16에서 SASSYS-1/SAS4A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SC-K와 SASSYS-1/SAS4A는 근
본적으로 서로 다른 반응도 궤환모델을 사용하므로 계산결과의 차이는 당연
히 예측하였다. 전반적으로 SSC-K가 보수적으로 높은 출력을 예측하고 있
으며. 이런 출력변화의 차이는 핵연료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계통
의 열수력 거동에 역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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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은 hot assembly의 핵연료 하단에서 축방향 위로 6번
째의 노드에서 핵연료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핵연료봉 중심온도의 경우
SASSYS-1/SAS4A는 778 ℃로 예측한 반면에 ver.1.2와 ver.1.3은 853
℃, 784 ℃ 로 각각 예측하였다. 피복재와 집합체 내부 소듐온도의 경우는
세 코드의 계산결과가 비슷하지만 SASSYS-1/SAS4A와 ver.1.3간의 차이
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1-18과 3.1.1-19에는 반응도 궤환효
과를

각각

비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ver.1.3의

반응도

계산결과는

SASSYS-1/ SAS4A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듐기화 반
응도의

경우

ver1.3

결과가

ver.1.2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SASSYS-1/SAS4A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3.1.1-19는 열팽창에
의해 핵연료봉, 노심구조물, 제어봉구동축의 변위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
는 반응도 궤환 효과이다. 세 코드의 계산 결과가 그 크기에는 차이가 나지
만 변화하는 경향이 비슷하다는 점은 ver.1.2의 반응도 궤환 모델이 물리
적인 변화는 비교적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1.1-19에서
볼 수 있듯이 SSC-K는 비교적 단순모델을 사용하였지만 적절한 상수를
조절함으로써 그 계산결과가 상세모델을 사용하는 SASSYS-1/SAS4A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3.1.1-20과 3.1.1-21은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 및 소듐 액위의
변화이다. KALIMER-150의 고온 및 저온풀은 열용량이 크므로 세 코드간
의 출력 차이로 인한 풀의 온도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게 계산되었다. 소듐
액위 변화 역시 세 코드가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으므로 SSC-K가 일차계
통의 열수력적 거동은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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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6 UTOP시 노심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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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 UTOP시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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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UTOP시 도플러, 소듐 및 순 반응도 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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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9 UTOP시 핵연료, 노심, 제어봉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

- 28 -

1200

Saturation temp.

SSC-K 1.2
SSC-K 1.3
SASSYS-1/SAS4A

1100

Temperature, K

structure criteria
1000

900

hot pool

800

cold pool

700

600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 sec

그림 3.1.1-20 UTOP시 소듐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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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 UTOP시 소듐풀 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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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나) ULOF
유량상실사고는 노심으로 유입되는 펌프유량이 상실되어 노심열이 정
상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사고이다. 이 때 원자로 트립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지만 IHX를 포함한 중간열전달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
림 3.1.1-22는 ULOF시 세 코드에 의해 계산된 노심 출력과 유량 변화로
서, 모든 계산 결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펌프 coastdown이 끝나가는 75초
이후부터 SSC-K가 SASSYS-1/SAS4A보다 약간 높게 유량을 예측하였다.
펌프의 coastdown 유량은 펌프 정지 후 약 150초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
는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유량이 형성된다. 자연순환 유량은 계통의 유로저
항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와 관련된 계산모델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600초에서 SASSYS-1/SAS4A의 자연순환 유량은 정격유량의 5%이고
SSC-K의 자연순환 유량은 7%로 계산되었다. 사고 초기에 출력의 급격한
감소는 일차펌프의 강제유동이 정지됨으로써 GEM에 의한 대규모 음의 반
응도가 노심에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출력 감소율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두 코드간의 반응도 궤환 모델의 영향이 같게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23은 hot assembly에서 핵연료 하단에서 축방향 위로 6
번째의 노드에서 계산된 핵연료 온도분포이다. SSC-K ver.1.2와 ver.1.3
및 SASSYS-1/SAS4A가 예측한 핵연료 중심의 최고온도는 각각 745 ℃,
663 ℃, 676 ℃이다. 핵연료 피복재 온도와 소듐 냉각재 온도는 세 코드
모두 10 ～ 13초 사이에서 첨두값을 비슷하게 예측하였으며 온도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역시 그림에서 보듯이 비슷하게 예측하였다. ULOF는 그림
3.1.1-22와 같이 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노심에서 생성
되는 열량은 중간열전달계통과 피동붕괴열제거계통을 통하여 계속 제거되
므로 사고 초기 이후에는 계통 전체가 냉각되는 사고이다.
그림 3.1.1-24와 3.1.1-25는 ULOF시 반응도 궤환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24에서 도플러 및 소듐기화 반응도와 GEM의 영향이 나
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ver.1.3의 예측 능력이 ver.1.2에 비해 향상되었
음을 알 수 있다. SASSYS-1/SAS4A에서 GEM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노심
유량이 감쇄되는 동안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 값을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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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로 다른 반응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산한 각 반응도 성분의 전반
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각 반응도 효과의 총합인 순반응도의 경
우 ver.1.3과 SASSYS-1/SAS4A의 차이는 미소하게 계산되었다.
ULOF 사고 초기에는 출력과 냉각유량의 불균형으로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므로 도플러 반응도는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소듐기화 반응도를
포함한 그 외의 반응도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GEM 반응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6초 이후에는 노심온도가 정격출력 상태보다 낮아지
기 때문에 소듐기화 반응도는 음의 값으로 변화되며 그 외의 반응도는 양
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반응도 궤환의 물리적 변화를 SSC-K 코드는 비
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1.1-25에 보이듯이 열팽창에 의해
핵연료봉, 노심구조물, 제어봉구동축의 변위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반
응도 궤환 효과의 경우 SSC-K ver.1.3과 SASSYS-1/SAS4A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모델의 한계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열
팽창에 의한 이들 반응도 효과를 상세히 모의 할 수 있는 역학적 모델을
개발하여 예측성능을 SASSYS-1/SAS4A에 버금가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일차계통의 전자펌프가 정지하면 노심 입구 플레넘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GEM 내부에 가압되어 있던 헬륨가스가 팽창함으로써 GEM의 소
듐 액위가 노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 사고 후 약 16초에 GEM 소듐 액
위는 노심 상부까지 밀려나 음의 반응도가 삽입되기 시작하다가 약 55초에
이르면 소듐 액위는 노심 하단까지 내려오고 그 이후로는 GEM의 총 반응
도가인 -224 cents가 노심에 유입된다. 펌프가 정지되면 IHX에서의 압력
손실이 감소하므로 풀간의 압력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온풀의 액위는 서서
히 증가한다. 저온풀의 액위가 고온풀의 액위 근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SSC-K 계산에서는 31초, SASSYS-1/SSC-K 계산에서는 65초로 예측되
었다. 두 코드간의 시간 차이는 IHX를 통과하는 유량 차이, 즉 일차측 IHX
의 압력손실을 계산하는 모델 차이 때문이다. 그림 3.1.1-26과 3.1.1-27
은 ULOF시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 및 소듐 액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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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2 ULOF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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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3 ULOF시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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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4 ULOF시 도플러, 소듐 및
순 반응도 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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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 ULOF시 핵연료, 노심, 제어봉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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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6 UTOP시 소듐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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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 UTOP시 소듐풀 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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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다) ULOHS
ULOHS 사고해석은 IHTS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 기능이 상실되는
사고로서 IHTS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열전달도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다. 능동 안전계통에 의한 열제거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므로 노심에서 발
생되는 에너지는 원자로용기내에 축적되며 피동잔열제거계통인 PSDRS에
의해 열은 제거된다. 사고 초기에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출력이 일단 붕
괴열 수준으로 감소하면, 이후의 과정은 PSDRS에 의한 장기냉각 단계이므
로 일차계통은 단순한 열균형에 의해 완만하게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과도현상에 중점을 두어 사고 후 10분까지만
비교하였다.
그림 3.1.1-28은 노심출력과 유량 변화를 나타낸다. 일차계통 펌프는
정상운전 하므로 정격유량을 유지하지만 SASSYS-1/SAS4A가 SSC-K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량을 예측하는 이유는 출력변화에 따른 밀도차이
때문이다. SSC-K ver.1.2는 첨두출력이 47초에 정격출력의 101%까지 상
승하지만 ver.1.3과 SASSYS-1/SAS4A 코드는 63초에 각각 정격출력의
103%와 102%까지 상승한다. 첨두 출력이후 부터는 출력은 단조 감소하지
만 반응도 궤환 효과로 인해 SSC-K가 SASSYS-1/SAS4A보다 상대적으
로 낮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3.1.1-29는 ULOHS시 핵연료 온도분포를 비
교한 것으로 SSC-K ver.1.2와 ver.1.3의 핵연료 중심온도가 크게 차이 나
는 이유는 핵연료의 물성치 변화 때문이다. SASSYS-1/SAS4A 계산에서
는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유량 중단에 의한 ULOHS 사고를 가정하였
으므로 사고 초기에는 IHTS의 자연순환으로 인해 일차계통의 열이 제거된
다. 이로 인해 SASSYS-1/SAS4A는 피복재와 소듐의 온도를 ver1.3에 비
해 낮게 예측한다. 그러나 IHTS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연
순환에 의한 열제거 능력이 저하되므로 이 영향은 결국 일차계통으로 전파
되어 세 코드에 의해 계산된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가 비슷해진다.
그림 3.1.1-30은 도플러 및 소듐기화 반응도와 순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UTOP과 비슷하게 ULOHS 에서도 SSC-K의 소듐기화 반응도
영향이 SASSYS-1/SAS4A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하는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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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는 사고이므로 도플러 반응
도 궤환효과에 의해 음의 반응도가 노심에 삽입되고 있으며 ver.1.3과
SASSYS-1/SAS4A는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열팽창에 의해 핵연료봉,
노심구조물, 제어봉구동축 및 원자로용기의 변위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반응도 궤환 효과를 그림 3.1.2-31에 비교하였다. 핵연료봉 축방향 팽창
반응도와 노심 반경방향 팽창반응도의 경우는 ver.1.3과 SASSYS-1/
SAS4A의 계산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어봉구동축 팽창 반응도는
SASSYS-1/SAS4A의 결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어봉구동축 팽창
반응도의

영향이

노심에

궤환되는

순

반응도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SASSYS-1/SAS4A의 출력이 ver.1.3보다 높게 예측하였다.
그림 3.1.1-32와 3.1.1-33은 ULOF시 고온풀과 저온풀의 온도 및 소
듐 액위의 변화이다 IHX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 경로가 상실되므로 저온
풀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하여

결국

고온풀의

온도에

도달한다.

KALIMER-150은 원자로 풀의 소듐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PSDRS
의 열제거 용량과 붕괴열 간에 열적균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잉여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ULOHS

비교계산

결과

SSC-K는

SASSYS-1/SAS4A에 비해 낮은 출력을 예측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일관
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이의 원인이 설명 가능하므로 SSC-K 계산결
과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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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 ULOHS시 출력 및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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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ULOHS시 핵연료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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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0 ULOF시 도플러, 소듐 및
순 반응도 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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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

ULOF시 핵연료, 노심, 제어봉의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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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ULOHS시 소듐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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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3 ULOHS시 소듐풀 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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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라) 종합분석
그림 3.1.1-34에 UTOP, ULOF 및 ULOHS의 경우 세 코드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KALIMER-150 안전허용기준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였으며
그림에 사용된 계산값을 표 3.1.1-1에 따로 정리하였다. 핵연료와 관련된
안전허용기준은 핵연료 용융온도와 피복재 공융온도이며 냉각재의 비등을
피하기 위한 소듐의 포화온도 역시 안전허용기준에 포함된다. 고온 조건에
서 운전되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
으로 설정된 노심출구 평균온도가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비교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SSC-K ver.1.2
와 ver.1.3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도 궤환 모델과 금속핵연료 및 HT-9의
물성치 변화이다.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음의 반응도가 노심에 삽입됨
으로써 낮은 출력이 계산되고, 더불어 핵연료 물성치의 변경으로 핵연료봉
에서 발생하는 열이 주변 냉각재로 쉽게 전달됨으로써 핵연료봉 중심 온도
가 낮아졌다. 두 현상의 상승효과에 의해 SSC-K ver.1.3은 ver.1.2 보다
핵연료 봉 중심온도를 100 ℃ 이상 낮게 예측하고 있다. 개선된 ver.1.3을
사용한 계산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SASSYS-1/SAS4A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UTOP과 ULOF의 경우 ver.1.3과 SASSYS-1/SAS4A는 최대
3.4% 차이 이내에서 안전허용기준 온도를 예측하고 있다. ULOHS 경우는
SSC-K ver.1.3은 평균 노심출구 온도를 SASSYS-1/SAS4A보다 약 9%
높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연
료 중심 및 피복관 온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온도 차이가 나는 ULOHS 경
우가 5% 이내이다.
현실적으로 코드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가 전혀 없는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코드간 비교계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SSC-K ver.1.3의
계산 성능을 검증하였다. 비교계산에 사용된 SASSYS-1/SAS4A 코드는
EBR-II나 FFTF와 같은 실험로에 의해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과도해석코드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계산을 통하여 SSC-K의 취약부분을 수
정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SASSYS-1/SAS4A 계산결과와 큰 차이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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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발된 SSC-K ver.1.3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KALIMER의
개념설계의 예비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해
석 전산코드로서 실제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산결과의 신뢰도 향상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 제시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앞으로 계산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모델 개발과 더불어 예
상되는 규제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1-34 안전허용기준 비교

표 3.1.1-1 안전허용기준의 정량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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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개념 분석모델 개발
(1) 피동 안전계통 모델 개발
(가) 개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념설계된 150 MW(e),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인 KALIMER는 고유 안전성과 함께 노심 과열이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해
노심잔열 제거를 목적으로 용기 외부 벽면을 대기의 공기 자연순환으로
냉각하는 방식인 PVCS(Passive Vessel Cooling System)를 설치하였다.
(한도희, 2000, 장원표 외, 1998) 그러나 이 설계는 열출력이 1,000
MWt 용량 이하의 원자로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Eoh,
2003) 최근의 원자력 환경은 여러 이유로 대용량 원자로를 선호하고 있
기 때문에 기존 개념설계만으로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이
유로 KALIMER 용량을 600 MW(e)로 격상하기 위한 개념을 구상하게 되
었다. 용량을 격상함에 따라 PVCS(Passive Vessel Cooling System) 만
으로는 노심 잔열제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개념에서는 저온풀 직접 냉각방식인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의 추가/대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피동열제거 계통인 PDRC는 소듐 자연순환 회로로써 원자로계통 내 고
온풀 외부에 설치되며, DHX(Decay Heat Exchanger), AHX(Air Heat
Exchanger), 유로관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Decay Heat Exchanger)는 고온풀의 소듐이 열팽창하여 넘칠 경우,
고온풀의 소듐을 DHX 외부(Shell Side)로 통과하도록 하여 붕괴열을 제
거하도록 설계되었다. DHX를 통해 흡수된 열은 AHX를 통해 대기로 방출
된다. AHX는 열량을 효율적으로 대기로 방출하기 위해 EFR의 경우와 유
사하게 전열관을 Helical 형태로 설계하여 동일한 높이에서 전열관 길이
를 최대한 늘여 전열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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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정식
① 운동량 보존방정식
PDRC는 열흡수 및 제거로 요약되는 그림 3.1.1-35과 같은 내부 폐쇄
회로를 구성하므로, 소듐 유량에 대한 운동량 보존방정식의 기술은
SAS2A [Dunn, et al., 1974] 혹은 SSC [Guppy et al., 1983] 전산코드
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이 모델에서는 노드의 유동면적 변화를 고려하
기 위해 질량속 (Mass flux) 대신 유량으로 식이 표현되었다. 자연대류에
대한 유량계산이 목적이므로 펌프수두는 이 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강제대류를 모의할 경우 간단히 펌프수두의 추가가 가능하다. 냉각재
를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했으므로 회로 내 유량은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어 운동량 보존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dW
AC dt

+

∂P
∂z

+

)
1 ∂ (υ･gW
⎛ ∂P ⎞
= −⎜ ⎟
AC
∂z
⎝ ∂z ⎠ fr

⎛ ∂P ⎞
− ⎜ ⎟
⎝ ∂z ⎠ K

+ ρC g (3.1.1-2)

⎛ ∂P ⎞
⎛ ∂P ⎞
−⎜
−⎜
⎟
⎟
A
이 식에서 C 는 유동면적, ⎝ ∂z ⎠ fr 는 마찰 압력강하, ⎝ ∂z ⎠ K 는 유로의
지형적인 변화에 따른 Form Loss 압력강하를 나타낸다.
한편, AHX의 Shell 측 자연순환 공기 유량 계산 모델은 공기밀도가 상
대적으로 작아 운동량 관성도 작다. 따라서 공기유량은 유동저항(벽면마찰
및 Form Loss)에 의한 압력강하와 공기유로 내.외부의 밀도차에 의한 중력
차의 균형으로 구성된 준평형식으로부터 계산한다. 공기 내.외부의 중력차는

∆Pgr

=

∫ ρ g dz

= { ρ atm ･gh − ∫ ρ a ,in (Tai ) dz }･gg

(3.1.1-3)

로 표현된다. h 는 AHX 높이이다. 그리고 ρ atm 는 외부 대기밀도를 나타내
는 데, 외부 대기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AHX Shell측의 공기
밀도는 공기유량 진행방향으로 공기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공기유로 높이에 따라 적분하여 구한다. 유동저항에 의한 압력강하는 벽면
마찰에 의한 것과 Form Loss에 의한 것으로 구성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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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ss

=

& ⎛ ∆z

⎞
m
o
i
+ kor ,i ⎟
⎜ fi
Dh
ai Aa ⎝
⎠

∑ 2ρ

(3.1.1-4)


여기서  , Aa , fi , ∆zi , Dh , kor ,i 는 공기순화량, 공기유로 면적, 위치별 마찰계

수, 노드 크기, 공기유로의 열수력 직경, 위치별 Form Loss Coefficient를

fi 는

각각 뜻한다. 이 식에서

i 노드의 Reynold Number (Re)이며,

Zhukauskas et. (Zhukauskas et al., 1968)]에 의해 개발된 경험식을 사
용한다. 이 식은 Tube Bank 지형에서

Re mD ,max 과 보정식 에 의해 결정되

m
는 데, 여기서 Re D ,max 는 Tube Bank 내 최대속도를 기준으로 한 Raynold
m
값이다. 이 상관관계는 도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주어진 Re D ,max 에 해당하

는 값을 도면에서 먼저 읽고, Tube Bank의 Pitch에 따른 보정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② 냉각재 에너지 보존 방정식
회로 내 소듐-소듐 냉각재의 에너지 보존식은 위치에너지와 운동량
에너지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무시하고, 소듐을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
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ρ

∂H
∂t

+ G

∂H
∂z

= Q

(3.1.1-5)

여기서

dH

= c p dT

(3.1.1-6)

로 정의된다. 그리고 는 외부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벽면 열전달량을 나타
내며 벽면온도, 유체온도, 그리고 열전달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ρ 는 소듐
밀도,  는 질량속(Mass Flux), 는 소듐의 비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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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5 PDRC 모델링

그림 3.1.1-36 수치해석을 위한 DHX/AHX 노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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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X
 )으로 표현할 때 DHX
식 (3.1.1-5)을  대신 유동량(Mass Flow, 

Tube 측 냉각재 온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ρ c p ∆V

∂Ti
∂t

&cp ( T j − T j +1 ) + hi Ai ( Tw − Ti )
= 
m

(3.1.1-7)

그림 3.1.1-36을 참고할 때, 여기서 Ti 는 i volume node의 평균온도이며,

T j 는 junction에서의 온도이다. 이 모델에서는 Volume Node평균온도를

Junction 온도의 산술적 평균값인 Ti

= 0.5 ･g( T j + T j +1 ) 로 정의한다. 또한

∂T j +1
∂Ti
수치적인 편의를 위해 식 (3.1.1-7)의 ∂t 는 ∂t 로 근사한다. 벽면온도
Tw 는 열전도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한 Node에 반경방향으로 한 개의 동일
온도를 가정한다. 이 식에서 열교환기 Tube 측의 열전달계수, hi 는 현재
특별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SSC-L (Guppy et al., 1983)]에서 사용하는

Aok's Correlation을 이용한다. 즉,

Nu = 6.0 + 0.025( φ Pe )0.8
단,

φ

=

X

=

(3.1.1-8)

0.014 (1 − e −71.8 X )
X

1
Re

0.45

Pr 0.2

그러나 Re ≤ 3000 의 경우는 Nu = 4.36 을 사용한다.
한편 Tube 벽면은 반경방향으로 한 개의 온도를 가정하기 때문에 편
의상 두께가 영(Zero)이고, 열용량은 실제 벽면값을 사용하여 벽면 에너지
보존식을 기술한다. 따라서 내부 열전달면적 Ai 는 외부 열전달면적
같은 값을 가진다. 벽면의 에너지 보존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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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와

ρ w c ∆Vw

∂Tw
∂t

= hi Ai ( Ti − Tw ) + ho Ao ( T2,i − Tw )

(3.1.1-9)

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ρ wc ∆Vw 는 벽면열용량, T2.i 는 DHX Shell 측 노드의
소듐 평균온도이고, hi 와 ho 는 각각 DHX Tube 및 Shell 측의 열전달계수
이다. 그림 3.1.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ube 측 유량과 Shell 측 유량
은 서로 반대방향(Counter-flow)이며, 노드번호는 양측 모두 Tube 측 유
량과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
본 모델에서는 DHX Tube 및 Shell 측에 같은 열전달 상관식을 사용
한다. 반면에 DHX Shell 측에 소듐 Overflow가 없는 정상운전 시에는 열
복사가 지배적이므로, 식 (3.1.1-9)은 ho 대신 복사 열전달계수, hr , 그리
고 소듐온도 대신 DHX Hole 내부 표면온도 Twb 로 대체된다. 복사열전달계
수, hr 는 이전 PVCS 모델 (Chang et al. 1988)에서 사용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hr 는 열저항의 합에 의해

1
hr

=

Rwb
2

+

hcv12

1
+ ε12σ (Twb + Tw ) (Twb2 + Tw2 )

+

Rw
2

(3.1.1-10)

와 같이 기술되고, 이 식은 다시

hr

= hcv12 + ε12σ (Twb + Tw ) (Twb2 + Tw2 )

(3.1.1-11)

로 간략화 할 수 있다. 여기서 Rwb 와 Rw 는 DHX Shell 측 내부벽면과

DHX벽면에서의 열저항을 각각 나타내고, 식 (3.1.1-11)에서 hcv12 는 이들
두개의 값과 더불어 복사열전달 공간에서의 기체 열전도 및 열대류를 포함
한 값이며, 현재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식 (3.1.1-11)의

ε12

=

1

ε wb

+

1
1

εw

ε12 는
(3.1.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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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wb 는

로 정의되는데,

DHX hole 내표면에서의 Emissivity이며,

εw 는

Tube 외부벽면에서의 Emissivity이고, σ 는 Stefan-Boltzmann 상수이다.
Shell 측 에너지 방정식은 Tube 측과 마찬가지로 소듐 냉각재가 사용
되므로 식 (3.1.1-7)과 유사한 식을 이용한다. 즉,

ρ c p ∆V

∂T2,i
∂t

= − m2 c p ( T j 2 − T j 2+1 ) + ho Ao ( Tw − T2,i )

(3.1.1-13)

여기서 T2,i 는 i volume node에서의 평균온도이며, T j 2 는 Junction에서의
온도이다. 또한 유동량은 Tube측과 반대방향이다. 이 식에서도 역시 i

volume

T2,i

node의

평균온도를

Junction

온도의

산술적

평균값인

= 0.5 ･g( T j 2 + T j 2+1 ) 로 정의한다. 또한 수치적인 편의를 위해 Tube 측
∂T j 2

∂T2,i

과는 유동이 반대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식 (3.1.1-13)의

∂t 는

∂t 로

근사한다.

㉯ AHX
AHX Tube측 소듐 에너지보존식은 식 (3.1.1-7)와 동일하다. 한편,
Shell Side 측의 에너지 보존식은

∂Taj
∂t

=

1
( ρ c p ∆V )

{− m& c
o

o

( Taj − Taj +1 ) +

ho Ao ( Tw − Tai ) } (3.1.1-14)


로 표시되는데, AHX의 Shell 측 공기 유로에만 적용된다. 이 식에서 ,

co 는 공기유량 및 비열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Tai 는 Tube 측과 동일 위
치에 있는 Shell 측 지점의 공기 온도이다. Tube 측과 마찬가지로

Tai

= 0.5 g
･( Taj + Taj +1 ) 이며 Taj 는 노드경계(Junction)에서의 온도를 나타낸

다. DHX Tube 측과 마찬가지로 역시 공기유량이 Tube측 소듐 유동방향
과는 반대이므로

∂Tai
∂t 는

∂Taj
∂t 로 근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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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는

Nu

(Nusselt

Number)로부터 구하는데, Nu 는 Tube Bank에 대해 Incropera가 제안한
식 (Incropera et al., 1996)을 사용한다. 즉,
m
D ,max

Nu = C1 ･gR

･gPr

0.36

⎛ Pr ⎞
⎜
⎟
⎝ Prs ⎠

0.25

(3.1.1-15)

이 식은 튜브수가 20개 이상인 Tube Bank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0.7
m
< Pr < 500 와 1,000 < Re D ,max < 2x106 에서 유효성을 가진다. 여기서

Re mD ,max 는 역시 마찰계수 계산때와 마찬가지로 Tube Bank 내 최대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Reynold 값이고, Prs 는 Tube의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한

Prandtl 값이다.
한편 AHX의 벽면온도 에너지 방정식도 식 (3.1.1-9)과 유사하게

ρ w c ∆Vw

∂Tw
∂t

= hi Ai ( Ti − Tw ) + ho Ao ( Tai − Tw )

(3.1.1-16)

로 표현된다.

(나) 수치해법
① 운동량 보존방정식
식 (3.1.1-2)의 유한 차분식은

I1

∂W
∂t

+ Pt − Pb + I 2 W 2 + I3 W 2 + I 4 W 2 − I5 g = 0 (3.1.1-17)

으로 간략화 될 수 있다. 이 식은 소듐운동량, W n +1 에 대해 비선형 2차 방
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식에서 상수에 해당하는 값들( I1 , I 2 , I 3 , I 4 , I 5 )
은 문헌 (장원표 외, 2002)에 정의되어 있고, 이전 time-step에서 얻은 온
도를 이용해 Explicit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식과 독립적으로 계
산될 수 있다. 여기서 압력차 ( Pt − Pb )는 폐쇄회로이므로 사라진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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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6)으로부터

유동량( W

n +1

)이

구해지면,

유동량

dW
변화율( dt )은

dW
W n +1 − W n
n +1
의
근사식에
의해
구해지고
,
구해진
dt 을 이용해 다시 W 를
∆t
반복계산하여 결정된다. W n +1 이 얻어지면 역시 식 (3.1.1-16)을 이용해 각

Junction의 압력분포도 계산할 수 있다. AHX Shell 측 공기유량 계산식
식 (3.1.1-3)에서도 위치에 대한 공기밀도는 Explicit하게 표현하여 공기의
에너지 보존식과는 역시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② 에너지 보존방정식
㉮ DHX에서의 온도분포 계산
식 (3.1.1-7), (3.1.1-9), (3.1.1-13) 를 그림 3.1.1-36에 정의된 노드
를 근거로 각각 유한 차분식으로 전환하면
&c
&c
⎧⎪ 1
⎫⎪ n +1
⎧⎪
m
m


p
p
=
T
⎨ +
⎬
⎨
j +1
n +1
n +1
⎪⎩ ∆t ( ρ c p ∆V ) ⎪⎭
⎪⎩ ( ρ c p ∆V )

T jn+1 (3.1.1-18)
hi Ai
n +1
n +1
( Tw − T2,i ) +
∆t
( ρ c p ∆V ) n +1

−

⎧ 1 ( hi Ai + ho Ao ) ⎫ n +1
+
⎨
⎬ Tw
( ρ w c ∆Vw ) n +1 ⎭
⎩ ∆t

 c + h A
⎧⎪ 1 m
&

2 p
o o
+
⎨
n +1
⎩⎪ ∆t ( ρ c p ∆V )

⎫⎪ n +1
⎬Tj 2
⎭⎪

⎫⎪ n +1
⎬ Tj
⎪⎭

=
+

=

hi Ai
T n +1
n +1 i
( ρ w c ∆Vw )

+

ho Ao
T n +1
n +1 2,i
( ρ w c ∆Vw )
 c
&

m
2 p

( ρ c p ∆V )

n +1

+

Twn
∆t

(3.1.1-19)

T jn2++11

T jn2 (3.1.1-20)
ho Ao
n +1
n +1
(
)
T
T
−
+
w
2,i
( ρ co ∆V ) n +1
∆t

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AHX에서 식 (3.1.1-14)와 (3.1.1-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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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h A

⎧ 1 m&
o o
o o
+
⎨
∆
∆
ρ
(
) n +1
t
c
V
o
⎩

=

 c

&
m
o o
Tajn++11
( ρ co ∆V ) n +1

+

Tajn (3.1.1-21)
ho Ao
n +1
n +1
−
+
(
)
T
T
w
ai
∆t
( ρ co ∆V ) n +1

⎫ n +1
⎬ Taj
⎭

⎧ 1 (hi Ai + ho Ao ) ⎫ n +1
T
+
⎨
n +1 ⎬ w
⎩ ∆t ( ρ w c ∆Vw )
⎭

=

hi Ai
Ti n +1
n +1
( ρ w c ∆Vw )

+

ho Ao
T2,ni+1
n +1
( ρ w c ∆Vw )

Twn
+
∆t

(3.1.1-22)

로 전환될 수 있다.
식 (3.1.1-18), (3.1.1-20)은 소듐온도와 각 노드의 벽면온도인 3개 미
n +1
n +1
n +1
지수 즉, T j +1 , T j 2 과 Tw 으로 표현된 비선형 일차방정식이다. 또한 이 식

들은

Twn +1 만 결정되면 알려진 Tube 측 경계온도와 함께 Shell 측의 입구

n +1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듐 유동방향을 따라 다음 노드의 미지수인 T j +1 ,

T jn2+1 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소위 Marching Scheme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역행렬(Matrix Inversion)을 구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져 계산이 비
교적 간편한 이점이 있다. PDRC와 같은 폐쇄회로에서는 경계조건이 항상

T1n +1

n +1
n +1
= TNJn ++11 이다. 반면에 식 (3.1.1-19)도 역시 T j +1 , T j 2 값이 정해지면

Twn +1 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식 (3.1.1-18), (3.1.1-20),
(3.1.1-19)을 반복적 방법(Iterative Method)으로 풀어 미지수를 구한다.
n +1
n +1
n +1
먼저 식 (3.1.1-18)과 (3.1.1-20)에서 Tw 를 예측해 T j +1 , T j 2 를 구하고,
n +1
n +1
다음으로 얻은 T j +1 , T j 2 를 이용해 식 (3.1.1-19)으로부터 새로운

Twn +1 을

계산한다. 각 온도들이 한 Time-step에서 모두 1.0x10-6이하로 수렴한 후
다음 Time-step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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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X 온도분포 계산
n +1
식 (3.1.1-18), (3.1.1-21), (3.1.1-22)도 역시 3개의 미지수 T j +1 ,

Tajn +1 , Twn +1 로 구성된 비선형 일차방정식이다. 이들 식의 해(solution)도

DHX 경우와 마찬가지로 Marching Scheme에 따라 반복적 계산법으로 구
n +1
n +1
한다. 먼저 예측된 Tw 을 이용하여 식 (3.1.1-18), (3.1.1-21)로부터 T j +1
n +1
n +1
과 Taj 를 얻은 후, 식 (3.1.1-22)으로부터 Tw 을 구하는 과정을 이 3개의

변수가 모두 1.0x10-6이하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라) 과도기 계산
모델개발은 PDRC의 최소요건으로 간략화된 그림 3.1.1-35을 근거하
여 이루어졌고, 각 크기 치수들은 설계된 값을 사용했다. 현재 소듐

Overflow가 없는 정상상태시의 PDRC 용량은 설계자료의 보완이 필요하
기 때문에 정확한 모의가 어렵다. 이에 따라 모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실
제 사용한 정상상태는 DHX Shell 측에 정격 소듐유량이 형성될 때 계산한
결과이며, 모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계산 논리로써 먼저 초기조건을 일
정하게 유지할 때 정상상태에 수렴함을 입증하였다. 과도기 초기조건을 구
하고, 과도기 계산 프로그램의 논리 타당성으로 보이기 위해 500초간의

Null Transient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DHX 및 AHX의 각 유로별
온도분포는 그림 3.1.1-37과 3.1.1-38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는 예상대
로 타당한 온도분포를 보여주며, 또한 소듐 및 공기 유량과 온도분포 계산
의 반복계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시작점(AHX 마지막

Junction)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압력분포도 타당하게 계산했다. 계산된
Loop의 정상상태 소듐유량은 26.7 kg/s로 나타나 본래 설계된 24.67 kg/s는
약 10%의 차이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2차 측 소듐유량도 설계값 37.13

kg/s 보다 큰 값인 39.84 kg/s를 계산하였는데, AHX Shell 측의 공기유량 역
시 32.7 kg/s로 설계값 30.53 kg/s 보다는 과대 계산되었다. 이것은 설계에서
계산한 열전달 계수 및 Tube 측과 Shell 측의 온도차 계산 차이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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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수치해석상 오차 뿐 아니라 전열면적
차이와 이에 따른 전열기의 온도분포 및 이에 따른 유량계산의 차이도 일
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설계개선과 더불어 차이를 좁
혀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계산된 전열면적의 경우도 DHX 및 AHX의 설
계값은 각각 21.7 m2 과 278.4 m2 이지만,

계산된 값은 이보다 보다 작

2
2
은 각각 20.4 m 와 97.6 m 이다. 따라서 AHX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으

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Null Transient를 거쳐 과도기 계산의 분석을 위해 임의로 유량을 초
기 100% 유량에서 20%까지 즉, 80%의 유량을 500초 동안 직선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과도기 계산을 수행했다. 그림 3.1.1-39에서 나타내었듯이
유량의 감소에 따라 열제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소듐 냉각재의 열전달
계수는 물에 비해 유량의 감소에 덜 민감하다. DHX Shell 측 소듐 입구온
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Shell 측 소듐 온도를 초기값, 520.35 ℃로
부터 547.85 ℃로 일정하게 증가시켰다. 그림 3.1.1-40의 결과에서 나타
났듯이 유량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덜 민감하지만, 열제거율이 증가함을 보
여준다. 이런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개발된 PDRC 모델은 개발
의도에 일치하는 타당한 결과를 보여준다.

Time-step에 대한 시험은 이미 이전 계산 (장원표 외, 2003)에서
0.02초, 0.5초, 1.0초, 5.0초, 10초 등에 대해 이미 수행하여 Time-step이
작을수록 일정값에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치적으로 Fully Implicit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치적 불안정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차의 누적
에 따라 Time-step이 클수록 섬세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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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7 DHX 내 정상상태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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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 AHX 내 정상상태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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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 DHX Shell 측 소듐 유동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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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0 DHX Shell 측 소듐 입구온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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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계산된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개발된 PDRC 모델은 개발
의도에 일치하는 타당한 결과를 보여준다. Time-step에 대한 시험은 이전
계산 (장원표 외, 2003)을 참고할 때, 수치적 불안정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차의 누적에 따라 Time-step이 클수록 섬세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본 모델에서 사용한 Time-step 값이 0.1초이고, SSC-K의
그 값은 대부분 0.1초 보다 작기 때문에, SSC-K의 Time-step 값을 이 모
델에 그대로 사용하면 항상 해의 안정성과 수렴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한다.

라.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코드 SSC-K 고도화
액체금속로 KALIMER 계통에 대한 안전해석은 SSC-K 코드를 이용
한다. KALIMER는 현재 개발 중인 발전소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기(Component)나 부품(Part) 등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SSC-K 코드는 고유의 기기 및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신개념
을 안전해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SSC-K 코드 내에 새로운 모델을 추가
하여야 하며, KALIMER (Pool-type) 외에 다른 형태의 액체금속로가 도입
될 경우에도 기존의 SSC-K 코드를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액체금속로 모델 관점에서 보면 KALIMER와 같은 Pool-type 발전소
에서는 커다란 고온 및 저온풀로 구성되어 있지만, SSC-K는 이들를 일차
원 단일 제어체적으로 모델한다. 이 때문에 고온풀에서의 다차원적인 유체
거동이나 온도 분포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풀에 대해 다차원 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또한 SSC-K는 노심 및 열적 구조물 Lumped 모델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노심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반응도 모델들을 적용할 때 큰 오차를 포
함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외에 소듐은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
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SSC-K 코드에 새로운 물성치를 삽입해야 한다.
코드 자체적인 문제점으로서, SSC-K 코드는 수치해석 측면에서 지배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marching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류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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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관 파단과 같은 사고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치해법을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
복잡한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입력 및 출력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 메모리 구
조의 복잡성은 코드를 수정할 때 큰 장애가 되며, 대규모로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위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Dynamic Memory Module로 메모리 구
조를 변경하고, 유체에 대해서는 다차원적으로 모델한다. 또한 열적 구조물
은 세분화해서 모델할 수 있도록 노드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상세 노심 모
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수치해석법은 ICE 방법을 이용하여 역류 현상을 모
델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코드를 구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코드의 개발로
신개념 모델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통 및 사고에 대한 코드
의 적용성이 확장되고, 노심 다차원 모델과의 연계도 용이하게 된다.

그림 3.1.1-41 SSC-K 코드 고도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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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변화에 따른 코드의 기능 및 적용성 확장
(가) 다차원 지배방정식 (유체)
새로 구성되는 SSC-K 코드를 위한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1개의 연속
방정식, 3개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 1개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 등으로 구
성된다. 식 (3.1.1-23)은 연속 방정식의 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며, 소듐의
액체 상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압축성 가정에 근거한다. 식에서 첨자

'k'는 방향(x, y, z)을 의미한다.
∂ρ 1 ∂
+
( ρVk Ak ) = 0
∂t Ak ∂xk

식

(3.1.1-24)은

비압축성

(3.1.1-23)
유체에

대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

(Navier-Stokes)을 나타내며, 3차원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 x, y, z 방향
의 3개의 방정식이 요구된다. 이는 다차원을 모델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KALIMER의 고온 및 저온풀을 모델하기 위함이다. ρ는 유체의 밀도, A는
유동 면적, V는 유체의 속도, x는 유체의 진행 방향 등을 나타낸다.
⎛ ∂Vk

ρ⎜

⎝ ∂t

+ Vk

∂Vk
∂xk

⎞
∂P
∂
+
(τ wk + T ) + ρ g x
⎟=−
∂xk ∂xk
⎠

위 식에서 좌변의 두 번째 항은

τwk

(3.1.1-24)

과 T 는 각각 벽 마찰과 난류 혼합

을 의미하며, 3개의 방향에 대해 각각 따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들은 구성
상관식(Constitutive Relation)들로 구해지는 값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적 상관식을 구성하여 코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좌변의 첫 번째
항은 유체 속도의 시간 변화량, 두 번째 항은 유체의 대류에 의한 속도 변
화량을 나타내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압력 구배를 의미한다. 좌변의 마지
막 항은 중력을 나타낸 것이다.
유체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엔탈피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식

(3.1.1-25)에서 h는 엔탈피를 나타낸다. q"는 벽면에서 전달되는 열이며,
 는 난류 혼합과 유로사이의 직접 열전달을 합한 항이다.

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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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은 유체의

uur∂P Φ t 
∂
1 ∂
 ∇･
⋅ q′′ +〃  
+ 
( ρh) +
( ρVhA)k = −∇

Ak ∂xk
∂t
∂t Vol 

(3.1.1-25)

위의 식들은 7개의 미지수(압력, 밀도, 엔탈피, 유체 온도(벽면 열전
달), 3 방향의 속도)를 포함한다. 전체 방정식 수는 5개이며, 이외에 상태
방정식과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하여 2개를 구성한다. 기타 변수들은 실험
상관식 등을 이용한다.

(나) 수치해석 기법 (유체)
기존의 SSC-K 수치해법으로는 다양한 사고를 모의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Parabolic Equation을 풀게 되어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
할 경우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의 사고를 모의
하기 위해, 시간 항에 대해서는 Semi-Implicit, 공간 항에 대해서는 그림

3.1.1-42의 Staggered grid 상에서 Donor Cell Scheme을 적용하여 지배
방정식들을

식

(3.1.1-26),

(3.1.1-27),

(3.1.1-28)과

같이

차분화

(Discretization)한다. 이에 대한 수치 해법으로서 다음의 방법이 이용된다.
ⓐ 전체 Cell에 대해 Pressure-reduced Matrix를 구성한 후 각 Cell에서
의 압력을 먼저 구하고, ⓑ 새로운 압력을 기초로 속도 Cell 표면에서의 속
도를 구하게 된다. ⓒ 이후, Cell 표면 속도를 이용하여 Cell 중앙에서의
엔탈피를 얻는다. ⓓ 엔탈피와 압력을 이용하여 Cell에서의 밀도를 구하게
된다. ⓔ ⓐ에서 ⓓ까지의 절차가 완성되면 수렴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
한 후 반복 여부를 결정한다.

- 59 -

i+1
j+1
j+1/2

i+1/2

k-1

k-1/2

i,j,k j+1/2
k+1/2

k+1

i-1/2
j-1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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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z

그림 3.1.1-42 Staggered Grid Mesh

Read Inputs:
Geometric,Thermal-Hydraulic Data

Time Step Control

Wall friction & Heat transfer

-

New Time
Step :
Check Courant
Limit

Solve Governing equations :
Calculate Momentum equation
Calculate Scalar Equations
Make and solve the pressure reduced matrix
Update P, V, h

Inner
Iteration :
k=k+1

Update properties and derivatives

Converge

Update Old Time Step Values

End of time

END

그림 3.1.1-43 새로운 SSC-K 코드의 수치해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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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방정식
ρ n+1 − ρ n =

No. of surf .

∑
k =1

∆t n n+1 
(ρ&
V A
)k
Vol

(3.1.1-26)

- 운동량 보존 방정식

(V

n+1

−V n )

k =surf .

∆t

=

No.of surf .

∑
k =1

Vkn &n 1 ∆Pn+1
k − n
−
V
 ∆x
∆xk
ρ&
k

⎛ Korif
f ⎞
+ k ⎟ Vkn+1 Vkn+1 − gk
⎜
⎜ ∆xk DH ⎟
k ⎠
⎝

(3.1.1-27)

- 에너지 보존 방정식

( ρh−P)

n+1

−( ρh− P) =
n

No.of surf .

∑
k=1

∆t n &
∆t
∆t
n n+1  
⎡H⋅ AHT ⋅(Twn −Tfn ) ⎤ + Φtn
+ 
ρ&
hV A

⎣
⎦
k
Vol
AHT ⋅∆xk
Vol

(

)

(3.1.1-28)

위 식들에서 (․)는 Donor 값을 의미하며, Δ은 공간상에서의 변화를 나
타낸다. 압력을 Pn+1 = Pn + δ P 로 선형화한 후 식 (3.1.1-27)에 대입하면 새로
운 Time Step에서 속도는 식 (3.1.1-29)과 같이 압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V n+1

k = surf .

= V ′ k + J k (δ Pdown − δ Pup )

(3.1.1-29)

위의 식에서 δ은 시간 변화량을 의미하며, 첨자 down은 하류, up은
상류이다. J는 압력 변화량의 계수이다. 밀도는 압력과 엔탈피에 관하여 일
차 도함수로 선형화하고, 엔탈피는 압력에 관해 일차 도함수로 선형화한다.
선형화된 변수들과 속도에 관한 식들을 식 (3.1.1-26)와 (3.1.1-28)에 대
입하면, 그 식들은 인접한 Cell들에서 압력구배의 함수로만 표기된다. 이들
을 이용하면 식 (3.1.1-30)과 같이 압력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을 종속 변
수로 하는 2 × 2의 정방형 Cell Matrix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식

(3.1.1-30)의 좌변에서 a21 을 소거하면 두 번째 열은 압력 변화량에만 종속
되는 함수가 된다. 이들 식들을 모든 Cell에 확장하여 System Pressure

Matrix를 구성할 수 있다. 이후 그림 3.1.1-43을 설명한 앞의 ⓐ에서 ⓔ까
지의 절차를 거쳐 수치 해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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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d1⎤
⎡e1⎤
⎡f1⎤
⎡g1⎤
⎡s1⎤
⎡a11 a12⎤⎡δh⎤ ⎡b1⎤
⎢a a ⎥⎢δP⎥ =⎢b⎥δPk, j,i−1+⎢c ⎥δPk, j,i+1+⎢d ⎥δPk, j−1,i +⎢e ⎥δPk, j+1,i +⎢f ⎥δPk−1, j,i +⎢g ⎥δPk+1, j,i +⎢s ⎥
⎣ 21 22⎦⎣ ⎦k, j,i ⎣ 2⎦
⎣ 2⎦
⎣ 2⎦
⎣ 2⎦
⎣ 2⎦
⎣ 2⎦
⎣ 2⎦

(3.1.1-30)

위와 같이 구성된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3.1.1-44와 같은 일차원 예
제에 대해 코드의 건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배관에는 180 ℃의 액
체 소듐이 정지 상태로 채워져 있으며 모두 10개의 Cell로 나뉜다. 이 배
관에 100 ℃의 액체 소듐이 0.1 m/s의 속도로 주입되며, 배관 출구 압력
은 1.65 bar이다. 이 문제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압력 및 유속의 진동
여부와 배관 내의 온도 변화량이다.

입구
입구조건
-0.1 m/s
-100 oC

출구
배관 초기 조건
-속도 : 0.0 m/s
-온도 : 180 oC
-노드길이 : 0.05 m

출구조건
-1.65 bar

그림 3.1.1-44 코드 검증을 위한 노드 및 경계 조건

그림 3.1.1-45는 10 번째 Cell에서의 압력과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입구에서 0.1 m/s의 속도
로 주입되는 유체에 의해 출구에서도 같은 속도로 방출되고 있다. 반면에
압력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0.1 m/s까지의 가속에 의해 서서히 압력이 증
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약 8초 후에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그림

3.1.1-46은 같은 Cell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배관 내의 초기 180 ℃의
유체가 주입되는 100 ℃의 유체와 혼합되면서 대략 8초 후에 초기의 유체
가 거의 방출되면서 주입되는 유체의 온도에 근접하게 된다. 이상의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일차원의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 구성된 코드는 정
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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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5 SSC-K 코드의 속도 및 압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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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6 SSC-K 코드의 온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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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4단계에서는 위에서 구성된 유체에 대한 프로그램과 다음절에서 논의
되는 열 구조물을 통합하여 기본적인 원형 계통 코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원형 코드에 다양한 기기 및 부품을 모델링하여 기존 SSC-K 코드에 개발
된 다양한 반응도 모델을 구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완성된 코드는 기존

SSC-K 코드에 비해 다양한 사고를 모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다) Point Kinetics 및 열전도 모델의 개발
① 서론
KALIMER 안전해석을 위해 코드 기존에 사용된 SSC-K 코드는 코드
의 구조 때문에 외부의 부품 모듈이나 다른 물리 모델과의 호환성 한계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고정된 원자로 부품모델과 그 배열을
염두에 두고 코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가진 액금로의 설계나
설계 변경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KAERI는 새 Version SSC-K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
차원 모의가 가능하고, 설계 변경 시에도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 SSC-K Version의 열수력 모델
을 완성하기 위해 원자로 점근사 동역학 모델 (Reactor Point Kinetics

Model)과 고체 열전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자로 점근사 동역학 모델은 원자로 내 반응도 삽입에 따른 원자로 출
력 계산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다. 주된 이유는 모델의 단순함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출력 변화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기존 SSC-K에 이미 장착되어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로
그램 구조상 새로 개발되는 열수력 모델과 호환을 위해 새로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모델은 비록 기존 SSC-K의 것과 계산논리는 같지만, 모든 변수들
은 새로 개발되는 코드와 연결하기 위해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었
다. 따라서 개발되는 모델은 기존 SSC-K 모델과 근본적으로 같은 이론을
사용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코드와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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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분석 코드는 항상 핵연료나 그 외 열구조물 내부의 열전달 기술을
위해 열전도 모델을 사용한다. 기존 SSC-K의 열전도 모델에서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열전도 방정식의 해를 구하므로 핵연료봉과 같은 전형적인 기하
학적 형상을 가진 고체에만 적용이 가능할 뿐 이다. 그러나 원자로 계통에
는 여러 가지 경우의 고체 지형물이 존재하므로, 이 모델은 복잡한 기하학
적 형상이나 다양한 경계조건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열전달 모델의 변수 구조는 새로 개발되는 열수력 모델과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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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7 경계조건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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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8 원통형 및 평면 지형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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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냉각재에 대한 해석능력 확장
(가) 서론
미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이 계속유지 될 것이라는 확신아래 제 4 세대 원자로

(Generation IV)를 개발 중에 있다. Generation IV 연구는 원자로 건설국
가에서

원자력

안전,

경제성

증대,

폐기물

최소화,

비핵확산성

(Non-proliferation), 그리고 공공인식을 제고하면서 경쟁력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를 건설하여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 국내에서도 액체금속로의 소듐 냉각재에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
에 다른 냉각재 대안에도 관심을 돌려야한다. 따라서 우선 소듐 외에 강력
한 액체금속로 냉각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납 냉각 액금로 개발

(Adamov E.O. et al., 2001)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해석 능력 확보가 필요
하다. 현재의 SSC-K는 소듐 냉각재의 풀형 액금로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KALIMER의 기하학적 형태와
계통을 유지한 채, 납 냉각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SSC-K의 소듐 물성치
관련 프로그램의 변환을 목표로 한다. SSC-K를 실제 납 액금로 해석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물성치의 변환뿐 아니라, 납 냉각재 특성에 따른 노심 반
응도 모델을 포함하여 상관식과 같은 다른 요구조건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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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SC-K 물성치관련 Subroutines 수정
SSC-K의 물성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모두 온도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
현된다. 예를 들면 소듐 엔탈피 (‘ENTH1H’)의 경우 소듐온도  에 대해

ENTH 1H = C1 H 0 × Tsodium × ( C1 H1 + Tsodium × ( C1H 2 + Tsodium × C1 H 3 ) ) (3.1.1-31)
로 표현되는데, 일차계통과 관련한 Subroutine들의 물성치는 소듐 냉각재
와 같은 형식을 취하며 납의 물성치로 대체되었다. 반면에 IHTS은 소듐
냉각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납 냉각재에서의 압력강하 분포는 실제
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모든 압력강하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하기보
다는 간단히 밀도 차에 의한 수두 차이만을 고려했다.

Pb
T = 783.15 K
m = 75017.4 kg/s

T = 639.35 K

IHX

SG
Na

H2O

T = 768.15 K
m = 6769.0 kg/s

583.85 K

그림 3.1.1-49 납 냉각재로의 에너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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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5 Mpa
T = 736.55 K
(463.4 oC)

P = 17.5 Mpa
T = 503.15 K
(230.0 oC)
m = 730.34 kg/s

(다) 과도기 모의계산
① 경계조건 결정
㉮ 일차계통 정상상태 운전조건 결정
초기 SG의 입력온도가 낮아 중간계통 (IHTS)이 소듐의 Solidification
온도 이하로 되어 Error가 발생했기 때문에, MINET의 입력 즉 , 2401 카드
의 정상상태 경계조건과 3411 카드의 과도기 경계조건을 다시 조절했다.
아직 정확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듐 냉각재와 같은 정
상상태 노심 ∆T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일차 납 냉각재 유량을 계산 했다 .
즉,

C p = 147.3 ( J / kg ･gK )
∆T = 783.15( K ) − 639.35( K ) = 143.80 ( K )
m
&= 1.5893 ×106 / (147.3) (143.80 )


= 7.5032 ×104 (kg / s )

또한 IHX의 중간계통 입.출구 온도는 중간계통의 새로운 설계를 참조해
야 하나, 현재는 납과 소듐의 밀도비 (IAEA Report, 2002)]인 대략 10 배의
유량을 잠정적으로 증가시키고 600초의 Null Transient 계산을 거쳐 그 결과
를 과도기 초기 값으로 정했다.

㉯ 밀도차에 따른 압력강하 차이 개선
KALIMER-600의 압력분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납냉각재에서의 압력
강하 분포는 실제 보다 너무 작게 계산된다. 따라서 계통내 압력분포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압력강하 요소들을 고려한 압력강하 계산보다는 간단히
밀도차에 의한 수두의 차이만을 고려했다. 결국 정상상태 조건은 Null

Transient 계산에서 보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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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내 압력강하 계산
본 모델에서는 소듐 냉각재 수두에서 납과 소듐의 밀도비를 곱하여 정의
하였다. 전체 압력강하 수두차와 벽면 마찰 및 Form Loss는 주어진 유로에서
같은 유체속도, 마찰계수 및 Form Loss Coefficient를 가정할 때 모두 밀도
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Pf =

&2
f ･gL
m

2g
･Ac )
･DH ( ρ g

이므로 ∆Pf 는 밀도에 비례하므로

∆Ppb = ∆PNA ･g(

ρ pb
)
ρ NA

로 대체하였다.
예를 들면, 입력 Record 1002 in ‘NLOOP’에서 일차계통은

PIPDHX = − 24809.88 Pa for NA
는 예를 들면,

( PIPDHX ) pb = − 24809.88 ×

10058
= − 3.089 ×105 Pa
849.621

로 계산했다.

② 과도기 모의계산
SSC-K의 납 냉각재Version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KALIMER 안전해
석에서 이미 얻은 소듐 냉각재에 대한 보호사고 즉, TOP, LOF, LOHS 사
고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들 소듐에 대한 계산결과를 납 냉각재와
같은 조건에서 해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보호사고 해석
결과만 비교한 것은 비보호 사고의 경우 납의 반응도 효과에 대한 노심자
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심 거동이 전혀 달라 두 Version의 타
당성 분석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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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Transient Over Power)
반응도 삽입사고 중 노심 보호계통이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 사고에서 일차계통 펌프는 계속 운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약

200초 이상의 Null Transient 계산을 통해 과도기 초기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림 3.1.1-50은 노심내 최고 핵연료, 피복재, 소듐냉각재 그리고 노심 평균
소듐 냉각재 온도들에 대해 1000초 동안의 거동을 나타낸 결과이다. 15초 동
안에 주입된 양의 반응도(30 Cents)에 의해 초기 상승하던 온도가 보호계통
의 작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에 따라 온도는 급격히 하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핵연료 중심온도와 피복재 및 노심출구 냉각재 온도는 두
냉각재 경우가 서로 일치하는 반면,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는 납의 경우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납의 경우가 같은 조건에서 피복재 표면에서 열전달계수가
크고, 납의 열용량이 소듐 보다는 커서 노심 입.출구의 냉각재 온도차가 상대
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난 핵연료 온도의 선형적인 감소는 정지봉
의 삽입으로 인한 음의 반응도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전체 열발생중 붕괴열의
영향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붕괴열은 이 시간 간격사이에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3.1.1-51은 노심 냉각재 유량에 대해 계산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
다. 과도기 초기 조건의 납 냉각재가 1.0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SSC-K
입력의 초기 유량이 정확한 정상상태의 값을 유지하지 못하여 Null Transient
계산동안 그 값이 1.0에서 변했기 때문이다. 과도기 시작과 함께 같은 펌프날
개 회전속도에서 냉각재 온도 증가로 밀도가 감소하여 유량은 잠시 감소하지
만, 원자로 정지 이후는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므로 오히려 유량이 증가된다.
납의 온도가 소듐 냉각재 온도 보다는 높으므로 납 유량이 소듐에 비해 작다.
그림 3.1.1-52는 소듐과 납냉각재에 대한 풀 온도를 비교한 그림인데,
같은 정상상태 노심 온도차를 가지기 위한 초기 소듐 유동량은 납에 비해 소
듐이 약 10 배 낮다. 이것은 소듐의 비열이 납 보다 약 10 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의 시간 정수가 소듐 보다 크므로 과도기에서 납 온도가 소듐보다
서서히 떨어진다. 시간의 경과와 출력이 감소하면서 냉각재 시간정수의 영향
은 작아져서 두 냉각재 모두의 온도 감소 경향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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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0 최고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노심 출구 온도
및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 비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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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1 노심 냉각재 유량 비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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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2 풀 온도 변화 비교 (TOP)

㉯ LOF
유량상실(Loss-Of-Flow) 사고 시 소듐과 납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의 비
교를 위해 출력 및 유량,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를 포함한 노심내 관심 변수,
풀 냉각재 거동들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1.1-53와 3.1.1-54, 3.1.1-55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량상실 사고후 20초에 원자로가 역시 정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1.1-53에서 출력과 유량의 변화는 두 냉각재의 경우 모두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나 그림 3.1.1-54에서 노심내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 온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의 경우
에는 납 냉각재가 열용량과 열전달계수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높게 계산
되었다. 그림 3.1.1-55의 풀 냉각재 온도도 역시 원자로 정지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어든 후 자연순환에 의해 일정하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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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3 출력 및 일차 유량 비교 (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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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4 노심 평균온도 비교 (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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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5 풀 온도 변화 비교 (LOF)

㉰ LOHS
열침원상실(Loss Of Heat Sink) 사고는 열침원 상실 후 20초 후에 원자
로가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1.1-56은 노심의 주요 변수 계산결
과를 보여주는 데 핵연료, 피복재, 노심 출구온도는 다른 사고와 비슷한 양상
을 보여준다. 냉각재 평균온도의 경우가 피복재로부터의 노심 열전달량이 소
듐 보다 많기 때문에 다소 높게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여 결국 피복재 온도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1.1-57의 출력과 노심 냉각재 유량도 거의
같은 변화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이 납냉각재에 대한 SSC-K의 적용성을 평가한다는 점에
서 다른 결과와 함께 판이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연구의 목적은 달
성했다고 본다. 그림 3.1.1-58는 풀 온도에 대한 비교결과이다. 다른 사고에
서와 같이 납 냉각재의 경우가 열전달계수 및 열용량의 효과로 풀 온도가 다
소 높으며, 기울기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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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6 소듐 및 납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의
노심평균온도 비교 (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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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7 소듐 및 납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의
출력 및 일차유량 비교 (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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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8 소듐 및 납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의
풀 온도 비교 (LOHS)

㉱ 결론
기 개발된 KALIMER의 안전해석에 적용한 SSC-K Version을 납 냉각
재 액금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SSC-K의 일부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였
다. 수정된 SSC-K의 납 Version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소듐
냉각재 해석에 적용한 것과 같은 TOP, LOF, LOHS 사고조건에서 비교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들 사고에 대한 해석결과 중 냉각재의 영향력이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열출력 및 노심 냉각재 유량, 노심 핵연료봉 중심온도, 피복재 최대
온도, 노심 냉각재 최고 출구온도, 노심 냉각재 평균온도, 그리고 고온풀 및 저
온풀의 냉각재 온도에 대해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냉
각재 물성치 차이에 따라 기대했던 과도기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물성치의 전환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납 냉각재에 대
한 각종 상관식의 개발 및 적용은 이번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과로는 납 냉각재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한 SSC-K의 Version이
물성치 전환이 타당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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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개발
가. 개요
액체금속로의 특징은 가압경수로 등에 비해 연료봉 배치가 조밀하고,
노심내의 냉각재 단일 유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높은 출력 밀
도를 갖는다. 그러나 연료봉간의 이격거리가 작기 때문에 냉각재 유로의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료봉의 축 방향으
로 나선형의 Wire-wrap을 설치하여 연료봉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
고 있다. Wire-wrap은 또한 부수로 사이의 횡방향 유동을 발생시킴으로써
부수로 간의 냉각재 혼합 효과를 증가시키고, 집합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와류(Swirl flow)를 형성시켜 효과적인 냉각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특징으로 인해 손상된 핵연료봉 파편이나 이물질
이 집합체 내부로 유입될 때 유로 폐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유로 폐
쇄는 노심에서 국부적인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핵연료봉을 손상시키므로
이에 대한 열수력 현상을 적절히 예측하고 수반되는 최대 온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료봉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세계적으로 유로폐쇄 발생 여
부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원자로를 조기에 정지시킴으로써 심각한 사고로
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유로 폐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해석을 위해 독립적인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왔다.
유로 폐쇄 연구의 해석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부수로 모델

(Subchannel analysis)과 다공질 모델 (Porous medium model) 등이 있는
데, 집합체의 열수력 설계를 위한 집합체 내부의 온도나 유량 분포 등은 주
로 부수로 모델을 사용하여 이용한다. 또한 부수로 모델을 이용하는 코드들
의 지속적인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는 안전해석용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유로 폐쇄 현상의 해석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THI3D[Lin and Sha, 1978],

SABRE [Macdougall and Lillington, 1984], ASFRE[Ninokat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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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상유동 해석용 부수로 코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KALIMER-150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SABRE 코드의
일부를 도입하여 유로 폐쇄 해석에 필요한 분석 기법을 확보하고, 유로 폐
쇄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파악하였으며, KALIMER 노심에 장애물
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권영민, 2000]. 그러나 유로
폐쇄 해석 코드는 액체금속로 기술 선진국들이 기술 전수를 회피하는 부분
으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MATRA-LMR 코드를 개선하여 집합체 유로폐쇄
를 해석할 수 있는 MATRA-LMR-FB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유로폐쇄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폐쇄물 후방에서의 재순환 유동을
적절히 모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MATRA-LMR-FB의 주요 개발
내용은 MATRA-LMR 코드의 수치해법의 수정, Wire-wrap 지지격자에
의한 유동저항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분산유동저항 모델의 적용, 난류 혼
합 모델의 개선, 저유속에서의 혼합 차분법 적용 등이 있다. 코드 개발과
함께 주로 Wire-wrap을 채택한 집합체 설계인 ORNL의 THORS(Thermal

Hydraulic Out of Reactor Safety)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
하였다. 또한 Grid 지지격자를 채택하는 설계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Liquid Metal Boiling Working Group(LMBWG)에서 수행한 실험 중
독일 Karlsruhe에서 수행한 KNS 실험에 대해 해석 및 평가를 수행했다.
이러한 검증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도 외국 코드와 같은 성
능의 유로폐쇄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유로폐쇄 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나. 집합체 내부 유로 폐쇄 현상 분석 모델 개발

(1) MATRA-LMR 모델 분석 및 개선
집합체 내부 유로 폐쇄 현상 분석 코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코드의 수
치해석 기법과 모델에 대한 해석이 1차년도에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로서
다단계 방법인 TRAC 방법이 1 차원 해석에 가장 신뢰성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KALIMER 노심과 같은 복잡한 삼각 부수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COBRA-TF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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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방법이 다차원 해석에 자주 사용되고, 프로그램의 변수와 논리를 추
적하는 데도 용이하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드의 설명서도
다른 어떤 코드보다 상세해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코드의 신뢰성은 이
미 경수로 적용을 통해서는 이미 확보되었다. SABRE나 SABENA 코드도
모든 수치해석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부족하다. 종합적
으로 비교할 때, KALIMER 해석에도 익숙하고, 현재까지 유로폐쇄를 해석
하면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MATRA-LMR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이를 기반으로 1, 2차 년도에 집중적으로 유로
폐쇄 분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가) MATRA-LMR 코드 구조 및 모델
MATRA-LMR(김원석,

2000)은

기본적으로

COBRA-IV

코드

(Stewart, 1977)를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COBRA-IV는 미국 Battelle 사
의 Northwest Laboratory에서 개발되었으며, 이전 COBRA-IIIC 부수로
해석코드의 확장 Version이다. 수년 동안 COBRA-IV는 경수로 뿐 아니라
가스 냉각로와 액금로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 적용된 바 있다. 이렇게

COBRA 코드가 폭 넓게 적용된 배경에는 복잡한 핵연료 배치에 대해 상대
적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현재 MATRA-LMR 코드의 지배 방정
식들을 살펴보면 그림 3.1.2-1과 3.1.2-2의 제어체적 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질량 보존 방정식
A

∂
∂
<< ρ >>V +
< ρ u > A A + ⎡⎣ DcT ⎤⎦ < ρ v >s S = 0
∂t
∂X

(3.1.2-1)

- 에너지 보존 방정식
∂
∂
<< ρ h >>V +
< ρuh >A A + ⎡⎣ DcT ⎤⎦ {< ρ vh >s S} = ⎡⎣ DrT ⎤⎦ [ PΦH ][ Dr ]{T }
∂t
∂X
(3.1.2-2)
⎡ SC < k > ⎤
∂
∂T
T
A k
+ ⎡⎣ DwT ⎤⎦ [ LH ][ Dw ] {T } +
− ⎡⎣ DcT ⎤⎦ ⎢
⎥ [ Dc ]{T } − ⎡⎣ Dc ⎤⎦ [w′][ Dc ]{h′}
∂X
∂X A
⎣ Lc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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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
∂
∂
∂
<< ρ u >>V A +
< ρ u 2 > A A + ⎡⎣ DcT ⎤⎦ < ρ uv > s S = − A
< P >A
∂t
∂X
∂X
K ⎞
1⎛ f′
2
T
− ⎜
+
⎟ < ρ u > A A − A << ρ >>V cos θ − CT ⎣⎡ Dc ⎦⎤ [ w ′][ Dc ] {u '}
∆x ⎠
2 ⎝ Dh

(3.1.2-3)

- 횡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
∂
∂
⎧ S
⎫ S
<< ρv >>V′ S + < ρvu >A S + Cs [ Dc ] ⎣⎡DcT ⎦⎤ ⎨(N) < ρv2 >s cos ∆β ⎬ = [ Dc ]{< P >A}
∂t
∂X
⎩ l
⎭ l
(3.1.2-4)
1S
2
− KG < ρv >S −<< ρ >>V′ S sinθ cos β
2l

그림 3.1.2-1 COBRA-IV 제어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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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횡류계산을 위한 제어체적

위의

지배

방정식을

마감하기

위한

주요

구성

상관식으로서

Wire-wrap 및 핵연료봉의 벽면으로 인한 압력 손실 모델과 난류 혼합 모
델 등이 있다. 액체금속로의 부수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동장에 대한
해석에서 주요 문제는 Wire-wrap으로 인한 압력 손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MATRA-LMR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축방향과
횡방향에 대해 두개의 운동량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Wire-wrap의 경우는
두 방향의 유동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압력 손실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Re, Wire-wrap

Pitch, 핵연료봉 Pitch와 직경 등을 변수로 하는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으
며, 이들 실험의 결과로 많은 상관식 (Rehme, 1973)들이 도출되었다.

MATRA-LMR은 축방향의 마찰에 따른 압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Novendstern, Chiu-Rohsenow-Todreas, Cheng-Todreas (Cheng and
Todreas, 1986) 등의 3개의 실험 상관식들을 갖추고 있고, 횡방향의 형태
손실 및 마찰 계수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0.5
의 상수를 이용한다. 축방향에 관한 3개의 모델은 Wire-wrap의 영향을 고
려한 축방향 전체 길이에서의 평균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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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혼합 유량은 노심 부수로 해석에서 이웃한 두 부수로간 난류 확
산이나 지지격자에 의한 운동량과 에너지의 상호 교환을 의미한다. 이는
식 (3.1.2-5)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혼합계수 β는 일반적으로 경수로에
서 0.01의 값을 이용한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Wire-wrap을 갖는 핵연료
봉 집합체에서 보수적인 설계 목적으로서 Todreas와 Turi는 0.03의 값을
제시하였다 (Tang, 1978).
w′ = β × S × G

(3.1.2-5)

여기서 w'은 난류 혼합 성분을 의미하여, S는 Gap의 폭(Width)을 나타
낸다. G 는 이웃한 두 부수로에서의 평균 질량 유속을 나타낸다.

(나) MATRA-LMR 개선
① Spacer 압력손실 모델 개선 및 난류혼합 모델 분석
MATRA-LMR을 이용하여 부수로 해석이나 안전해석을 수행할 경우,
어떤 노드는 Wire-wrap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횡방향 노드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모델
들의 예측능력을 평가해 본 결과, 크게 3가지의 압력 손실 모델에 결함이
있었다. 첫 번째로 축방향의 층류 유동 마찰 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항
상 마지막 부수로의 Re 수를 사용하여 모든 부수로에 대한 마찰계수를 구
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마지막 부수로가 막히는 경우의 계산에서
는 모든 부수로에서 마찰 계수가 크게 증가하여 압력 손실이 비현실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부분에 그 영향이 전파되는 결과가 얻어진다.
두 번째로 축방향 마찰 모델 중 Novendstern과 Chiu-Rohsenow-

Todreas 모델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Cheng-Todreas 모델의 계산 결과가
서로 상이함을 보였다. 분석 결과, Cheng-Todreas 모델 적용하면서 층류
유동에 대한 마찰계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유로 폐쇄시 나타나는 축방
향의 층류 유동에 대해서는 올바로 계산하지 못했다(그림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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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앞절에서 설명한 횡방향 유동에 대한 형태 손실 및 마찰 계
수 값을 0.5의 상수를 이용하는 것은 노심내의 유동 분포를 실질적인 현상
과는 다르게 모사할 것이다. 앞의 두 종류의 축방향 마찰계수 개선이 이루
어졌으며, 횡방향에 대해서는 새로 Gunter-Shaw 상관식을 MATRA-

LMR 코드에 새로 추가하였다. 그림 3.1.2-5에 보인 바와 같이, ORNL에
서 수행한 FFM 5B-d 실험을 개선된 코드로 계산하였으며, 기존 코드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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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ORNL 실험에 대한 부수로 번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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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마찰 계수 모델에 따른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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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마찰 계수 모델에 따른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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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절에서 난류혼합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식 (3.1.2-5)에서
혼합계수의 영향과 향후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혼합계수의 값을 0.01
과 0.038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림 3.1.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량 유속의 차이가 큰 부분(Exit Position 42, 34, 21)에서는 상당
한 영향을 보이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유로 폐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난류 혼합 모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 (3.1.2-5)에서 혼합계수는 두 이웃한 부수로의
질량 유속의 차이에 비례해서 그 결과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적절
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② 코드 운영체계 변경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사용되는 컴퓨터 기종과 운용 체계(Operating

System)에 따라 다르며, 컴파일러의 사용자는 컴파일러의 독특한 기능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액체금속로의 노심 부수로 해석을
위해 개발된 MATRA-LMR은 워크스테이션/Unix 체계에서 개발되었다. 유
로폐쇄 해석용 코드의 프로그램 및 코드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MATRA-LMR을 개인용 컴퓨터의 Win-2000 체계에 설치하고, 기하학적
입력자료의 자동 생성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두 개의 Error를 수정하였다.
400

Mixing Factor β=0.01
Cheng-Todreas

o

Temperature, C

390

Mixing Factor β=0.038
Cheng-Todreas

380

O

370

360

350

340

42

34

21

20

5

2

11

12

28

Exit Position, Subchannel Number

그림 3.1.2-6 난류 혼합계수(β)의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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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유로폐쇄 분석을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 개발
(가) MATRA-LMR-FB의 수치해석기법
유로폐쇄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치해법이 그 현상을 모의하기에
적절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단일 집합체 내에서 유로 폐쇄가 발생하면
폐쇄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하류영역까지는 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재
순환 유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핵연료 온도와 피복재의 온도
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유로 폐쇄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재순환 유동 (Recirculation flow, 또는 Recirculating wake)의 형성에 따
른 국부적인 유체의 온도 상승이다. 따라서 유로 폐쇄 현상을 모의하기 위
해서는 재순환 유동을 모의할 수 있는 타당한 수치해법과 열유체 모델을
포함하는 코드가 필요하다.

MATRA-LMR은 노심 열수력 해석을 위해 Implicit Method를 통해
주로 개발되었다. Implicit Method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의 대류항을

Implicit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MARCHING Scheme이라 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차분화/선형화하게 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Parabolic 방정
식이 되어 역류 유동에 대해서는 해를 구할 수 없다. 유로 폐쇄 현상은 국
부적으로 역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해법으로는 유로 폐쇄를 모의할 수 없
다. 따라서 COBRA-IV에서 개발된 Explicit Method를 MATRA-LMR에
맞게 적용하여 MATRA-LMR-FB라는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게 되었다.

COBRA-IV의 Explicit Method는 기존의 ICE(Implicit Continuous
Eulerian)방법과 유사한 ACE (Advanced Continuous-fluid Eulerian)방법
을 이용한다. 다음 식들은 ACE 방법에 따라 식 (3.1.2-1)에서 (3.1.2-4)까
지의 보존 방정식들에 대한 차분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위첨자 n은 이전

Time Step에서의 값을, 나머지는 현재 Time Step의 값들을 의미한다. 또
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들에서 F와 G는 일반적으로 이전 Time Step의 값
들로 이루어진 Source 항들이다.

- 87 -

- 질량 보존 방정식
∆X
µ

(ρ j −
Aj


ρ nj ) + m j − m j −1 + ∆ X ⎡⎣ DcT ⎤⎦ {w j } = 0

∆t

(3.1.2-6)

- 에너지 보존 방정식
∆X


Aˆj
( ρ h j − ρ h nj ) + mh *j − mh *j −1 + ∆ X ⎡⎣ D cT ⎤⎦ wh *j = Q nj

{

∆t

}

(3.1.2-7)

- 축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
m j = m nj − ∆ t

A
∆X

(P

j +1

− P j ) − ∆ t F jn

(3.1.2-8)

- 횡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
w j = w nj + ∆ t

S
{D c }{P j } − ∆ t G nj
l

(3.1.2-9)

위의 지배 방정식 외에 식 (3.1.2-10)의 상태방정식이 이용되며, 이
식을 전환하여 식 (3.1.2-7)에서 Donor 엔탈피는 식 (3.1.2-11)와 같이
비체적으로 표현한다.
ρ = ρ ( h, P )

h*j = ho +

∂υ
∂h

(3.1.2-10)
(υ *j − υo )

(3.1.2-11)

P

식 (3.1.2-11)를 에너지 보존식 (3.1.2-7)에 대입하면 식 (3.1.2-12)과 같다.
mυ*j − mυ*j−1 +∆X {DcT }{wυ*j } −

∂υ n ⎛
∂υ ⎞ ⎡µ ∆X
⎤
Qj = ⎜υo −
ho ⎟ ⎢ Aj
(ρj − ρnj ) + mj − mj−1 +∆X ⎡⎣DcT ⎤⎦{wj }⎥
∂h P
∂
∆
h
t
⎦
P ⎠⎣
⎝

(3.1.2-12)

이 식의 오른쪽 항은 질량보존방정식에 해당함으로 해의 목표는 오른
쪽 항이 영(Zero)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Residual Error, E j
로 남는다. 그래서 이 식은 식 (3.1.2-13)이 된다.
∂υ
°υ * −
°υ* + ∆ X ⎡ D T ⎤ w



m
m
υ *j −

j
 j − 1
⎣ c ⎦ %
∂h

{

}

Q nj = E j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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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3)

E j를

영(Zero)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제어체적의

압력변화는

식

(3.1.2-14)과 (3.1.2-15)에 의해 계산된다.
∆ Pj =

−Ej

(3.1.2-14)

dE / dP



° j
° j −1
°

j
dE
∂E d
m
∂E d 
m
∂E d w
=
+
+
°
°
°


d Pj
j d Pj
j−1 d Pj
j d Pj
∂
m
∂m
∂w

(3.1.2-15)

°
° j −1 / dP , ∂
°j / dP 와 E의 유동( )에 대한 편미분을 구한
j / dPj , ∂


m
m
w
여기서 ∂
 
j
j
m

후, 식 (3.1.2-1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t
dE
=
dP ∆ X

⎡ *
⎤
S
d
µ
µ
µ
µ

⎡ DcT ⎦⎤
Aj + υ *
{ P }⎥

⎢υ 
A j−1 + ∆ X
⎣
l
dPj
⎢⎣
⎥⎦

(3.1.2-16)

식 (3.1.2-14)에서 압력변화가 결정되면, 제어체적에서 새로운 값의

° j / dP , ∂
° j −1 / dP ,



m
∂
m
유동량, 밀도, 엔탈피를 얻을 수 있다. 새 유동량은
j
j

° j / dP 로부터
∂w
j

계산되고, 밀도는 이들 유동량을 식 (3.1.2-6)의 질량보존 방

정식에 대입하여 밀도를 계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엔탈피는 밀도와 기준
압력을 이용하여 상태 방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은 모든 계산

Cell에서 최고 오차, E가 정해진 기준값이 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이에
대한 계산 순서도를 그림 3.1.2-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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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MATRA-LMR-FB 코드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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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로 폐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모델
① 유로 폐쇄 모델
MATRA-LMR 코드에서 유로 면적의 변화는 입력에서 면적 변화율을
입력함으로써 모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코드의 여러 부분에서 물성치 계
산이나 평균값을 취하는 경우에 유동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배 방정식을 정리할 때 유로 면적으로 각 항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유로 면적이 줄어들수록 계산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유로 면적이 ‘0’이 되어 한 부수로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고려할 수 없
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기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
전 유로 폐쇄를 모의할 수 있도록 입력과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② Wire-wrap 유동 분포 모델
MATRA-LMR에서 Wire-wrap으로 인한 횡방향의 유동(Cross flow)
이나 나선형 유동(Swirl flow)의 효과는 다음의 Wire-forcing-function으
로 강제 할당할 수 있다. 이 상관식은 핵연료봉 집합체 내에서 유동은 항상

Wire-wrap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Wire-wrap의 Pitch와 핵연료
봉의 원주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비율 만큼의 축 방향 유동은 나선형 유동
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w=

π ( Dr + Dw ) S m
P

⋅

(3.1.2-17)

A

여기서 w는 수평 방향의 유량이며, Dr과 Dw는 각각 핵연료봉과

Wire-wrap의

직경이다.

그리고

S는

Gap의

폭을

나타내고,

P는

Wire-wrap의 Pitch이다. m과 A는 축 방향 유량과 축 방향 유동의 유면적
을 의미한다. 식 (3.1.2-17)의 가정은 축방향 속도가 지배적이거나 다른
저항이 없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유로 폐
쇄가 있는 경우에서는 횡방향 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부수로도 나타나게 되
므로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단순 가정
에 따라 만들어진 위의 식은 앞서 Spacer 압력 손실 모델 개선에서 제시한
상관식들과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즉, 횡방향에서의 적절한 압력
손실을 통해서 속도를 평가하지 않고 횡방향 속도를 임의의 값으로 지정하
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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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ire-forcing function을 이용한 MATRA-LMR-FB 검증
새로 개발된 MATRA-LMR-FB 코드의 검증을 위해 유로 폐쇄가 없
는 부수로 계산을 먼저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Implicit Method(음해법)
와 비교를 통해 개발된 Explicit Method(양해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
함이다. 이후 유로 폐쇄 현상을 모사하여 코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코드의 검증을 위해 유로 폐쇄가 없는 FFM-2A 19 Pin 실험을 채택
하였다. 그림 3.1.2-8은 MATRA-LMR-FB 코드의 두 수치해석 방법인 음
해법과 양해법을 이용하여 FFM 실험을 모의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한 계산은 거의
같은 결과를 낳는다. 15번 부수로 부분(Subchannel No. : 15)에서는 양해
법을 이용한 결과가 음해법을 이용한 결과보다 높게 예측한다. 그러나 가
장자리 부분(Subchannel No. : 40과 37)의 온도와 최고 온도(Subchannel

No. : 6) 예측에서는 음해법을 이용한 결과 보다 양해법을 이용한 계산 결
과가 실험에 더 근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3.1.2-9에서 보인 바와 같이 Wire-forcing-function을 적
용하지 않을 경우는 집합체의 가장자리 부수로들을 따라 나타나는 나선형
유동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그림 3.1.2-10은 Wire-forcing으로
인하여 가장자리에서 형성되는 나선형 유동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Wire-forcing이 없을 때 가장자리에서의 유량은 있을 때의 약 1/10 정도
로 절대값이 적었으며, 유동도 일정한 방향이 아니고 Hysteresis한 방향이
었다. 결과적으로 MATRA-LMR-FB의 양해법 개발은 음해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과 기타 유동 특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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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470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16.98 kW/rod, 3.027 kg/s)

460

: Experimental Data
: MATRA-LMR Implicit Scheme
: MATRA-LMR Explicit Scheme

o

Temperature, C

450
440
430
420
410
400
390
380

40

30

15

14

3

6

24

37

Subchannel Number

그림 3.1.2-8 수치해석법에 따른 계산 결과 비교

1.0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16.98 kW/rod, 3.027 kg/s)
: Internal gap (1-6)
: Outer gap (9-26)
: Edge ga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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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length, m

그림 3.1.2-9 횡방향 유동(No Wire-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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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1.5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16.98 kW/rod, 3.027 kg/s)

: Internal gap (1-6)
: Outer gap (9-26)
: Edge ga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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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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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횡방향 유동(With Wire-forcing)

400

High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1
40 Axial Nodes
No Wire-forcing
: No X-flow resistance
: with X-flow resistance
With wire-forcing
: No X-flow resistance
: X-flow resistance

o

Temperature, C

390

380

: Experiment
370

360

42

34

21

20

5

2

12

39

Subchannel Number

그림 3.1.2-11 Wire-forcing과 유동저항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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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High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1
40 Axial Nodes
: With wire-forcing x 1.0
: With wire-forcing x 0.5
: Experiment

o

Temperature, C

390

380

370

Cross-flow forcing sensitivity
Pressure Drop = CRT
360

4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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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고유량 고출력 조건에서 온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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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9
80 Axial Nodes
550

: With wire-forcing x 1.0
: With wire-forcing x 0.5
: Experime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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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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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low forcing sensitivity
Pressure Drop = 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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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 저유량 저출력 조건에서 온도 예측

- 95 -

유로 폐쇄에 대한 MATRA-LMR-FB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FFM

5B 실험 중 고 유속과 저 유속 등 두 가지와 JNC에서 수행한 실험
TN9410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FFM 계열의 실험들은 압력 손
실 모델 개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 면적의 약 1/3을 폐쇄하였다.

TN9410은 37-Pin의 육각 덕트에서 유로 폐쇄에 따른 온도분포 측정 실
험으로, 축방향으로 중간지점에서 가장자리 부근에 35 mm의 두께의 유로
폐쇄 부위가 있다.
그림 3.1.2-11은 고유속과 고출력에 대한 온도 예측 결과로서,

Wire-forcing function과 횡방향 유동에 대한 마찰 저항 모델의 적용 여부
에 따른 비교이다. 위에서 설명한 Wire-forcing을 하지 않은 경우의 유동
과 온도는 횡방향 유동에 대한 마찰 저항 모델에 따라 유로 폐쇄가 존재하
는 영역에서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의 최고 온도 예측은 비록
실험과 유사하지만, 최고 온도가 발생하는 위치와 온도 분포 경향을 제대
로 예측하지 못한다. 반면에 Wire-forcing function의 경우는 실험값과 예
측값 사이에 10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도분포 경향을 적절하게 예측
한다. 이 경우 횡방향의 유동 마찰 저항은 이미 Wire-forcing function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그림 3.1.2-12와 3.1.2-13은 Wire-forcing의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
석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3.1.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 유속, 고 출력
조건에서는 Wire-forcing을 원래의 반으로 감소시켜 적용하였을 때 보다
정확하게

온도를

예측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절에서

설명한

Wire-forcing에 관한 가정이 유로 폐쇄 부위의 전후에서 더 이상 유효하
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그림 3.1.2-13은 저 유속, 저 출력 조
건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Wire-forcing 의 값을 원래대로
유지한 값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한다. 이는 유로 폐쇄로 인해 저 유속 조
건에서 유동의 왜곡이 적기 때문이다.
그림 3.1.2-14는 일본 JNC에서 ASFRE 코드로 TN9410에 대해 계산
한 온도 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로 폐쇄 하류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2-15는 MATRA-LMR-FB로 모사한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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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RE보다 최대 온도는 약 10 ℃ 낮게 예측하지만 전체적으로 ASFRE
코드 계산 결과와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도 분포 결과는 비교적 큰 유로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나타나는 재순환
유동을 MATRA-LMR-FB 코드가 성공적으로 모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MATRA-LMR-FB 코드는 장애물 자체가 전도체로 작용하
여 그 내부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영향을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수행한 여러 실험에 대한 평가계산의 결과를 보면 현재

MATRA-LMR 코드에 내장된 Wire-forcing-function은 정상 유로의 열유
체 설계를 위한 단순한 가정을 전제로 생성된 상관식이므로 유로 폐쇄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동장 효과를 예측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Wire-wrap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
다 정확하게 모사하는 방법은 Distributed Resistance(Hisashi Ninokata,

1987)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고 유속과 저 유속 사이의
경계에서 공간 차분 방식의 영향 평가이다. Upwind Scheme의 사용은 특
정 유동 영역에서 Numerical Diffusion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Numerical Diffusion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간 차분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수행한 후, Hybrid 차분법이 적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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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TN9410에 대한 온도분포(ASFRE)

그림 3.1.2-15 TN9410에 대한 온도분포(MATRA-LMR-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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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심 열유체 모델 개발
① Wire-wrap 모델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집합체 내에서 유로폐쇄 사고가 발
생하면 다양한 유동장의 형성과 함께 Wire-wrap의 영향을 적절히 모사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에 개발된 부수로 해석 코드인 SABRE4, ASFRE
등의 코드는 모두 분산 유동저항 모델(Distributed Resistance Model,

DRM)을 구현함으로써 유로 폐쇄 현상을 성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
한 분산유동저항 모델은 핵연료 다발에 Wire-wrap의 존재에 기인한 영향
을 평가한다. 즉,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유동 저항을

Wire-wrap의 기하학적 형상과 유속의 함수로 설명한다. 또한 이 모델은
다양한 기하학적 변수(P/D, H/D)들과 Wire-wrap의 위치 및 유동 양식 등
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보다 정확히 유로폐쇄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다음의 분산유동저항 모델
이 MATRA-LMR-FB에 적용되었다. 그림 3.1.2-16에 묘사된 분산유동저
항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 r
1
ρ c +
Vf
∂t

∫

r r r

r

(･
n ) dA = ρ g+
ρc
c ⋅

Af

1
Vf

∫

Af

r
r
r
 + τ ⋅ n ) dA + 


(
R
− pn

Rod

(1.2-18)

θ

FRA

c

u

cT
F

T
W

cN

F

N
W

F

L
R

φ

v

Wire

φ

그림 3.1.2-16 Wire-wrap을 갖는 핵연료봉에서 항력과 속도 성분

- 99 -

위 식에서 Wire-wrap을 Spacer Grid로 갖고 있는 액체금속로 집합
체에 적용하면 분산유동저항에 의해 유체가 벽면에 미치는 힘은 식

(3.1.2-19)과 같다. 연료봉 축과 평행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단위 벡터


r

r

  n  n
를
L 이라 하고, Wire-wrap 축에 평행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단위
A,
 r  r


벡터를 각각 nT , n N 이라 하면 각 힘의 성분은 적절한 상관식들과 함께 식

(3.1.2-20)～(3.1.2-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F


DR


r
r
r
r
r
r
r

  (
 pn
 + τ ⋅
 + τ ⋅ 


pn
 + τ ⋅ 
= −Vf 
n
)
dA
−
−
n
)dA

n)dA =− (−
R =−A (− p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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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R
r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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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F
 N
=FRA + 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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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2-19)

FRA = −

f AT
ρ c c AR cos θ
8

FWT = −

f AT
ρ c c AW cos(φ − θ )
8

(3.1.2-21)

FRL = −

ftr
ρ v v AR
8

(3.1.2-22)

FWN =

Aw p fn
2





(3.1.2-20)



ρ vN | vN |

(3.1.2-23)

앞에서 설명한 분산유동저항 모델에서 저항은 축 방향과 Wire-wrap
의 회전 방향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Wire-wrap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
은 MATRA-LMR-FB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 방
향과 횡 방향으로 나뉘어야 한다. 각각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식

(3.1.2-24)와 (3.1.2-25)이 정의되며, 이들이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보
존 방정식의 저항을 대체한다.
FjA = FRA + FWT cos φ + FWN sin φ

(3.1.2-24)

FJL = FRL + FWT sin φ − FWN cos φ

(3.1.2-25)

분산유동저항 모델의 적용은 기존의 Wire-forcing function의 단점을
보완하며, 이의 적용으로 수치해석기법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⑤절에서
논의될 것이며, 먼저 분산유동저항 모델 적용에 대한 코드 검증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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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이를 위해 유로폐쇄가 없는 실험 및 유로폐쇄 실험에 4개에 대해

MATRA-LMR-FB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또한 대규모 집합체에서의 유
로폐쇄를 모사하기 위해 KALIMER-150 집합체에 대해 SABRE 코드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2-17과 3.1.2-18은 유로폐쇄가 없는
경우들로서 실험 및 Wire-forcing function을 이용한 계산과 거의 동일하
게 계산한다. 반면에 그림 3.1.2-19 및 3.1.2-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
산유동저항 모델을 이용한 계산은 Wire-forcing function에 비해 훨씬 개
선된 결과를 보인다.
그림 3.1.2-21과 3.1.2-22는 유로가 폐쇄된 바로 위의 Node(47 번째

Node)와 출구에서 MATRA-LMR-FB와 SABRE 코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
한다. 유로폐쇄의 영향이 적은 유로가 폐쇄된 바로 위의 Node에서는 3개
의 계산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유로 폐쇄의 영향이 완전히 반영된 출
구에서의 결과는 SABRE와 MATRA-LMR-FB의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이
용한 계산 결과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Wire-forcing function을
이용한 결과는 앞의 두 계산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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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470

FFM-2A Low flow/Low power
(0.74 kW/ft/rod, 0.15 gal/min)

460

Experimental Data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Wire Forcing Function

o

Temperatu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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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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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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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7

Subchannel Number

그림 3.1.2-17 계산결과 비교(No Blockage, 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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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2A High flow/High power
(9.7 kW/ft/rod, 55 gal/min)

460

Experimental Data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Wire Forcing Function

o

Temperature, C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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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41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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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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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8 계산결과 비교(No Blockage, 고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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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570

Low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9

: Experimental data
: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 Wire Forcing Function

o

Temperature, C

560
55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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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42

34

21

20

5

2

12

39

Subchannel Number

그림 3.1.1-19 계산결과 비교(With Blockage, 저유량)

High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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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

400

: Experimental data
: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 Wire Forc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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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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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0 계산결과 비교(No Blockage, 고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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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SABRE
MATRA-LMR-FB(DRM)
MATRA-LMR-FB(Wire-Forcing)

o

Temperature, C

520
500
480
460
440
420

487 385 386 ...

1 2 3

... 434 435 513

Horizontal Node

그림 3.1.2-21 중간 노드에서의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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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LMR-FB(DRM)
MATRA-LMR-FB(Wire-Forcing)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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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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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385 386 ...

1 2 3

... 434 435 513

Horizontal Node

그림 3.1.2-22 출구에서의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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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류혼합 모델
유로 폐쇄로 인해 다양한 유동 영역이 나타나는 핵연료 집합체 내의
온도와 유량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간의 교차류

(cross flow)를 올바르게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부수로 내를 흐
르는 유체는 대부분 난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유체의 난류 eddy 운동에
의해 열 및 운동량의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그 영향을 적절히 모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부수로 코드는 단순 모델을 사용하여 난류혼
합을 계산하는데 비해 MATRA-LMR-FB는 유동 특성을 반영하는 최신 모
델을 포함시켜 집합체 열수력 설계와 유로 폐쇄 현상 해석의 정확성을 높
이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 코드의 난류혼합 모델과 달리 사
용자 의존도를 배제할 수 있다.
부수로

i,

j

사이에서

식

(3.1.2-5)의

난류

혼합유량(w')은

MATRA-LMR-FB의 에너지 보존식과 축방향 운동량 방정식에 반영되며,
식 (3.1.2-26)의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다음과 같다.
∂
∂t

mi +

2
∂ ⎛ 1 mi ⎞

∂P

*
− Fz
⎜
⎟ + ∑ wij u + ∑ fT ( wij′ hi − w′ji h j ) = − A
∂z ⎝ ρ i A ⎠ j
∂z
j

(3.1.2-26)

위 식에서 난류혼합계수  는 단위 면적당 횡방향 요동질량유속과 축방향
질량유속의 비로서 정의되는데, 이 정의는 Mixing Stanton 수,   와 거의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상 유동에 대한 부수로 코드의 난류
혼합 모델은 결국  와 난류 Prandtl 수  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MATRA-LMR-FB 코드는  를 계산하기 위해 Kays [1994]가 제시한 다
음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3.1.2-27)

여기서    는 난류 Peclet 수로서      로 정의된다.
난류혼합계수  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의 다양한 실험결과와 해석 결
과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난류혼합계수는 다음과 같이
여러 변수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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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8)

          

표

3.1.2-1에

Kim과

정리된

Chung[2001],

Sadatomi[1996],

Rehme[1992], Zhukov[1994] 등이 제시한 상관식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MATRA-LMR-FB 코드에 포함시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3.1.2-23과 3.1.2-24는 ORNL THORS 실험자료에 대한
각 상관식의 영향을 비교하고 있는데, 검토된 상관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
이지만 모두 액체금속 유로에서의 난류혼합을 적절히 모델하고 있다. 단

Zhukov 모델은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저유량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표 3.1.2-1 MATRA-LMR-FB 코드에 포함된 난류혼합계수 상관식들

개발자

상관식
S t g ,K

Kim & Chung

= S t g , IT + S t g , F P ,

−C

γ

S t g ,F P =

Sadtomi et al. β S a d a

Rehme

Zhukov

α

2

S t g , IT =

2

2

γ

8

D H 1 S ij
R e−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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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3 고유량 유로폐쇄에 대한 혼합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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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4 저유량 유로폐쇄에 대한 혼합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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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전도체 모델
유로폐쇄 현상이 발생할 때 폐쇄물이 핵연료 물질일 경우 여기서 내부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열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그림 3.1.2-25에서와 같
이 일부가 냉각재 최고온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폐쇄물 상단으로 빠
져나간다. 따라서 냉각재 최고온도는 이 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핵연봉 뿐 아니라 폐쇄물에서 발생하는 열까지를 고려해야
보다 현실적인 냉각재 최고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 현재 KALIMER 유로
폐쇄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MATRA-LMR의 열전달 모델은 열전도식이 핵
연료봉을 중심으로 한 원통형 좌표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폐쇄물에서 발
생되는 열량은 고려되지 않는다. 폐쇄물의 열전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
면지형의 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유로폐쇄 현상의 보다 현실적 모의를 위해 필요시 MATRA-LMR에
연결할 수 있도록 평면지형에서의 열전도 모델을 개발하였다. 평면 열전도
식은 원통형좌표의 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적
게 걸린다.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실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몇 개의 변수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변수는 폐쇄물의 두께, 폐쇄
물 상.하단의 냉각재 온도(그림 3.1.2-25), 그리고 수치해석 측면에서 차분
화식을 위한 노드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는 그림

3.1.2-26부터 그림 3.1.2-2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26은 내부 열발생
율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 이 값의 증가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며
표면에서의 온도 기울기 역시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3.1.2-27은
두께 변화에 대한 내부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데, 예상되듯이 두께가 두꺼
워 지면 내부 열발생이 증가되므로 같은 표면 열전달계수에 대해 내부 온
도와 표면온도 기울기가 모두 증가한다. 그림 3.1.2-28은 폐쇄물 상.하단의
냉각재 온도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이 온도차가 커지면 내부 열전달량도 증가
되어 작은 온도차 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폐쇄물 상.하단의 냉각재
온도가 온도분포 및 열전달량 예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
림 3.1.2-29는 열전도식의 수치적 해를 구할 경우 노드수에 따른 온도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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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데, 폐쇄물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노드수가 10개 이상이면 충
분히 원하는 온도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드의
크기는 0.5 cm 이하면 충분한 정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결과는 일관성있게 온도계산의 타당
성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향후 MATRA-LMR에 연결되어 기존의 열전도
모델과 함께 유로폐쇄시 보다 현실적인 냉각재 최고 온도 계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두께가 일정값 이상이면 비록 폐쇄물의 열
발생율이 핵연료봉의 그것보다 적더라도 폐쇄물 용융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에, 유로폐쇄 현상 분석 시 폐쇄면적 뿐 아니가 두께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림 3.1.2-25 유로폐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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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6 열발생율 변화에 따른 내부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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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7 폐쇄물 두께 변화에 따른 내부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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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폐쇄물 상.하단 냉각재 온도차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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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9 수치해석 노드 수에 따른 내부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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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MATRA-LMR-FB 코드의 수치해석기법 개선
① 기존 수치해법 개선
MATRA-LMR-FB의 수치해법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의 대류항을
Implicit로 처리하고, 그 식을 질량 보존 방정식 및 상태 방정식과 결합하
여 처리한다.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선형화하면 식 (3.1.2-29)과 같다. 수
치해법에서 K 값이 크면 Time Step이 매우 작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유동 저항으로 인한 압력강하를 New Time에서의 유량을 이용하여 계
산하도록 처리한다. 위와 같은 근거로 식 (3.1.2-29)이 유도되었으며, 위
식에서 K는 마찰과 형태손실로 인한 유동 저항 계수를 의미한다.
⎡

gS j −
m%j = ⎢ m nj − ∆ t ･

⎣

Aj

∆t
P n − Pjn
∆ x j +1

(

)

1
⎤
⎥
⎦ 1 + ∆ t gK u nj

(

)

(3.1.2-29)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MATRA-LMR-FB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이 검토되었다. 식 (3.1.2-29)과 같은 방식으로 분산유동저항 모델을

Implicit하게 처리하려면, 식 (3.1.2-24)와 (3.1.2-25)과 같이 각각의 방향
에 대한 모든 힘들을 계산한 후, 식 (3.1.2-29)의 K 값을 역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에 Wire-wrap의 분산유동저항으로 인
한 유동의 Swirling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 양이 매우 작게 계산된다. 반면
에 이 저항을 Explicit하게 처리하면 Swirling 유량이 크게 계산되지만, 앞
서 설명한 Time Step 제한과 계산의 불안정성이 야기된다. 따라서 적절한

Swirling 유량과 계산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유동저항의
80%는 Implicit로, 20%는 Explicit로 처리하였다.
② Hybrid 수치해석기법 적용
MATRA-LMR-FB의 Donor Cell 방법은 코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키는 반면에, 계산하는 제어체적간의 변수들의 구배가 큰 경우에 대해
수치 확산으로 인해 그 구배를 유지하지 못한다. 수치 확산은 일반적으로
대류 속도에 반비례해서, 속도가 클 경우 수치 확산은 감소하고, 속도가 적
어지면 수치 확산은 증가한다. 유로 폐쇄 해석에서는 유로 폐쇄 바로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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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Donor Cell 방법은 수치
확산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의 제어체적에서 Peclet
수나 Reynolds 수가 2보다 적은 경우 중앙 차분 방법이 적용되도록 코드
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식 (3.1.2-30)는 축방향 운동량 보존식에서 대류항
을 Reynolds 수에 따라 차분방법이 달리 적용됨을 보이며,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과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되었다.
u

∂m 1 ⎡
=
um* ) − ( um* ) ⎤⎥
(
⎢
j +1
j⎦
⎣
∂x ∆x
1 ⎡1 *
⎤
mj +1 + m*j ) ( u j +1 − u j ) ⎥
=
(
⎢
∆x ⎣ 2
⎦

if Re > 2

(3.1.2-30)
if Re < 2

중앙 차분법은 기본적으로 상류와 하류 제어체적의 평균값을 대류항에
적용하므로써 Donor Cell 방법에 비해 수치 확산을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
로, 확산이 지배적인 유동에 적절한 모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코드를 수정
하여 유로 폐쇄시 나타나는 다양한 유동, 특히, 저속의 유동에 보다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1.2-30과 3.1.2-31에서 보듯이, 혼합수치
해법의 경우 다른 Donor Cell 방법에 비해 온도분포 경향을 매우 잘 예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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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0 저유량/저출력시 출구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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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1 고유량/고출력시 출구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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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바) 다공성 매질 코드와의 비교해석
부수로 내의 유로 폐쇄 해석에 부수로 코드가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유동 모델을 보다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다공질 매질
코드 COMMIX-1AR/P(Garner, 1992)와 개발 중인 MATRA-LMR-FB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개발 중인 MATRA-LMR-FB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로의 약 1/3이 폐쇄되어 있
는 FFM-5B 실험에 대해 두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림

3.1.2-21과 3.1.2-33은 두 코드의 예측 결과를 비교한다. 고유량 실험에
대해 MATRA-LMR-FB는 유로폐쇄물 이후의 온도를 약간 높게 평가하지
만 전체적인 온도 분포는 COMMIX보다 잘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분산유
동 모델을 사용하여 Wire-wrap의 효과를 잘 반영한 결과이다. 저유량 실
험에 대해서도 MATRA-LMR-FB는 전체적인 실험 데이터의 경향을 올바
르게 따라가고 있는 반면 COMMIX는 양 모서리에서의 실험과 다른 온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 부수로 경계에서의 온도는 COMMIX가 더 정확하
게 계산한다.
이상과

같은

유로

폐쇄

실험자료에

대한

MATRA-LMR-FB와

COMMIX-1AR/P의 예측 결과를 볼 때 부수로 방법을 채택하는 MATRALMR-FB는 다공질 매질 코드와 동일한 수준의 유로 폐쇄 해석 능력을 갖
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절의 유로폐쇄검증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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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 고유량/고출력시 출구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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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3 저유량/저출력시 출구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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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FD 코드를 이용한 난류현상 분석
부수로 방법에서 최소 제어체적은 각 부수로 단위로 지정되므로 부수
로 내의 열수력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부수로 간의 운동
량 및 에너지 전달량은 미시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에서 냉각재를 통한 열전도와
난류의 혼합에 의한 열전달은 적절한 근사를 통해 모델하고 있는데, 액체
금속로에 대한 해석에서는 난류혼합뿐만 아니라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 또
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부수로 해석 코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산
유체해석 코드인 CFX를 이용하여 Wire-wrap이 존재하는 경우의 유동장
을 해석하고, wire-wrap이 없는 경우에 대한 열전도와 난류 혼합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여 난류현상을 모델하는 정보를 확보하였다.
현재 MATRA-LMR 계산에서는 열전도 교정인자로 0.5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산 결과는 이 값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MATRA-LMR을 이용한 계산에서는 약 1.7 정도의 열전도 교정인자를 사
용할 것이 추천된다. 난류혼합계수는 0.006을 얻었으며, 기존의 상관식들
로부터 얻어지는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CFX 해석 결과로부터 난
류 혼합계수를 평가하는 과정이 타당함을 반증한다.

그림 3.1.2-34 Wire-wrap 위치에 따른 축방향 및 횡방향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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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후처리 모듈 개발
MATRA-LMR-FB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래픽 루틴
을 추가했다. MATRA- LMR-FB는 도스에서 계산을 수행하며, 입출력 파
일이 고정되어 있어서 입력의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계산은 다른 디렉토리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 결과를 도식하기 위해서는 출력 파일에
서 그 결과 값을 사용자가 매번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갖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MATRA-LMR-FB에 그래픽 루
틴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Default 파일명과는 다른 파일명을 사용
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입력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출력도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전에 계산한 결과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그림 3.1.2-35 MATRA-LMR-FB의 그래픽 운용시 나타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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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 유로폐쇄코드 예비검증
개발된 MATRA-LMR-FB 코드[Jeong, 2005]의 검증을 위해, 확보된
실험자료를 분석하고 코드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크게 두 가
지 실험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wire-wrap 격자를 포함
하는 ORNL의 19-pin 실험[Domanus, 1980]이며, 두 번째는 독일의

Karlsruhe에서 수행한 grid 지지격자 유로에 대한 KNS 169-pin 실험
[Huber, 1985]이다.
ORNL의 THORS 실험은 액체금속로 노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량과 출력 조건에서의 열수력 영향을 조사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실험을 수행한 조건은 정상유로, 유로 입구 또는 가열 부위에서
의 유로 폐쇄, 출력과 유량의 불일치 조건에서의 소듐 비등 등이다.

MATRA-LMR-FB 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는 정상유로인 FFM-2A 실험 장
치와, 가열부의 일부가 폐쇄된 FFM-5B 실험 장치에서 각각 수행된 고유
량 및 저유량 실험을 분석하였다. KNS 169-pin 실험에 사용된 집합체의
제원은 독일의 원형 FBR 설계인 SNR 300의 연료봉 다발과 동일하다. 코
드 검증을 위해 분석한 실험은 집합체 중앙 유로의 약 49%가 육각형 모양
으로 폐쇄된 경우로서, 입구 유속이 4 m/s와 1 m/s인 두 조건을 분석하였
다. 표 3.1.2-2는 코드 검증을 위해 분석한 각 실험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2-2 코드검증을 위한 정상 유로 및 유로 폐쇄 실험 조건
실험 조건
입구온도, ℃

ORNL정상유로
고유속 저유속

ORNL유로폐쇄
고유속

저유속

KNS 유로폐쇄
고유속

저유속

315.0

315.0

323.6

268.4

404.0

404.0

7.16

0.10

6.93

0.48

4

1

평균열속, W/cm2 173.50

2.68

90.95

33.12

67.7

17.9

입구유속, m/s

출력 분포

균일

균일

0.97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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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 1.109

균일

균일

MATRA-LMR-FB 코드로 정상유로 고유속과, 유로폐쇄 저유속 조건
에서의 ORNL 실험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3.1.2-36과 3.1.2-37에 주어져
있다. 정상 유로에 대한 해석 결과는 최대 10 ℃, 그리고 유로 폐쇄 실험에
대해서는 약 5 ℃ 범위 내에서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3.1.2-38과 3.1.2-39는 KNS 169-pin 49% 중앙유로폐쇄 실험
을 MATRA-LMR-FB 코드로 해석하여 폐쇄물 후방 20 mm 위치의 온도
를 비교한 것이다. 폐쇄물 후단의 온도는 고유량 조건에서는 최대 30 ℃
정도의 오차를 보이며, 저유량 조건에서의 오차는 약 20 ℃ 이하로 평가된
다.

580

ORNL Low Flow Exp.
FFM Series 6, Test 12, Run 109
: Experiment
: MATRA-LMR-FB

o

Temperature, C

560

540

520

Blockage

500

42

34

21

20

5

2

12

39

Subchannel Number

그림 3.1.2-36 ORNL 정상유로 고유량 실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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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16.98 kW/rod, 3.027 kg/s)

: Experiment
: MATRA-LMR-FB

o

Temperature, C

440

420

400

380

40

30

15

14

3

24

6

37

Subchannel Number

그림 3.1.2-37 ORNL 유로폐쇄 저유량 실험 해석

600

o

Temperature, C

550

KNS 169-pin, 49% Run 6
20 mm after blockage
Inlet velocity = 1 m/s

: Experiment
: MATRA-LMR-FB

500

450

400

350
-14 -12 -10

-8

-6

-4

-2

0

2

4

6

8

10

12

Subchannel number

그림 3.1.2-38 KNS 49%폐쇄 고유량 실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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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00

o

Temperature, C

550

KNS 169-pin, 49% run 1
20 mm after blockage
Inlet velocity = 4 m/s

: Experiment
: MATRA-LMR-FB

500

450

400

350
-14 -12 -10

-8

-6

-4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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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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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Subchannel number

그림 3.1.2-39 KNS 49%폐쇄 저유량 실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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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Wire-wrap data
: Grid spacer data

o

Tcal, C

500

450

400

350

300
300

350

400

450

500

550

o

Texp, C

그림 3.1.2-40 MATRA-LMR-FB 코드 온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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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4

: Wire-wrap data
: Grid spacer data

(Tcal-Tin)/(Texp-Tin)

3

2

1

0

-1
350

400

450

500

550

o

Texp, C

그림 3.1.2-41 무차원화된 온도 예측 정확도 평가
앞에서 보인 두 가지 대표적인 유로에 대한 MATRA-LMR-FB 코드
의 분석 결과는 개발된 코드가 유로 폐쇄 해석에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wire-wrap 지지격자의 영향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유동모델 (DRM) [Ha, 2004]의 적용으로

wire-wrap이 있는 유로에서 수행한 ORNL THORS 실험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Grid 지지격자를 가지는 KNS 실험에 대한 코드 분석 결과
는 폐쇄물 바로 후단에서 지지격자와 폐쇄물의 존재에 의해 나타나는 횡방
향 압력 손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재순환 유동
의 특성을 명확하게 모델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모든 실험자료의 예측 결과를 종합한 그림 3.1.2-40과 3.1.2-41을
통해 보다 확실히 파악된다. Wire-rap 지지격자 실험에 대해 평가된 무차
원 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013과 0.047이고, grid 지지격자에 대한
무차원 온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007과 0.316으로 평가되었다. 검증
계산을

통해

MATRA-LMR-FB

코드는

KALIMER-600과

같이

wire-wrap 지지격자를 가지는 노심 집합체의 유로 폐쇄 해석에 성공적으
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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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방법론 개발
소듐은 액체금속로의 일차계통 냉각재로 이용되며, 정상 운전중에 소
듐은 비등점과는 큰 여유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상적인 사고 상황에서
는 소듐의 비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핵연료의 손상이나 용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액체금속로의 노심 특성을 반영한 안전 평
가로서 집합체의 입구 유로에서의 유량 상실 사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MATRA-LMR-FB 코드를 개선하였다.

- Iteration Scheme 개선
MATRA-LMR-FB는 수치해석적으로 Explicit Scheme을 이용한다.
Explicit Scheme은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 Time Step에 제한을 둔다.
Time Step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운동량 플럭스와 구조물과 유체사이의
열적 결합, 구조물의 축방향 전도(Fuel Conduction) 등이 있다. 구조물과
유체사이의 열적 결합으로 인한 Time Step 제한은 매우 작은 유로에 아주
큰 열전달 계수가 적용되는 문제에서만 중요하며, 구조물의 축방향 전도로
인한 Time Step 제한은 축방향 노드 길이가 매우 작은 경우 구조물 내부
의 전도 항들을 Explicit로 처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3 가지

Time Step 제한치 중 운동량 플럭스에서 기인한 Time Step 제한치가
MATRA-LMR-FB의 기본적인 Time Step을 제공한다. 식 (3.1.2-31)는
운동량 플럭스로 인한 Time Step 제한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과도기 계산은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로 인해 유체
의 Courant Limit에서 유도된 Time Step 제한치 만으로 충분치 않을 경
우가 있다. 효율성을 고려해서 MATRA-LMR-FB에서는 Time Step 제한
치에 적절한 계수(식 (3.1.2-31)의 C)를 이용하며, 이 계수는 기존에 0.2를
사용하였다.
−1

1
1 ⎞
⎛
∆ tn +1 = 2⎜
+ n⎟
∆t ⎟
⎜ C ⋅∆ x u + S ⋅ v ⋅∆ x
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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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1)

식 (3.1.2-31)에서 계수 C 에 대해 고정 값을 이용할 경우 특정한 문
제에 대해서는 반복 제한치 내에서 한 Time Step의 계산이 완료될 수 있
으나, 과도기와 같은 조건이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 제한치 내에
서 수렴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도기 문제를 푸는 경우는 이
계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방법이 MATRA-LMR-FB 코드
에 추가되었다.

C n +1 = 0.5 ⋅ Cn
1.2 ⋅ C

n

for No. of iteration > Half of max. No. of iteration
(3.1.2-32)
else

위와 같이 코드의 개선결과로서 수렴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으
며, 또한 계산 시간은 37-Pin 유량 상실사고 모의를 위한 정상상태 계산에
서 0.5초를 계산하는 데 기존의 Time Scheme이 299초 소요된 반면에 새
로운 Time Scheme을 이용한 계산 시간은 257초로서 약 14% 감소하였다.
또한 기존의 Time Scheme은 계산 초기 대부분의 Time Step에서 수렴기준
을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새로운 Time Scheme은 대부분의 Time Step에
서 수렴을 하고 다음 Step으로 진행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과도기를
계산할 때에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Time Step을 적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다 적은 Error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 자연순환시 마찰모델 개선
MATRA-LMR-FB 코드의 분산유동저항 모델에서는 층류 유동에 대
해 Cheng-Todreas 모델로 각 부수로 형태에 따라 마찰인자를 계산하며,
난류 유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Blasius 상관식을 부수로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하였다.
형태에 따라 모델하고 있다. 다양한 마찰인자 모델을 구비하기 위해
난류 유동에 대한 Blasius 상관식의 대안으로서 부수로 형태를 고려한

Cheng-Todreas 상관식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Cheng-Todreas는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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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다양한

실험들(Rehme)에

대해

각

부수로

형태에

따라

Pitch-to-Diameter의 다항식으로 표현하였다. MATRA-LMR-FB에 층류
모델과 관련해서는 분산유동저항 모델에 이미 삽입되어 있으며, 난류 모델
과 관련해서 새로 삽입되었다.

- 시험 계산
액체금속로의 집합체 형태에서 유량 상실을 경험하는 실험에 대해

MATRA-LMR-FB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일본
동력로 및 핵연료 개발 센터인 PNC에서 수행한 유량 상실 사고 모의실험
인 37FC-34/5-2/이다. 이 실험은 37개의 연료봉 중에 36개는 전기적으로
가열되고, 나머지 하나는 기능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았다. 입구 유속은 과
도기 시작 후 10초에서 정상상태 값의 대략 10% 정도까지 감소한다(그림

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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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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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2 입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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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

20

계산은 소듐의 비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행되었으며, 실험조건에서
비등이 발생하는 포화 온도는 944 ℃이다. 그림 3.1.2-39는 대표적으로

438.7 mm 높이에서 중심과 가장자리에 있는 부수로들에 대한 온도 거동
결과를 나타내며, MATRA-LMR-FB 코드 계산 결과는 실험 및 ASFRE
코드에 거의 일치한다. 비등 시점에 대한 결과로서 실험이 13.9초로 측정
된 반면에, MATRA-LMR-FB 코드는 13.1초, ASFRE 코드 계산 결과는

12.9초이다. 그림 3.1.2-44와 3.1.2-45는 438.7 mm 높이에서 전체 부수
로에 대해 MATRA-LMR-FB 및 ASFRE 코드의 온도 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두 코드를 이용한 계산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인다. 결과
적으로 MATRA-LMR-FB는 냉각재의 비등으로 발전하는 유량상실사고시
집합체에서 발생하는 불균일한 온도 거동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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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3 온도 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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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

20

그림 3.1.2-44 집합체 출구 온도분포
(ASFRE)

그림 3.1.2-45 집합체 출구
온도분포(MATRA-LMR-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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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CDA 분석체제 개발
가. 개요

HCDA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 체계는 초기 단계(initiation phase), 천
이 단계(transition phase), 손상 평가 단계(damage evaluation), 및 사고
후 열제거 단계(post-accident heat removal phase)의 4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 단계 분석은 반응도 주입 혹은 냉각유량 감소에 따른 핵연료
과열, 피복재 dryout, 핵연료 용융, 재배치 등, 핵연료 집합체의 기본 형태
가 유지되는 시점까지의 HCDA 초기 현상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초기 단
계 분석 코드로서는 ANL에 의해 개발된 SAS4A 코드와 HEDL에 의해 개
발되었던 MELT-III 코드가 있다.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 시, 원자로 물리 및 열수
력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과출력 사고(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심 붕괴(core disassembly)가 시
작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의
현상이 다루어진다. MELT-III 계산은 정상 상태, 과도 상태, 핵연료 용융/
재배치(relocation)등의 독자적인 3단계 계산이 순차적으로 행해진다.

MELT-III 코드는 FORTRAN-IV로 작성되었으며 원래 UNIVAC 1108 전
산기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후에 CDC-6600(CYBER-74)과 CDC-7600용
으로 전환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OECD/NEA로부터 도입한 코드는

CDC-7600 기종에서 SCOPE 2.1의 운영체계로 확인/시험된 것이다.
MELT-III 코드는 정상 상태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도 상태 해석을 위
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VENUS-II 전산 코드는 HCDA 천이단계 시 노물리 및 열수력 특성에
대해 2차원 해석이 가능한 코드이다. VENUS-II 전산 코드는 Bethe-Tait
모델을 바탕으로 도플러 궤환효과(Doppler Feedback)가 고려된 노심 붕
괴(Core Disassembly) 단계에서의 온도, 압력 및 반응도를 계산할 수 있
다. 1972년 미국의 ANL에서 FORTRAN-IV를 이용해 개발된 이 코드는 현
재 MS-Windows 운영체계의 DIGITAL Fortran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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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그래프 출력 및 입출력문의 운용 방식을 MS-Windows 운영체
계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Excel 및 Origin6.0 등을 이용하여 계
산 결과를 도식화 할 수 있게 되었다.

3단계 연구의 목표는 HCDA 초기단계 분석용 mechanistic 코드인
MELT-III 코드 구조 및 해석 모델을 개선하고 또한 천이단계 분석용 코드인
VENUS-II에 금속연료용 상태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MELT-III/STEADY의 성능해석 코드 SIEX-II의 해석모델을 개선하고
KALIMER-150

원자로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MELT-III/TRANSIENT 코드의 반응도 궤환 해석 모델을 개선하였고 코드
구조를 모듈화하는 한편 GUI(Graphic User Interface) 프로그램도 개발하
였다.

나. 초기단계 분석 코드 MELT-III 개선

(1) 정상상태 금속연료 성능 모델 개발
기존의

MELT-III/STEADY

에는

혼합산화물연료

성능해석코드인

SIEX-II 코드가 이식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와 혼합산화물연료는 물성,
온도분포 및 팽윤 등의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SIEX-II(산화물용)에
정상상태 금속연료 성능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온도분포, 팽윤 및 변형량을
해석하는 모듈을 개선하고 금속연료 물성 등을 추가하여 MELT-III/STEADY에
병합하였고 현재 개념설계가 완료된 KALIMER-150에 대한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당 연구소에서 개발된 금속연료 성능해석 코드인

MACSIS의 성능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가) SIEX-II 모델 개선
개선된 SIEX-II 코드는 액체금속로의 정상운전상태 하에서 금속핵연
료봉의 노내 거동을 모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SIEX는 정상상태의 운전
조건에서 연료봉 팽윤 및 피복관 변형을 포함한 연료봉의 1차원적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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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및 조사/열 기계적 특성을 계산하며 또한 핵연료 조사 기간동안 방출
되는 핵분열생성 기체의 양 및 기지 내 축적양도 계산한다. 그 후 핵연료
요소내의 열팽창 및 기체 압력을 사용하여 피복관 내에서의 응력 및 변형
율을 계산한다.

SIEX-II 코드 계산에는 설계변수, 재료특성 및 운전조건 등이 입력된
후 모든 변수들에 대한 초기화 작업이 수행되고, 출력/시간 구간(time step)
에 따른 반복계산이 진행된다. 이 시간구간 loop 안에서는 다시 축방향 구
간(node) loop에 따라, 제일 먼저 임의의 축방향 구간에 대해서 연료봉의
반경방향 온도분포가 계산된 후, 연료봉 및 피복관 변형, 갭 열전도도, 핵분
열생성물 축적 및 기체 방출 등의 열기계적 조사거동 변수들이 반복적으로
계산된다. 축방향 각 구간에서의 계산결과를 통합/산출하는 한 예로서, 축방
향 각 구간에서의 핵분열생성물 기체 방출량이 합산되어 봉내 기체압력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축방향 각 구간에 열적 흐름은 없다고 가정한다.

MELT-III/STEADY 코드를 이용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하여, 노심 전
체를 크게 구동집합체과 inner/radial 블랭킷 집합체 영역으로 구분하여 3
개의 채널로 나누었다. 금속연료를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 입
력 작업 자체를 간단히 작성하기 위해 제어봉집합체 등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영역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추후 고려될 것이다. 구동 및 블랭킷 집합
체는 각각 271, 127 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방향으로는 전체

8개로 고려하였고 이중 노심 zone을 3개, 플레넘 zone을 5개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zone당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노드수를 고려하였고 특히 열
량이 발생되는 노심 영역은 노드수를 미세하게 고려하였다. 구동 및 블랭
킷 핵연료봉의 외직경은 각각 7.4, 12 mm이며 핵연료봉 길이는 1000

mm, 총 길이는 3,708.1 mm이다.
KALIMER-150 Breakeven 노심의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된
SIEX-II 코드가 병합된 MELT-III/STEADY 의 계산결과와 당 연구소에서
개발된 금속핵연료봉 성능해석 코드인 MACSIS 코드 계산결과와 비교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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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도분포 해석
그림 3.1.3-1은 구동 연료봉의 60,000 MWD/MTU

연소도에서

STEADY와 MACSIS가 계산한 피복관 중간, 연료봉 표면 그리고 연료봉
중심온도의 축방향 온도분포이다. 두 계산결과가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료봉 중심과 표면온도의 미세한 차이는 연소중 발생되는 핵
분열생성기체 방출 모델의 차이이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피복관 중간온
도는 피복관의 열전도도 모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즉 STEADY
에 반영된 핵분열 기체 방출 모델은 금속용 SIEX 코드 검증 조사자료에
기반을 둔 경험적인 모델을 이용하고 MACSIS 코드는 본 연구팀에서 개발
된 semi-empirical 모델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가 각각 77.87, 69.49%
방출량으로 나타나 STEADY의 계산상에서 핵분열 기체 방출이 약 8%정
도 더 방출되어 약간 온도가 높게 예측되었다. 또한 피복관 중간온도의 경
우, STEADY와 MACSIS의 피복재 열전도도 모델이 각각 SIEX 모델과

SANDVIK사 모델로 상이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2에는 구동연료봉의 중심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축방
향 3/4 지점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이 역시 STEADY와

MACSIS의 계산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
로 피복관에서 약간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3
과 3.1.3-4에는 Inner/Radial 블랭킷 연료봉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온도분
포를 나타낸다. 구동 연료봉과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고 STEADY와

MACSIS 코드의 계산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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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구동연료봉 축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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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구동연료봉 반경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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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Inner블랭킷 핵연료봉 축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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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Inner 블랭킷 연료봉 반경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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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형량 평가
그림 3.1.3-5와 3.1.3-6에는 구동연료봉의 경우, 연소도 60,000

MWD/MTU에서 Inner 블랭킷 연료봉의 경우 12,000 MWD/MTU 연소도
에서의 피복관 변형량 분포를 나타낸다. 금속연료봉의 경우 변형량 분포는
축방향 출력 및 중성자속 분포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축방향
분포와 비슷한 경향으로 변형량 분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연료봉 전체 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팽윤이었고 크리프
변형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는 HT-9강은 540 ℃ 이하에서 크리프
변형이 응력 지수 승(1-2)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증가에 따른 크리프 변
형 증가가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기인한다. 또한 STEADY와 MACSIS
의 피복관 중간온도 계산 결과가 피복관 열전도도 모델 차이로 인해 발생
되는 온도차가 두 코드의 변형량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두 코
드의 피복관 열전도도 모델이 같은 상태에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현재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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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구동연료봉 변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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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Inner 블랭킷연료봉 변형 분포

- 136 -

100

(2) 과도상태 계산모델 개선
(가) 개요
액체금속로

과도

상태

해석 및

노심

용융

현상

해석 코드인

MELT-III/TRANSIENT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 내 열수력 모델
- point kinetics 모델 및 반응도 궤환모델
- 핵연료 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 모델
- 용융 연료-냉각재 반응 모델
3단계 연구의 목적은 MELT-III 전산코드의 반응도 해석 모델 개선이
다. 산화연료 노심 해석용으로 개발된 MELT-III 코드를 금속연료 노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응도궤환모델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금속노심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경화(hardening)되었기 때문에
도플러 반응도 효과의 상관식이 변경되어야 하고 제어봉 구동기(control

rod drive)와 원자로용기의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계산을 위한 해석 모델
이 새로 작성되어야 한다. MELT-III의 열수력 모델과 point kinetics 모델
은 그대로 KALIMER 사고해석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용융연료 거동모델의
개선은 차기년도에 수행될 예정이다.

(나) 반응도 모델 개선
① 도플러 반응도 모델
도플러(Doppler) 효과는 액체금속로 과도 시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전
및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즉발적인 부 반응도 궤환 효과이다. 도플러
계수,

dk/dT 는

핵연료

온도

T의

변화에

대한

원자로

증배인자

(multiplication factor)의 변화로 정의된다. 산화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
로에서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연성(soft)이기 때문에 도플러 반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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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절대온도 T 에 반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T dk 는 광범위한 온도
dT
영역에서 일정 상수로 유지된다. 즉,
dk
=
dT

여기서

α

DOP

α DOP
T

(3.1.3-1)

는 비례상수로서 도플러상수라고 정의한다.

KALIMER 노심과 같이 금속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에서는 산화연
료 노심에 비해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경화(hardening)되기 때문에 도
플러 반응도는 대략 T

3/2

에 반비례하게 된다. 핵연료 온도가 초기온도 T

0

에서 T 로 균일하게 변한다고 가정할 때, 도플러 반응도는 위식을 적분하
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ρ

DOP

=2 α

DOP

1
T

(

1
)
T

0

(3.1.3-2)

도플러 상수는 실제로 핵연료 종류와 위치 및 소듐 밀도의 함수이다.
소듐 밀도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듐증기 분율,
X

Na
JK

를 정의한다.
X JKNa =

ρ 0NaJK - ρ JKNa
ρ 0NaJK

(3.1.3-3)

여기서 ρ 는 주어진 시간에서 채널 K, 축방향 노드 J에서의 소듐 밀도이
Na
JK

며 ρ

Na
0 JK

는 초기 소듐 기준 밀도이다. β

DOP
JK

,

ΩJKDOP

를 위치

JK 에서

소듐이 존재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도플러 상수라고 정의한다면 도플러 상수는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Na
α JKDOP = β JKDOP (1 − X JkNa ) + Ω DOP
JK X JK

(3.1.3-4)

최종적으로 도플러 반응도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ρ DOP =

∑ρ
JK

DOP
JK

= 2∑α
JK

DOP
JK

(

1
T0 JK

1
)
T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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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TIJK 는

핵연료 온도

노드 체적에 따라 평균한 온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V T
∑V
IJK

TJK =

IJK

(3.1.3-6)

I

IJK

I

여기서

VIJK 는

채널 K, 반경방향 I, 축방향 J인 노드의 부피이다.

② 소듐 반응도 모델
원자로 과도 사고 시, 과출력 또는 소듐 냉각재 상실 등으로 인해 소
듐의 밀도가 줄거나 증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소듐 상실로 반응도가 증가
하여 원자로 출력은 폭주하고 노심은 용융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 소듐
냉각재의 상실로 인한 반응도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소듐 밀도 감소로 중성자의 누출이 증가하게 되어 부 반응도 효과가 있게
되는 한편, 중성자 스펙트럼의 경화로 인해 중성자 산란 단면적이 감소하
여 정 반응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노심 중심부에서는 정 반응도
효과가 우세하고, 노심 주위에서는 중성자 누출로 인해 부 반응도 효과가
나타난다.

MELT-III 코드에서 소듐 밀도 변화로 인한 반응도 변화 ρ 는 다음과
Na

같이 주어진다.

∑β

ρ Na =

JK

M JK +VV

(3.1.3-7)

JK

여기서
β JK

M

= 채널 K, 축방향 노드 J에서의 소듐 반응도가
JK

= 채널 K, 축방향 노드 J에서의 소듐 질량 변화량

△V = 핵연료 온도 증가로 인한 소듐 반응도 변화량
△V 는 MELT-III 코드 특유의 도플러 반응도 효과와 소듐 밀도 효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인자이다. 이 차이는 높은 핵연료 온도에서의 소
듐 상실로 인한 도플러 반응도 변화이므로 이를 소듐 반응도 계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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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 증가로 인한 소듐 반응도 변화량 △V 는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V = ρ

DOP

ρ ni, j
- ∑ W i, j [ K D + ρ ( K
i, j
0

T
W - K D )] ln
T

n
i, j
0
i, j

(3.1.3-8)

MELT-III 개정본에서는 주어진 시간 간격에서의 소듐 밀도 평균치를
사용하여 △V 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즉,
ρ Na =

∑β

JK

M JK

(3.1.3-9)

JK

채널 K, 축방향 노드 J에서의 소듐 질량의 변화량

M

JK

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M JK = ( ρ 0NaJK - ρ JKNa ) VJKNa

(3.1.3-10)

여기서
ρ 0NaJK =

기준 온도에서의 소듐 밀도

ρ JKNa

= 시간의 함수로서의 소듐 밀도

VJKNa

= 소듐 부피

③ 핵연료 팽창 반응도 모델
축방향의 핵연료 팽창은 즉발적인 부(negative) 반응도 효과를 초래하
는 중요한 현상이다. 산화 연료 노심에 비해 금속 핵연료 노심에서 그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금속 노심의 도플러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
은 특성을 일부 상쇄하기도 한다.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면 핵연료는 주로
축방향으로 팽창한다. 핵연료 온도의 상승으로 핵연료가 팽창하면 노심의
높이가 커지고 이로 인해 노심 반경 방향으로의 중성자 누출이 증가하게
되어 부 반응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핵연료 반경 방향으로의 팽창은 매
우 작아 반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MELT-III에서 핵연료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는 다음과 같이 소듐 반응
도의 경우와 유사한 식으로 표현된다.
ρ

AX

=∑W
JK

JK

δ M

(3.1.3-11)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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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JK

δ M

= 노드 JK의 핵연료 반응도가
JK

= 노드 JK의 핵연료 질량 변화량

각 노드에서의 핵연료 초기 질량이 M으로 일정할 경우 δ M

JK

는 다음

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δ M

여기서

JK = M(

α△ T
∑
n

1 + α△ T

nK

-

J - 1, K

α 는 선형 팽창계수이며

α△ T
∑
n

1 + α△ T

△ T

MELT-III 코드에서 JK 노드의 온도 T

JK

JK

nK

)

(3.1.3-12)

JK

는 JK 노드에서의 온도 변화이다.

는 핵연료 반경 방향의 평균 온도이며,

평균 온도 계산에 포함될 외각 노드 수 'FNODES'가 입력으로 주어질 수 있다.

MELT-III에서 사용된 자유 팽창 모델은 실제 핵연료와 피복재의 복합적
인 팽창 현상을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축방향으로의 누출 효과가 고려
되지 않는다. 이러한 MELT-III모델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코드
에서는 공학적 인자가 입력자료로 주어진다. KALIMER 노심에 사용되는

Pu-Zr 금속연료는 연소 초기에 팽창하여 HT9 피복재와 부착하여 피복재의
열팽창 특성에 따라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MELT-III 수정본에서는
피복관의 열팽창에 따라 핵연료봉 팽창 반응도를 계산하는 모델(Force

balance controlled expansion model)도 선택 사항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④ 노심 반경 팽창 반응도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노심 반경의 팽창은 반응도 효과가 클 수 있으
나 주로 원자로 구조물의 팽창과 관련이 있고 구조물의 팽창은 소듐의 온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일 위
치(높이)에

위치한

load

pad

만을

고려하는

MELT-III

모델은

TCLP(Top-of-the-Core Load Pad), ACLP(Above-Core Load Pad), grid
plate등이 설계된 KALIMER 노심 형상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노
심 반경은 핵연료집합체 간격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다시 TCLP, ACLP,

grid plate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ELT-III 개정본에
서는 SSC-K 또는 ARIES 코드 등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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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어봉 구동기/원자로용기 팽창 반응도
원자로 과도사고 시, 노심 출구 온도가 상승하면 제어봉 구동장치

(control rod drive, CRD)가 팽창하여 제어봉은 노심에 보다 깊숙이 삽입
됨으로써 부 반응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CRD가 원자로용기 head
또는 상부에 연결되어 지지되고, 노심이 용기 벽에 의해 지지될 경우에는
원자로용기(Reactor Vessel, RV)의 가열로 노심이 낮아지거나 제어봉이
높아지게 되어 정 반응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MELT-III 코드에는 이
러한 CRD/RV 팽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MELT-III 개정본에서
는 SSC-K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활용되었다.

(다) 용융핵연료 거동 계산체계 분석
과도상태가 지속되면 온도증가에 따라 연료봉 자체의 용융으로 진전될
수도 있으며, 피복관 파단 후에 이러한 용융 연료, 피복관 재료, 핵분열생
성물 등의 혼합체가 냉각재와 반응하고 연료가 냉각재 내로 분산되는 계속
적인 사고진행이 발생할 수 있다.

MELT-III 코드는 이러한 사고진행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개발되어
있지만, 산화물 핵연료의 용융연료 거동, 피복관 파단후 연료 재배치 등의
계산모형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는 산화물연료와는 다른 핵
분열 생성물 및 용융연료 거동을 나타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금속연료의
과도상태를 해석하기 위한 본격적인 코드개발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MELT-III 코드내의 과도상태 해석기구를 분석하였으며,

MELT-III 코드내에서 전 영역의 과도사고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모델개선을 추진 중이다.

HCDA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도상태 분석은 그림 3.1.3-7과 같이 수
행된다. 이를 위해 과도상태시 금속 및 산화물 연료가 가장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고 평가되는 MELT-III 코드내의 핵분열생성물 거동 및 용융연료 거
동 모델 계산체계 등을 분석하고 금속연료봉 파손기준을 평가하였으며, 기
존 모델내용 및 모델개선 방향을 표 3.1.3-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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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과도상태 분석흐름도
표 3.1.3-1 MELT-III 용융핵연료 거동해석 모델 개선

MELT-III 기존 모델
FGR
거동

열전도도

∙산화물 연료

∙금속연료

- 연료중심부로

- 연료봉 상부 플레넘으로

FG(Fission Gas) 이동
- 산화물연료용
gap conductance 모델

연료 팽윤 - 연료봉내 조직별 기체, 기
용융거동

포
함유량 및 이동량에 비례

(부분용융시)
연료봉
변형 및
파손

FG 이동
- 금속연료용

∙반경방향 팽윤
및

모델 개선

solid contact 모델
∙축방향 팽윤
- 기포 압력 및 성장율에 비례
- 플레넘 부피감소 및
FGR 증가 고려
∙주요 기구

∙주요 기구
- 반경방향 연료봉 팽창,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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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넘 압력 및 공융
- 연료봉 열팽창

① 핵분열 생성물 거동
과도상태에서의 핵분열기체 기포의 거동은 연료봉의 손상을 예측하는
주요 척도가 되며 이에 대한 모형개발은 TOP 형태의 과도상태 연료봉 해
석의 시발점이 된다.
산화물연료는 온도구배가 크기 때문에 조직변화가 일어나며, 중심에
기공(void)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는 중심에 생성된 기공으
로 이동하게 되며 MELT-III 코드내에는 각각의 조직에서 기공으로 이동하
는 핵분열생성물의 이동분율 모형이 설치되어있다.
금속연료는 산화물연료와는 달리 핵분열생성기체는 연료봉 상부에
위치한 플레넘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들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플레넘 압력
증가가 연료봉 변형 및 파손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MELT-III내에 설치되
어 있는 중심 기공으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모형을 고려하여 플레넘으로
이동하도록 모델을 개선하는 것은 과도상태시 금속연료의 핵분열생성물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② 연료봉내 용융연료거동
연료봉내 핵분열기체는 연료용융에 따라 팽창하며, 연료봉의 팽윤을
야기한다. 연료 팽윤은 핵분열기체 기포내의 기체압력이 기포의 표면장력
과 외부압력의 합과 평형을 이루며 팽윤한다.
산화물 연료는 부분 용융시 반경방향으로 연료봉 팽윤이 발생하며 축
방향으로는 연료봉 팽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용융시에는
축방향으로도 팽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MELT-III 코드내에는 이들을 모두
고려한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금속연료는 팽윤량이 산화물연료에 비해 상당히 크며, 부분 용융시에
도 상당한 양의 축방향 팽윤이 발생한다. 금속연료봉의 과도팽윤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과도상태시 축방향 연료팽윤이 노심의 반응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팽창의 주요 원인은 연료봉 내에 잔류
중인 핵분열기체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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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감마상으로 상변태가 일어나는 700 ℃이상
이 될 경우는 크리프 저항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봉 팽윤이 피
복관 내벽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기구도 고려해야 한다.

③ 과도상태시 금속연료 파손기준
LOF, ULOF와 같은 유량 관련 사고는 연료봉과 피복관의 온도분포가
평탄하게 진행되므로 연료봉의 급격한 팽창에 의한 연료봉 손상은 발생하
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에 의한 금속연료봉의 피복관 손상기구는 공정반응
에 의한 피복관 감육과 플레넘 압력의 증가이므로 정상상태 연료봉 해석모
형을 변형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TOP, UTOP와 같은 반응도 관련 사고는 연료봉의 팽윤이 급
격히 발생하므로 과출력 상태에 대한 연료봉 팽윤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연료봉 내의 핵분열기체 기포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연료봉의 변형
을 유발하고, 피복관과의 열변형의 차이에 의해 피복관의 파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연료봉 외곽부는 계속 냉각되므로 피복관 용융으로 발전하
지는 않으나 연료봉의 용융은 사고추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응도 관련 사고시 연료봉 파손의 주요 요인은 연료봉 팽윤과 연료봉/피
복관의 열팽창 차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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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체제 구조 개선
MELT-III 코드는 액체금속로의 과도사고 시 열수력 현상 및 노심 용
융 사고 해석을 위해 개발되었다. 코드의 원형은 UNIVAC 1108 컴퓨터에
서 개발되었으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MELT-III는 CDC CYBER 기종에 적
합하게 변형된 것들이다. 이 CYBER형 MELT-III는 CYBER 기기의 제한
때문에 동시에 여러 채널의 해석은 불가능하고, 기억 장소의 제한 때문에
결과 및 결과 설명을 위한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프로그램 부분을
가진다. 또한 현재 CDC CYBER 기기를 이용한 해석은 다른 해석 결과와의
연계나 계산 속도 문제로 인하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ELT-III를 기본으로 한 코드 개발의 측면에서 MELT-III 코
드를 현재 전산해석 조건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MELT-III 코
드체제의 변경은 PC를 기반으로 Fortran 77 구문에 맞도록 원래의 프로그
램을 변경하고, KALIMER형 원자로에 적용하기위한 내부 구조의 변경과
기능 추가를 위한 일부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있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MELT-III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고속로 과도해석 코드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번 연구는 MELT-III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 부분과 GUI를
개발하는 업무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MELT-III 코드의 구조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CYBER Version의 프로
그램을

PC화하면서

단일

파일로

구성된

원본

프로그램을

기능별

(subroutine, function)로 분할하고 각 분할 파일들이 독립된 기능을 수행
하도록 모듈화 하였다. 이러한 기능상/구조상의 분할은 프로그램의 변경
등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반응도, 열수력 모델 등의 추가 및 GUI
구현을 쉽게 한다.
또한 MELT-III 코드의 PC 기반으로의 개선을 수행하면서 PC 기반의
장점인 편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구현을
수행하였다. GUI는 크게 1) 코드 수행, 2) 결과 처리 부분에 구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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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최초의 화면은 그림 3.1.3-8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각 입력창은 입력 파일, 출력 파일, restart 파일을 나타내며 입력 파
일이 선정되면 편집이 가능하도록 입력창에 notepad 그림이 나타난다. 필
요에 따라 입력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 후 RUN 단추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이 수행된다.
프로그램의 실행이 수행되는 동안 주요 결과는 그림 3.1.3-9와 같이
작은 윈도우를 형성하여 그래프로 표시되며, 출력 파일은 그림 3.1.3-10에
서처럼 에디터로 자동으로 나타난다. 사고해석 시간이 충분히 길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지만 reference로 수행한 $0.5/sec 사
고와 같이 짧은 해석시간일 경우 결과의 변화를 관측하기가 힘들다.

그림 3.1.3-8 프로그램 수행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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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결과 그래픽 윈도우

그림 3.1.3-10 결과 텍스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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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이단계 분석 코드 VENUS-II 개선

(1) 금속핵연료 상태방정식 개발
HCDA 사고분석을 위하여서는 고온에서의 노심의 물성과 상태방정식
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노심 붕괴 반응도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
용융점 이상의 고온에서 압력-에너지 상관식을 알아야 한다. 또한 도플러
반응도 계산을 위하여 온도-에너지 상관식도 필요하게 된다. 출력폭주 사
고 시, 노심의 팽창, 붕괴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사고 초기
핵연료 slumping으로 인한 반응도 삽입으로 용융 노심의 출력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출력밀도가 높은 노심 중심부로부터 연료 증기 (fuel vapor)가
생성된다. 이 증기 bubble이 소듐 냉각재가 빠져나간 void 공간으로 이동
함에 따라 노심 압력은 그곳에서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사고 진행에 따라
노심이 팽창하고 void 공간이 증기로 꽉 채워짐에 따라 노심의 압력은 급
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심은 급팽창, 붕괴되며 이때의 붕괴반응
도 궤환효과에 의해 출력폭주 사고는 에너지 방출과 함께 종결된다.

VENUS-II 코드는 ANL에 의해 산화 핵연료 노심에 대하여 개발되었
다. 따라서 VENUS-II 코드를 KALIMER 사고해석에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존의 산화 연료에 대한 상태방정식을 대체할 금속 핵연료에 대한 상
태방정식을 개발하여 코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VENUS-II
코드에는 ANL과 BNWL에서 각각 개발한 상태방정식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ANL의 상태방정식이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되었다.

ANL이 개발한 산화연료의 에너지-온도, 에너지-압력 상태방정식이 그
림 3.1.3-11에 도해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위에서 설명한 압력 증가 경향
을 볼 수 있다. 즉 낮은 에너지, 온도에서 2상 유체에 대한 증기압은 서서히
증가하나, 높은 온도에서 노심팽창으로 void 공간이 소멸되면 액상 노심의
압력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시의 우라늄 노심의
압력-에너지 관계식을 설정함에 있어, 사고 초기 노심 비등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는 포화증기압(saturated vapor pressure) 영역과, 노심 에너지가 일
정 threshold 값을 넘어섰을 때의 액상(liquid phase)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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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라늄 노심의 증기압 관계식은 다음의 Rauh와 Thorn(1954)의
압력과 온도의 상관식에 의해 구하여 진다.
 
    

(3.1.3-13)



여기서 압력의 단위는 기압(atm)이며 온도는 절대온도를 나타낸다. 상기의
압력-온도 상관식을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압력-에너지의 관계식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우라늄 금속의 비열(specific heat)이 알려져야 한다. 고온에서
의 우라늄 비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용융온도(～1,400K) 위에서 약 0.2

J/gK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등점 위에서는
Brout(1957)와 Nicholson(1964)의 추정치에 따라 0.11 J/gK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식 (3.1.3-13) 으로부터 얻어진 압력-에너지 관계식은 다
음과 같이 4차 다항식으로 전개되었다.




 





(3.1.3-14)



여기서
B 0 = 1.297×10

3

,

B 1 =- 6.018 ×10

3

, B 2 = 10.50×10 3

B 3 =- 8.182 ×10 3 , B 4 = 2.416×10 3

상기 관계식에서 압력과 에너지의 단위는 MPa와 kJ/g이며, 이 관계식은
우라늄

비등점(～4,100K)에

해당하는

0.8

kJ/g에서부터

단상(single

phase) 액체 상관식 threshold 에너지인 1.55 kJ/g 까지 유효하다.
노심 증기압의 관계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노심 비열상수가
비등점 위에서 0.2 J/gK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압력-에너
지 관계식이 작성되었다.
B 0 = 1.297×10 3

,

B 1 =- 6.018 ×10 3 ,

B 2 = 10.50×10 3

B 3 =- 8.182 ×10 3 , B 4 = 2.416×10 3

이 관계식은 기준 관계식에 비해 에너지 증가에 따른 압력증가가 완만
하여, 에너지 방출량에 관한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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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액체 노심의 압력-에너지 상관식은 Brout(1957)에 의한 우라늄
상태방정식 계산 자료를 Bethe-Tait의 선형 threshold 형태로 fitting하여
3
작성하였다. KALIMER 노심 밀도인 10.0 g/cm 에 대한 압력-에너지 계산

자료를 선형으로 fitting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3-15)

       
여기서 압력과 에너지의 단위는 각각 MPa, kJ/g이다.

또한 액체영역에서 밀도가 7.4 g/cm3인 노심에 대한 상태방정식을 다
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3.1.3-16)

       

상기 관계식은 기준 상태식에 비해 threshold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 증가
에 따른 압력 증가가 보다 완만하여 높은 에너지 방출량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3.1.3-12는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상기의 4가지
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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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Internal Energy, kJ/g
그림 3.1.3-11 ANL 상태 방정식 (에너지-압력)

10,000

vapor pressure,Cv=0.1J/g-K
vapor pressure,Cv=0.2J/g-K

8,000

3

liquid pressure, ρ=10.0g/cm

Pressure(atm)

3

liquid pressure, ρ= 7.4g/cm

6,000

4,000

2,000

0
0.8

1.0

1.2

1.4

Energy Density(kJ/g)
그림 3.1.3-12 금속연료 압력-에너지 상관식

- 152 -

1.6

(2) 상태방정식 적용성 분석
그림 3.1.3-12는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상기의 4가지 압력-에
너지 상태방정식을 보여 준다.본 연구에서는 상태방정식의 적용성 분석을
위하여 위에 개발된 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을 VENUS-II 코드에 반영하
여 KALIMER-150에 대한 초임계 출력 사고를 계산하였다. 표 3.1.3-2 는
상태방정식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
를 보여 준다.

- Case 1 : 비열 0.2 J/gK에 대한 증기압 상태방정식만 사용한 경우
- Case 2 : 비열 0.2 J/gK에 대한 증기압 상태방정식과
노심밀도 7.4 g/cc에 대한 액상상태방정식을 사용한 경우

- Case 3 :

비열 0.2 J/gK에 대한 증기압 상태방정식과
노심밀도 10.0 g/cc에 대한 액상상태방정식을 사용한 경우

- Case 4 :

비열 0.1 J/gK에 대한 증기압 상태방정식과
노심밀도 10.0 g/cc에 대한 액상상태방정식을 사용한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1과 Case 2의 결과는 같다. 이는 출력
폭주 사고 시, 노심 에너지가 압력이 급상승하는 threshold 에너지 밀도인

1.44 kJ/g까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융 노심의 에너지 방출량은
5,990 MJ에 이르며 최고 노심 온도는 6,730 K이다. 노심 압력은 17 기압
으로 증기압 영역에 머문다. 사고 종결 시점은 9.35 ms로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발생량과 노심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Case 3 의 경우는 노심 에너지가 액상 상태 threshold 에너지인 1.10
kJ/g을 초과하므로 압력이 830 기압까지 급상승하여 사고는 조기(5.36 ms)
에 종결되며 노심 에너지 방출량과 온도는 각각 5,430 MJ, 6,240 K로 Case

1,2 의 경우보다 10% 가까이 작게 계산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증기압
상태방정식만을 사용할 경우, 특정 액상 상태방정식의 사용에 따라 동일한
결과나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KALIMER-150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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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동 연료 영역의 밀도가 7.4 g/cc에 가까우므로 증기압 방정식만을 사
용해도 에너지 방출량이나 노심온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se 4는 증기영역 노심의 비열에 대한 불확실성을 검토하가 위하여,
노심 비열을 위의 경우 보다 50%로 줄인 0.1 J/gK를 사용하고, 노심 밀도

10.0 g/cc에 대한 액상상태 방정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에너지 방출량의
계산 결과는 Case 1, 2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심
온도는 8,900 K까지 증가하게 된다.

표 3.1.3-2 상태방정식 적용성 분석 결과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에너지 방출량(MJ)

5,990

5,990

5,440

5,430

노심 최고 온도(K)

6,730

6,730

6,240

8,900

노심최고압력(atm)

20

20

830

820

사고 종결시간(ms)

9.35

9.35

5.36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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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 신개념 안전해석 기준 설정
가. 과도 안전해석 기준 설정

KALIMER-150 개념설계를 토대로 경제성 측면에서 출력을 상승시키
고 피동 안전성을 향상시킨 KALIMER-600의 신개념에 대해 안전성 관점
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을 설정하였다. 사고분류 및 안전허용기준은 기
존 KALIMER-150 개념설계의 참고문서 (Kwon and Hahn, 2001b)와 큰
차이는

없지만

설계

변경된

피동

안전기기와

관련된

사고분류

및

KALIMER-600의 운전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허용기준이 변경되었다.
KALIMER-600은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고유안전 특성 및 피동형 개념
을 설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전특성을 가진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보통 1x10-4에서 1x10-5/R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초기
사건을 설계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KALIMER-600에서는 설계기준 발
생빈도를 10-7/RY 수준으로 설정하여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
의 양 및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준을 기존의 방
사능 보호조치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낮게 제한하고 있다. 개념설계 단계
에서는 현실적으로 PSA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므로 해외 액체금속
로에서 수행한 사건선정과 KALIMER-150을 근거로 하여 공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림 3.2.1-1과 같이 KALIMER-600 사건을 분류하였다.

(a)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전 상태로 계통의 시운
전, 설계범위 내의 운전, 고온 대기 또는 정지와 같은 발전소 상태
가 이에 해당한다.

(b) Infrequent Event (IE): 사건의 발생빈도는 약 10-2/RY까지이며 발
전소 수명 기간 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응한다.

(c) Unlikely Events (U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
계기준사고 등급과 동등하며 약 10-4/RY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
지는 내부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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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사건범주는 약 10-7/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 (초기사건과 다중 고장사건이 동
시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한다. 발생빈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의
중대사고 범주이지만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
기준사고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확률이 10-7/RY 근처의 사건은 기존의 경수로 사건분
류법에 따르면 설계기준초과사고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KALIMER-600
설계에서는 이 발생빈도에 포함되는 사고 중 소듐의 대량누출, 노심용융
혹은 반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한계사
고 (bounding event)로 정의하여서 적절한 방지대책과 보호대책을 설계단
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KALIMER-600은 기존 원자로에 비하여 혁신적인
설계개념이고 기존 운전 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PSDRS나 PDRC와 같은 피동형 안전관련계통을 설계에 채택하고 있다. 또
한 금속핵연료의 고유안전 특성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초기 단
계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을 한계사고의 사고
해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KALIMER-600 설계의 궁극적인 안전평가 기준은 방사선 제한치 이
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안전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방출원인을 억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도
록 보장하는 보수적인 수단이다. KALIMER-600의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가 물리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표 3.2.1-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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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CDA 분석기준 설정
가상노심붕괴사고(HCDA)와 관련하여 KALIMER-600의 기본 안전 설
계목표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안전기준 및 안전해석 방법론을 설
정하였다. HCDA 분석기준은 HCDA의 기인사고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원자
로용기의 파손으로 인해 격납용기를 통해 대기로 누출되는 방사능 영향평
가와 장기냉각까지 적용된다.

KALIMER-600 HCDA 안전 설계목표는 다음과 같다. (a) 격납용기를
통한 방사선 물질의 대기방출 최소화 (b) 피동계통을 이용한 장기간 열제
거 기능 확보 (c) XU 범주에 속하는 한계사고에 대해서

HCDA 기인사고

발생확률의 10-7/RY 이하 제한 (d) 원자로용기가 노심용융과 발생 가능한

HCDA 사고결과 수용 (e) 사고 후 36시간 동안 발전소 내의 방사선량을 1
rem 이하로 유지할 확률을 10-6/RY 이하 유지
HCDA에 대한 KALIMER-600 안전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a)
HCDA 발생시 반응도 삽입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큰 음의 반응도 궤환
효과를 확보하여 가능한 기인사고의 단계에서 사고가 종결되어야 하며, 노
심 용융시 용융핵연료의 밀집에 따른 재임계 방지 및 출력 폭주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b) 사고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능한
집합체 내에서 사고가 종결되어 노심전체 붕괴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
다. 노심 용융물의 유동을 최대화하여 최소한의 energetics가 발생하도록
집합체가 설계되어야 하며, gas plenum 내의 기체 혹은 핵분열 기체가 원
자로용기를 통한 누설이 최소화 되도록 원자로용기의 밀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사고시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내에서
소듐-공기 반응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고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기체의 양이 최소가 되도록 노심이 구성되어야 하며, 노심용융 결과 발생
되는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열제거원의 신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d) 확률론적인 신뢰도 평가에 의해 안전계통의 장기
적 운전성능이 평가되어야 하며, 사고영향에 대한 역학적인 평가도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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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DA의 분석기준은 다음처럼 설정되었다. (a) HCDA 기인사고시 부
집합체의 용융 개수에 따른 용융빈도를 계산하여 전노심의 용융범위를 결
정해야 한다. (b) 한 개 이상의 부집합체 용융확율이 10-6/RY 이하이면 전
노심 용융에 대한 상세해석은 생략하고 최적평가를 통해 부집합체의 손상
정도만을 평가하여 확인한다. 만약 확인결과 부집합체의 손상으로 사고가
종결될 것이 확인되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즉,
천이단계의 해석과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는 생략한다. (c) HCDA 기인사
-6
고시 노심용융 확율이 10 /RY 이상이면 전노심 용융에 대한 해석은 가능

한 보수적 가정을 통해 예를 들면, Bethe-Tait (Chang et al., 1998) 방법
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energetics를 계산한다. 만약 보수적 계산결과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최적평가에

의해

energetics를 계산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d) 최적방법에 의해서도 원자
로용기의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존 해석방법론에 대한 실험자료와의
비교 혹은 실험 수행 등을 통해 해석방법의 보수성을 제거하여 재평가를
수행하거나 설계개선을 한다.
다. 격납성능 분석기준 설정
격납성능 분석을 위한 KALIMER-600 설계기준사고는 HCDA 조건에
서의 소듐 풀 화재 및 스프레이 화재로 선정하였다. 액체금속로에서는 소
듐 화재가 격납용기에 가장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을 부가 할 수 있는 사
고이다. 일차계통 소듐이 격납용기 대기에 방출되어 소듐 화재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고는 HCDA로서 사고결과로 인한 기계적 에너지가 원자로용
기 헤드를 손상시키면 일차계통 소듐이 공기와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격납용기 건전성 이외에 중요한 설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이며

KALIMER-600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경우가 HCDA이다. 이 때 소듐 풀 화재와 스프레이 화재 모두를 설계기준
사고로 선정한 이유는 소듐 풀 화재의 경우 그 특성상 격납용기 첨두 압력

/온도조건은 높지 않지만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에 스프레이 화재
의 경우는 지속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첨두조건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두 사고의 해석결과는 격납용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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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로 방사선원항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
한적이다. 특히 금속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므로 액체금속로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사선원
항 평가가 필요하다.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들은 대부분 소
듐 냉각재 내에 억제되며 그 들 중 일부만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핵연료 손
상사고시 소듐환경 하에서 요오드와 같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은 방사선
피폭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요오드의

억제인자(RF,

retention factor)를 개선한 최근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다.
격납성능 분석의 허용기준은 사고해석 결과 격납용기의 압력 및 온도
가 설계값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발전소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은 표

3.2.1-2의 PAG 제한치와 10 CFR 100의 제한치를 만족해야 한다.

표 3.2.1-1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

표 3.2.1-2 발전소 부지의 방사피폭 제한치

PAG (rem)

10CFR (rem)

전 신

1.0

25

골

수

1.25

150

허

파

1.25

47

5.0

300

기

관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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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KALIMER 사고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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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통과도 안전해석
가. 개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2단계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KALIMER-

150을 토대로 3단계 연구에서는 타 노형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KALIMER-600의 개념설계를 추진하였다. KALIMER-600의 노심
은 잉여 플루토늄 양과 핵분열 물질의 추가 공급량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블랭킷을 제거하였다. 또한 사고 시 고유안전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소
듐반응도가의 감소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운전 시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이
최소화되도록 연소 반응도 변화 (burnup reactivity swing)를 최적화하였
다. KALIMER-600의 열전달계통은 대칭적으로 배치된 두 루프의 일차계
통과 중간계통으로 구성되어 풀 내부가 간략화 되었고, 잔열제거를 위해
피동 특성이 뛰어난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를 채
택하였다. 이러한 KALIMER-600의 개념 설계는 3년의 연구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매 연도 별로 KALIMER-600의 개념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제
시된 설계 개념과 설계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주요 사고에 대한 안전
특성과 안전여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통 과도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SSC-K 코드 1.2와 1.3 버전은 SAS4A/SASSYS-1 코드와
의 비교계산을 통해 주요 반응도 모델을 개선하고 PDRC 모델 등을 추가
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SAS4A/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
을 통해 개선된 반응도 모델은 반경방향 열팽창 모델, 축방향 핵연료 팽창
모델,

제어봉축

팽창

모델

등이다.

각

설계

분야에서

제공된

KALIMER-600 설계자료를 종합하여 SSC-K 코드의 입력자료를 작성하고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KALIMER-600의

한계사고

(bounding events)로 분류된 UTOP, ULOF, ULOHS 등의 ATWS에 대한
발전소 거동을 해석하고 장기냉각능력을 평가하였다. 표 3.2.2-1은 연도
별 설계변경 사항과 SSC-K 해석 모델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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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연도별 KALIMER-600 설계변경 및 안전해석 모델 비교
비교항목

Loop 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loop

2-loop

2-loop

1,500.0

1,589.3

1,525.3

노심 입/출구 온도, ℃ 386.2/530.0 366.2/510.0

370.4/545.0

열출력, MWth

설계 일차계통유량, kg/s
중간계통 유량, kg/s
특성 소듐기화반응도, $
연소반응도변화, pcm
잔열제거 용량, MWth
일차계통 pump 종류

SSC-K 버전
Hot Pool 모델
해석 PDRC 모델
반경방향 열팽창 모델

8,141.4

8,661.7

6,862.1

6,853.8

6,769.0

5,813.1

8.62

5.95

7.04

-276.9

-2.0

23

9.56

12.1

16.5

EM pump

원심펌프

원심펌프

1.2

1.2

1.3

1차원 모델

1차원 모델

2차원 모델

예비 모델

상세 모델

상세 모델

strain 모델

strain 모델 SASSYS 모델

모델
제어봉축 팽창 모델
금속연료 물성치

단일온도모델 단일온도모델

Data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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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추정

2차원 모델
실험값

나.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

(1) 신개념 설계자료 수집 및 평가
계통안전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설계자료는 노심 설계, 유체 설
계, 기계 설계 자료로 구분된다. 노심 설계에서 제공되는 주요 자료는 각
집합체별 출력과 유량, 주요 반응도 계수 등이며, 유체계통 설계자료는 일
차계통과 중간계통의 유량과 온도,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의 설계자료
와 운전 조건 등을 포함한다. 기계 설계를 통해서는 원자로용기와 주요 부
품들의 크기와 배치가 결정된다. 다음의 표 3.2.2-2는 각 연도별로 발전되
어 온 설계자료들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노심 반응도계수들은 가능한 설계 범위 내에서 피동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고 일차계통의 펌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의 압력강
하를 낮추도록 변경되었다. 유체 계통 설계는 발전소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소 생산 등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심 출구 온도와 주증기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낮아진 노심 압력강하에 맞추어 일
차계통의 펌프 양정도 최소화하였다. 기계 설계 자료는 노심의 특성 변화
에 따라 노심 크기가 변경되었고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간
결한 배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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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KALIMER-600 주요 설계인자 변경 이력
설계인자
기준 노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EOC

EOC

BOC

Doppler coefficient
           
, 
Axial expansion
coefficient
pcm/%

,

-274.4

-115.8

-84.6

Radial expansion
, pcm/%
노심 coefficient
,
-6
설계 1/K(x10 )

-139
-7.1998

-423
-6.1703

-512
-7.3053

12.99

12.64

14.28

0.00362

0.00357

0.00358

0.369

0.402

0.487

0.595

0.487

0.217

339.7/516.
1

310.7/495.
0

320.7/526
.0

SG 주급수 온도, ℃

230

230

230

유체 SG 주증기 온도, ℃

483.2

463.4

503.1

설계 주증기 압력, MPa

15.0

15.0

16.0

주증기 유량, kg/s

663.41

730.34

664.67

0.8

0.8

0.5

1,120.0

1,141.0

1,141.0

노심 외경, cm

536.0

551.0

534.0

기계 원자로용기 높이, m

18.85

18.50

18.50

422.24

571.71

571.71

소듐 체적, m3

1303.90

1300.69

1300.69

원자로용기 체적, m3

1437.80

1721.16

1721.16

Control rods worth, $
 -effective

Neutron
time

generation
, 

노심 압력 강하, MPa

IHTS IHX 입/출구온도
, ℃

일차계통 펌프 Head
, MPa
원자로용기 외경, cm

설계 저온풀 체적,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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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상태
연계분야에서 제공한 설계자료를 종합하여 KALIMER-600의 정상상
태를 계산하기 위해 SSC-K 코드의 입력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SSC-K 코드는 KALIMER 안전해석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드로서 Pool형 액체금속
로 설계 특성에 맞는 Pool 모델과 계통 모델, 그리고 반응도 궤환모델, 열
전달 모델 등을 갖추고 있다. 정상 상태 해석은 과도 상태 해석을 위한 초
기 조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상 상태 계산을 통해 설계 조건
과 일관성 있는 물리적 조건을 SSC-K 코드로 확보함으로써 다른 과도 해
석을 수행할 때 발전소의 열수력 거동이 타당하게 모의될 수 있음을 보이
고자 했다. 따라서 정상상태 계산 시 반응도 궤환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3.2.2-2에서 3.2.2-5까지는 최종 KALIMER-600 설계에 대해

SSC-K 코드로 예측된 정상상태 출력, 유량, 핵연료 및 풀 온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3.2.2-3은 KALIMER-600 최종 설계값과 SSC-K 정상상
태 계산으로 얻어진 주요 열수력 변수들을 비교한 것이다. 한 시간 동안의
계산 결과를 보면 설계값 대비 일차계통과 중간계통 유량은 약 0.007%와

0.05%, 그리고 노심 및 중간열교환기 입․출구 온도는 최대 0.17%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 계산 결과는 모두 ANS/ANSI 3.5-98에서 규정하는 시
간당 2%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설계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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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주요 열수력 설계 변수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 결과 비교

설계 인자

설계값

SSC-K 계산값

노심 출력, MWth

1,525.3

1,525.4

일차계통 유량, kg/s

6,862.1

6,861.4

370.4/545.0

370.2/546.4

5,813.1

5,816.0

320.7/526.0

320.7/526.3

증기 유량, kg/s

664.67

664.67

증기 압력, kg/s

16.50

16.50

일차계통 펌프 헤드, m

59.65

57.73

중간계통 펌프 헤드, m

46.51

47.62

노심 입/출구 온도, ℃
중간계통 유량, kg/s

IHTS IHX 입/출구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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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ore Power, MWt

1800

1600

1400

1200

1000
0

200

400

600

800

1000

Time, s

그림 3.2.2-2 KALIMER-600 정상상태 출력

10000

Flowrate, kg/sec

9000

8000

7000

6000

5000
0

200

400

600

800

1000

Time, s

그림 3.2.2-3 KALIMER-600 정상상태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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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o

Fuel Temperature, C

800

700

Fuel centerline
600

Fuel outer boundary
500

Sodium

Clad

400

300
0

200

400

600

800

1000

Time, s

그림 3.2.2-4 KALIMER-600 정상상태 핵연료 온도

saturation temp.

1000

o

Pool Temperature, C

1200

800

Hot pool

600

Cold pool
4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Time, s

그림 3.2.2-5 KALIMER-600 정상상태 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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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WS 사고
기존 KALIMER-150에서 용량이 600 MWe로 격상된 신개념 원자로
는 신형원자로의 범주에 속하므로 보다 엄격한 안전요건이 요구된다. 기존
-6
의 경수로에서는 사고 발생확률이 10 이면 중대사고로 분류되어 초과설계

기준사고로 다루지만, 신개념 KALIMER-600 원자로에서는 비록 사고 발
생확률이 이처럼 낮지만, 급격한 반응도 삽입으로 인한 출력 폭주나 대량
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사고와 동
등하게 취급하여 설계 단계에서 이들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TWS는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사고해석 시 원자로 보호계통
에 의해 작동되는 원자로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ATWS 사고인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ULOHS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경우에 대해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신개념 원자로의 사고특성과 노심
의 고유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용량의 격상에 따라 노심의 크기, 핵연료 배치 및 반응도 특성이 바뀌
었으며, 이전 설계에서 사용된 피동잔열제거 계통인 PVCS (Passive

Vessel Cooling System)를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로 대체하였다.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초기에는 신개념 안전해석 수
행에 필요한 충분한 설계자료가 생산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불가피하
게 핵심 설계개념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와 기존의 KALIMER-150의 설계
자료를 공학적인 판단으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고해석에 사용하였다. 그
러나 1차, 2차, 3차 설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고유의 핵심 설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현실적인 사고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1, 2차 설계를 거치면서 안전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중심
으로 해석결과를 비교분석했다. 특히, 노심 입출구 온도가 530 ℃, 510 ℃,

545 ℃로 변하고, PDRC 용량이 9.56, 12.1, 16.5 MW로 증가한 것이 특
징이다. 또한 해석코드도 고온풀을 1차원으로 모델하고 기존의 금속연료 물
성치를 사용하는 SSC-K Version 1.2가 2002 년 및 2003 년 계산에 사용된
반면, 2004년 계산에 사용된 SSC-K Version 1.3은 고온풀을 2차원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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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할 뿐 아니라 금속연료 물성치도 최신 값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반경 방
향 반응도 모델과 제어봉 축 팽창 모델이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계산을 하면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 신개념 원자로의 ATWS 사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변수들의 안전 허용기준 만족 여
부 확인을 위해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응도 모델의 변화는 주로
핵연료 및 피복재 최대 온도와 고유 안전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
심으로 해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노심 입.출구 온도와 이에 따른

1차 및 2차 소듐 유량 변화, 그리고 고온풀 모델은 냉각재 온도 과도기와
특히 ULOF 시 자연순환 유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속연료 물성치 변화도 결국 핵연료 최고 온도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PDRC 용량은 장기냉각 시 안전성 평가에 주로 상관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냉각 시의 출력범위에서는 피복재 온도와 소듐 냉각재 온도가 거의 같
기 때문에 이들 온도 차이는 아주 미미다고 없다고 가정했다.

(가) UTOP
UTOP 사고는 전출력 운전 중 제어봉 구동계통의 고장 혹은 운전원
실수로 인해 제어봉이 인출되어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사고이다. 정
상적인 경우에는 원자로 트립인자 중 고-중성자속, 혹은 소듐 노심출구 고

-온도 등에 의해서 원자로가 정지되지만, UTOP 사고의 경우는 이와 같은
보호계통의 작동이 배제된다. 또한 사고기간 동안 일차 및 이차계통 냉각
재는 정격 유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UTOP의 초기사건은 제어봉의
노심 이탈이므로 초기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와 이에 따른 노
심의 고유 안전성이 사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속핵연료 노심
에서는 온도 및 출력 Defect와 Burnup Swing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초기 잉여 반응도값이 작아 UTOP 사고시 높은 반응도 삽입의 가능성은
낮다. 금속핵연료 노심의 경우 UTOP 사고시 Doppler 뿐만 아니라, 핵연
료 축 방향 팽창, 소듐밀도, 제어봉 구동축 팽창 및 노심 반경방향 팽창 등
의 효과가 모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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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에서는 정격출력 운전 중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하여 2￠/초
의 삽입률로 15초간 총 30￠의 반응도가 삽입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3.2.2-6와 3.2.2-7은 노심출력과 최대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출력결과에서 2002 년, 2003 년의 계산결과에 비해 2004
년 계산결과가 핵연료 물성치와 반응도 모델 변화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1 ??에서와 같이 반응도 모델의 차이가 그림 3.2.2-8과

3.2.2-9과 같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최대출력은 2002년 계산의 경우
사고 후 32초에 정격출력의 약 127%에 도달하였고, 2004년 계산결과에서
는 156%에 달했다. 그리고 600초 후에는 각각 정격출력의 약 103%와

116%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그러나 최대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는 그림
3.2.2-7에서 보듯이 항상 안전허용 기준들에 비해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펌프에 의한 정격유량이 유지되고 IHX 및 증기발생
기를 통해 노심 발생열이 제거되므로, 고온 및 저온풀의 온도와 액위 변화
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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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UTOP 시 출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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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UTOP 시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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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RDL, Radial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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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나) ULOF
유량상실사고는 노심으로 정상 유입되는 유량이 상실되는 사고이다.
노심 유량이 상실되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 생성율과 냉각재에 의한 열
제거율의 균형이 깨어져 순간적으로 핵연료가 과열될 수 있다. 사고 조건
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량상실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100% 정격출력에서 발생하며 사고와 동시에 2대의 일차계통 펌프가 일시
에 정지되어 Coastdown 운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사고는 소외
전원이 상실되거나 펌프 자체의 공통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원자로 비상정지신호가 발생되어도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
트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KALIMER-600의 경우 펌프와 관
련된 구체적인 설계자료가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아, 운전원리에 기반을 둔
펌프 모델은 사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일차계통 펌프의 성능요건인 기존

KALIMER-150의 Coastdown 특성곡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HTS는 정
상적으로 운전되므로 노심 발생열은 정상적으로 증기발생기로 전달된다.
노심 발생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량이 형성되지 못하면 핵연료 온
도가 안전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의 Coastdown
성능이 원자로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ULOF 사고에서 노심 반
응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도플러효과, 소듐 밀도,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
창과 제어봉 구동축 팽창 모두이다. 그림 3.2.2-11의 온도 추세는 그림

3.2.2-10의 반응도 변화와 직접 연관되어, 결국 2004년도의 순 반응도가
가장 낮았으므로 출력 역시 가장 낮다.
그림 3.2.2-12에서 보듯이 풀 온도 거동은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
지만, 2003년 계산에서 고온풀 온도가 약 80초 이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시간 근처에서 그림 3.2.2-13에서 보듯이 노심 유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계산결과는 설계 변화에 대해 변화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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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ULOF 시 노심 유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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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LOHS
신개념 계통에서도 기존 KALIMER와 마찬가지로 증기발생기 관 누설에
의해 물이 IHTS로 누출되면 물-소듐의 화학반응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중간
계통(IHTS)을 격리시킨다. 그 외 IHX 세관 파열, 혹은 IHTS의 파열판이 열
렸을 경우에도 IHTS는 격리된다. ULOHS 사고해석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IHTS 냉각재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어 IHTS에 의한 열제거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노심출구 고-온도 등의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원자로보호계통이 작
동 불능되어 원자로 트립 신호도 발생하지 않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또한, 이 해석에서는 IHTS 내의 자연대류 가능성도 배제한다. 일차계
통 2대의 펌프는 원자로 조건이 펌프 보호계통 설정치에 도달하여도 보호
계통이 단시간에 작동되지 않아 정격유량을 유지하지만, 2,000초 후 수동
에 의해 펌프가 정지된다. 이 사고해석은 노심 고유안전성과 함께 사고 시
작 후 72시간까지 운전원 조치 없이 안전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
이 핵심이다. 장기간 피동 잔열제거 계통만으로도 소듐 비등을 피하고, 핵
연료 및 구조물에 대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2-14의 결과에 따라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는 단기간 안전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데, 이것은 그림 3.2.2-15의 반응도 변화와 관계가
된다. 2004년의 계산에서 순 반응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므로 노심 열
출력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응도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성분중 하
나는 CRDL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2.2-16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2.2-17은 풀 온도의 변화인데, 예상했듯이 노심 열 제거량이 작으
므로 고온 및 저온풀 온도가 서로 접근함을 볼 수 있다. 이 기간까지는 노
심 붕괴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므로, 열제거원 상실에도 불구하고

PDRC는 노심 붕괴열 제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계산에서는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는 충분히 정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
의 반응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1,000초 이후에는 출력이 반응도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출력 변화와는 달리 노심 유량은 펌프가 운전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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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기에 약간 감소하지만 이 후 3,000초 동안 초기 유량의 거의 97%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2-18) 그림 3.2.2-19은 풀의 액위 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사고 후 초기 200초 근처에서 고온풀에서 저온풀로

Overflow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온풀의 액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고온
풀 액위와 일치한다. 이후에는 한 개의 소듐 풀 액위만 존재한다. 그림

3.2.2-20는 집합체 냉각재, 피복재, 그리고 핵연료 온도를 보여주는데, 시
간이 경과하면서 금속핵연료의 특성 때문에 모두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피
복재와 냉각재 사이의 온도차는 4.0 ℃를 넘지 않는다. 소듐 냉각재가 비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과 노심 출력에 대한 유량비가 충분함을
감안할 때 3,000초 까지는 노심이 재 가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산된 Overflow 유량은 설계기준 유량을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PDRC의
열제거량은 설계값 이상 될 것이다. 이 계산에서는 보수적으로 PDRC 열제
거량을 설계값인 16.5 MWt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ULOHS 해석의 주요 관심은 단기적 안전성 확보 외에도 피동계통을
사용하여 장기 붕괴열 제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3,000초의 노심 열발
생은 22 MWt로 정격출력의 1.5%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열량은 PDRC의
열 제거량인 16.5 MWt 보다는 크다. 이에 따라 노심 출력과 PDRC를 통
한 열제거율은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2-21)

그러나 6.5 MWt의 펌프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 3.2.2-22

에서 보듯이 소듐 온도와 피복재 온도는 이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구조물
의 안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 사고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후 3,000초

(50분)까지 SSC-K로 모의 계산한 결과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장기냉각
해석을 위해 이미 개발된 단순모델(장원표 외, 2000)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통거동을 예측했다. 그림 3.2.2-22에서 보여 지듯이 3,000초 이전에 펌
프를 정지한다면 현재 PDRC 용량은 충분하고 이 용량을 67%까지 줄일
수 도 있다. 만약의 경우 펌프 정지가 실패했을 경우는 펌프열 때문에 용량
이 부족하고 구조물의 제한치 700 ℃를 초과하여 약 8% 이상의 용량 증가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차계통 펌프의 정지는 사고 후 72시간까지의 운전
원 조치 불필요 목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 178 -

740
720
700

Fuel, 2002

o

Temperature, C

680
660

Fuel, 2003

640
620

Fuel, 2004

Clad, 2002

600
580
560

Clad, 2003
Clad, 2004

540
520
500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 s

그림 3.2.2-14 ULOHS 시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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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ULOHS 시 노심 순 반응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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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ULOHS 시 CRDL, Radial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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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ULOHS 시 풀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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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8 열출력 및 일차냉각재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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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저온 및 고온 풀 수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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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0 주요 안전관련 노심온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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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노심 열발생과 PDRC의 열제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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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2 풀 소듐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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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라) 결론
본 연구에서 신개념 KALIMER-600의 설계변화에 따라 각각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4년에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변경 중 단기 결과
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온 것은 반응도 모델의 차이이다. 3가지 경우 단기
변화는 모두 반응도 모델 차이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장기냉각의 경우는 반응도 보다는 PDRC 열 제거량이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PDRC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자료를 이용한
상세 분석이 특히 요구된다.
설계변경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일관성이
유지된다. 보호계통의 작동 없이도 음(-)의 순 반응도를 항상 유지하므로
노심의 고유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핵연료, 피복재, 구조
물과 관련된 단기 안전허용 기준은 설계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되었
다. 해석결과 장기냉각의 경우는 현재 PDRC 용량의 67% 만으로 안전목표
를 달성할 수 있었다.
비록 이 해석을 통해 유용한 초기 안전성관련 정보를 확보했지만, 인.
허가 등에 필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노심을 포함한 계통
의 보다 상세한 설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노심 반응도 중

CRDL 팽창 및 반경방향 노심팽창 반응도가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이들 모델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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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ATWS시 주요변수 최대 온도
Peak Fuel Peak Clad Av. Core Outlet Peak Sodium
Temp, ℃ Temp, ℃
Temp, ℃
Temp, ℃
1070

790

5hr이내: 700
1hr이내: 760

Pump On/Off:
1055/940

1차년도

840

585

569

580

2차년도

763

547

529

546

3차년도

781

654

643

654

1차년도

764

697

677

697

2차년도

708

695

661

695

3차년도

651

635

626

635

1차년도

755

749

749

749

2차년도

813

807

807

807

3차년도

763

762

762

762

Limit

UTOP

ULOF

ULOHS
(장기)

그림 3.2.2-23 ATWS시 온도제한치 및 안전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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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가. 개요

KALIMER 노심은 금속 연료와 액체 소듐의 우수한 열전도도를 이용하여
다른 원자로형에 비해 높은 출력 밀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노심의 출
력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각 집합체의 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도록 집합체
별로 독립적인 유로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집합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 국부적으로 유로가 막히는 경우 집합체 내의 냉각재 흐름을 방해하
여 냉각재 및 연료봉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특히 금속 연료는 용융 온도가 낮
고 피복재와의 공융 (Eutectic)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 폐쇄로 인한 온
도 상승은 핵연료봉 및 전체 노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KALIMER-150의 집합체 유로가 폐쇄되는 경우, 열수력 현상을 파악하
고 수반되는 최대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EFR의 해석에 사용되었던 SABRE 코
드[Macdougall, 1984]를 도입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SABRE 코드
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중 중요 기술로 취급되어 완전한 기술 이전이 불가능
하므로 KALIMER-600의 유로폐쇄 해석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MATRA-LMR-FB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코드는 wire-wrap의 효
과를 잘 기술하는 분산유동저항모델을 채택하고 저유속 영역에서의 수치적 확
산을 최소화하여 유로폐쇄 해석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유로 내에서 폐쇄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액체금속로 기술 선진국의 연구
결과[Kwon, 2000]를 종합해 볼 때 wire-wrap 지지격자를 사용하는 KALIMER
집합체는 구조적 특성상 6개 이상의 부수로가 동시에 막힐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
라서 6개 부수로가 막히는 경우를 KALIMER의 설계기준 유로폐쇄 사고로 선정하
여 해석하였다. 또한 발생확률은 낮지만 유로폐쇄 크기가 증가된 대규모 유로폐쇄
사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물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여 안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집합체 입구의 완전 유로폐쇄는 발생확률
이 10-7/RY 이하로 매우 낮은 반면 심각한 노심용융사고로 발전할 수 있어서

KALIMER 집합체의 한계사고로 고려되는데, MATRA-LMR-FB 코드로 사고 전
개과정과 소듐 비등 시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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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1) 설계기준사고 해석
(가) KALIMER 집합체 유로폐쇄사고 분류 및 안전허용기준
KALIMER 집합체 유로폐쇄사고는 설계기준사고 (DBE)와 초과설계기
준사고 (BDBE)의 두 범주로 크게 구분되며 설계관점에서 접근방법을 달리
한다. KALIMER의 일반 사고분류는 초기사건의 발생확률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집합체 사고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사고발생 확률을 PSA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KALIMER 설계를 위해 PSA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적인 해
외 액금로의 사고분류 기준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 범주에 해당하
는 대표사고를 선정했다.

(a) Infrequent Event (IE): ( > 10-2/RY): 핵연료봉 손상
(b) Unlikely Event (UE): ( > 10-4/RY):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 번들
간의 유로폐쇄사고

(c) Extremely Unlikely Event (XE): ( > 10-7/RY): 대규모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사고

KALIMER 집합체 유로폐쇄사고로 고려되는 설계기준사고는 집합체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6개의 부수로가 같은 높이에서 완전히 막히는 사고로
정의하였다. 외국의 유로폐쇄 발생기구에 대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권영민,

2000)

핵연료봉

지지를

위해 Wire-wrap을

사용하는

집합체에서는

Wire-wrap의 구조적 특성상 6개의 부수로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완전
히 막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심 냉각유로 및 집합체
설계를 통하여 외부의 이물질이 노심이나 집합체 입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
지하도록 하였지만 핵연료 자체 손상으로 인해 핵연료 물질이 누출되어 집
합체 부수로를 폐쇄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
모의 핵연료봉 손상을 제외하고는 Wire-wrap의 구조상 유로폐쇄 영역은
같은 높이에서 반경방향으로 증가하여 인접한 부수로까지 폐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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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KALIMER 설계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접한 6개의 부수로가
완전히

막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KALIMER와 같은 Wire-wrap 핵연료를 사용하는 EFR 설계의 경우와 같다.
설계기준사고는 보호계통의 운전을 고려하여 사고범주에 따라 이미 설
정되어 있는 안전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UE범주에 속하는 사고라면
사고

해석결과의

영향은

UE의

안전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KALIMER 개념설계의 예비 안전허용기준[Kwon, 1999]에 의하면, 정상운
전과 설계기준 과도사고 시 안전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봉 손
상 금지 (2)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노심 내 기포생성 금지) (3)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핵연료 집합체의 안전목표는 손상된 집합체의 냉각
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과도한 피복재 손상만 피할 수 있다면
집합체의 냉각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집합체 유로폐쇄사고 시 안전
허용기준은 유로폐쇄사고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자동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집합체는 냉각 가능한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집합체 유로폐쇄사고 시 피복재가 용융되지 않으면 집합체의 안전성은
확보되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합체 내부의 소듐 냉각재 비등금지를 안
전허용기준으로 삼았다.
대규모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사고는 KALIMER 사고분류의 발생희박
사고

(Extremely

Unlikely

Event;

XE)

범주에

포함하며

한계사고

(Bounding Event; BE)로 분류된다. 한계사고는 신형원자로에 적용되는 범
주의 사고로서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 범주 이상에 해당되어 발생빈도 측
면에서는 경수로의 중대사고에 포함되지만 KALIMER에서는 설계에 반영
하여 안전대책을 고려하는 사고유형이다. 한계사고에 대한 안전허용기준으
로는: (1) 노심 용융금지 (2)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3) 대규모 정반응도
삽입 금지 (4) 대형 방사능 물질의 방출 가능성 금지이다. XE범주의 집합
체 유로폐쇄사고는 피복재와 핵연료의 대규모 용융을 야기시키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노심용융 사고의 기인사고로 취급되어 사
-7
고 발생확률이 10 /RY 이하가 되도록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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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집합체에서의 용융물질이 집합체 외벽을 파손시켜 그 영향이 주
변 집합체로 전파되면 피복재와 핵연료의 용융이 노심에서 대규모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계사고에 속하는 유로폐쇄사고의 안전기준은
유로폐쇄로 인해 국부적인 손상이 전체 노심 용융사고로 전개되지 않을 것
을 요구한다. KALIMER에서는 잠정적으로 프랑스나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
는 기준을 따라서 유로폐쇄사고 결과로 인한 단일 집합체의 용융이 주변의

6개의 집합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KALIMER에서 고려하는 집
합체사고의 한계사고는 집합체-입구-완전폐쇄사고(Total Instantaneous

Subassembly Inlet Blockage: TISIB)이며, 이 사고의 발생확률은 매우 낮
지만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이와 같은 최악의 사고상황은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KALIMER 집합체 해석방법
2002년도에 수행된 KALIMER-150의 집합체 유로폐쇄 안전해석은
영국의 AEAT사가 개발하여 근래에는 EFR 원자로의 집합체 해석에 사용
하였던 SABRE4 코드를 사용하였다. SABRE 코드는 Imperial Collage에
서 Gosman, Launder와 Spalding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분
석에 이용된 SABRE4 버전은 단상 과도유동, 정상 및 과도상태 비등현상
을 계산할 수 있다.

2003년도부터는 MATRA-LMR-FB가 개발되었으며, 이 코드를 이용
하여 KALIMER-600 집합체에 대한 유로폐쇄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MATRA-LMR-FB 개발 내용은 앞절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며, 비교계산을
통해 두 코드가 거의 유사하게 계산하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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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ALIMER-150 집합체 설계기준사고해석
다양한 가상적인 액금로 집합체사고 중에서 집합체 내부의 유로폐쇄사
고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부적인 유로폐쇄로 인한 핵연료
손상이 노심 전체로 전파되면 원자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유로폐쇄사고는 집합체 안전성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된다. 핵연료 파
손으로 잔해물 또는 냉각계통 내에서 잔류하던 이물질로 인해 국부적으로
유로가 폐쇄될 수 있으며 사고결과의 영향 (Seriousness)과 사고의 발견가
능성 (Detectability)이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자이다. 집합체
유로폐쇄 해석의 주요변수는 집합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고온도이며, 그
위치는 유로폐쇄지역 근처나 재순환 후류영역 내에 발생할 수 있다. 집합
체 내부에서 유로폐쇄로 인해 국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면서 외부에
서는 유로폐쇄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유로폐
쇄로 인해 집합체 유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 집합체 출구에서의 평균온
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의 유로폐쇄가 집합체 안
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증가되기 전에 사고를 감
지할 수 있는 열수력적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집합체 출
구에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냉각재 출구온도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핵연료봉이 파손된 이후에는 지연중성자 검출장치가 사고를 감지하여 원자
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KALIMER-150 Breakeven 노심설계의 핵연료 집합체에서 6개 부수
로가 폐쇄되는 설계기준사고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핵연료 집합체의 전
체길이는 354 cm 이며 핵연료의 외경과 피치는 각각 0.745 cm, 0.895

cm 이다. 집합체 내부에는 271개의 핵연료봉이 있으며 각 핵연료봉 주위
는 직경 0.141 cm의 Wire-wrap이 피치 20.62 cm의 나선형 모양으로 감
고 있다. 핵연료와 피복관의 재질은 각각 U-Pu-10%Zr와 HT9이다. 단일
핵연료 집합체에서 생성되는 총 열량은 22.55 kW이며, 집합체의 입구 경
계조건으로 집합체 전체 유량은 27.2 kg/s, 냉각재 온도는 386.2 ℃이며,
출구 경계조건으로는 일정 압력인 0.17578 MPa을 사용했으며, 집합체의
유량면적은 77.76 cm2 이다. 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길이는 105 cm이며
정확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계산에 사용했다. 이때 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평균 선출력은 257.1 W/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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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RE4 해석을 위해 핵연료 집합체를 i = 40, j = 21, k = 103의 노
드로 세분하였다. 집합체 축방향의 한 노드의 길이는 Wire-wrap 피치의

1/6에 해당하는 3.44 cm로 선정하였다. 집합체 내부에 위치하는 부수로
2
하나의 유로면적은 0.121 cm 이며 이에 해당하는 입구유량은 0.0458

kg/s 이다. 집합체의 i-j 단면은 그림 3.2.3-1과 같이 271개의 핀과 600개
의 부수로로 구성된다. 핵연료봉의 Wire-wrap에 의해 집합체 외곽과 벽면
의 간극에서 큰 규모로 형성되는 선회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체를 계산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6개 부수로의 폐쇄위치는 그림

3.2.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집합체의 중심, 집합체 중심과 벽면간의 중간,
벽면에 인접한 경우, 벽면에 접촉한 경우의 4가지이며, 각 경우에 대해 폐
쇄 깊이를 Wire-wrap 피치의 1/6배로 하여 계산을 수행했다.
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노드는 k = 33에서 k = 63 까지이며 출력
분포가 최대인 위치는 k = 47 노드이다. 따라서 유로폐쇄는 k = 47을 기
준으로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집합체 중심에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SABRE4는 최대온도를 (i, j, k)가 (22, 12, 62)인 위치에서

606.7 ℃로 계산하였고, 집합체 출구의 최대온도는 (20, 12, 104) 위치에
서 598.2 ℃로 계산하였다. 유로폐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최대온도는 16.4

℃, 출구온도는 7.9 ℃ 증가했다. 이 경우의 집합체 출구 온도분포는 그림
3.2.3-4와 같다. 집합체 중간에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온도를
(31, 12, 63)인 위치에서 611.7 ℃로 계산하였고, 집합체 출구의 최대온도
는 (30, 12, 104) 위치에서 598.6 ℃로 계산하였다. 유로폐쇄가 없는 경우
에 비해 최대온도는 21.4 ℃, 출구온도는 8.3 ℃ 증가했다. 집합체 벽면에
인접한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온도를 (36, 12, 63)인 위치에서

602.4 ℃로 계산하였고, 집합체 출구의 최대온도는 (31, 11, 104) 위치에
서 590.0 ℃로 계산하였다. 집합체 벽면에 접촉하여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Wire-wrap에 의한 선회류 영향으로 인해 최대온도는 유로폐쇄지
역 하류에 나타나지 않고 집합체 출구인 (18, 12, 104)에서 589.76 ℃로
계산하였다. 유로폐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최대온도는 0.54 ℃ 낮게 예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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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계산결과를 분석하면 집합체 내부의 최대온도 변화율은 유로폐
쇄의 발생위치가 변할지라도 4% 이내로 계산되어 발생위치에 민감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최대온도는 유로폐쇄가 집합체 중간, 즉 집합체 중심과 벽
면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의 최대온도는 611.7 ℃로서 소듐의 비
등온도인 약 1050 ℃에 비해 약 440 ℃의 여유가 있어 집합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이 경우 집합체 출구온도는 유로폐쇄가 없는 경우에 비
해 단지 8.3 ℃ 증가하기 때문에 계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집합체 출
구에 설치한 열전대로서 유로폐쇄 발생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유로
폐쇄가 집합체 벽면근처에 발생하면 집합체 외곽에 형성되는 대규모의 선회
류 영향으로 유로폐쇄 부분의 하류에 후류영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측되는 최대온도도 다른 유로폐쇄 위치에 비해 낮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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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SABRE4 해석을 위한
KALIMER-150 Nodalization

그림 3.2.3-2 집합체 중심 유로폐쇄시
온도분포
(J=12위치에서 i-k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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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집합체 중간 유로폐쇄시
온도분포
(J=12위치에서 i-k 단면)

그림 3.2.3-4 집합체 중심 유로폐쇄시 출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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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ALIMER-600 집합체 설계기준사고해석
KALIMER-600의 설계는 2차년도(2003)에 예비 개념이 설계되었으
며, 3차년도(2004)에 출구 온도를 증가시켜 최종 개념설계를 완성했다. 따
라서 유로폐쇄 사고해석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각각의 노심 설계를 반영
하여 수행되었다. 설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표 3.2.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차년도의 KALIMER-600 노심은 2차
년도에 비해 노심 입구온도가 4.2 ℃ 증가한 반면에 출구온도는 35 ℃ 증가
했다. 이로 인해 집합체 및 그 구성물들의 크기가 증대되었다. 핵연료 집합
체의 전체길이는 고온 조건에서 353.33 cm에서 370.5 cm로, 핵연료의 외
경과 피치는 각각 0.765 cm에서 8.5 cm, 0.905 cm에서 1.0 cm로 커졌다.
집합체 내부에는 271개의 핵연료봉이 있으며, Wire-wrap은 직경이 0.131

cm에서 0.14 cm로, 피치가 20.62 cm에서 19.31 cm로 변경되었다. 핵연료
와 피복관의 재질은 각각 U-Pu-10%Zr와 HT9이다. 2차년도 유로폐쇄사고
해석에 이용된 집합체의 총 열량은 5.51 MW이고, 집합체의 입구 경계조건
으로 집합체 전체 유량은 26.7 kg/s인 반면에 3차년도에는 5.54 MW, 24.3

kg/s이다.

표 3.2.3-1 설계 변경에 따른 집합체 주요 변수 비교
변

수

단위

Number of Pins

1차년도(‘03)

2차년도(‘04)

271

271

Diameter of Pins

mm

7.65

8.5

Pin Pitch

mm

9.05

10.0

Total Length of Pins

cm

353.4

370.5

Active Element Length

mm

1000.0

1000.0

Wire-wrap Pitch

mm

206.2

193.1

Diameter of Spacer Wire

mm

1.31

1.4

Number of Sub-channels

540

540

Number of Axial Meshes

106

146

366.2/510

370.4/545

Inlet/Outlet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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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집합체에 대한 유로폐쇄 안전 해석은 분산유동저항
모델과 혼합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MATRA-LMR-FB 코드(집
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코드개발 참조)를 사용하였다. MATRA-LMR-FB
해석을 위해 그림 3.2.3-5와 같이 핵연료 집합체를 540 개의 부수로와

810 개의 Gap, 축 방향으로 103개의 노드로 세분하였으며, 집합체 내부의
전체 핵연료봉은 271 개이다. 집합체 축방향 노드는 2차년도에 106개, 3
차년도에 146개로 집합체 길이 변경 등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6개 부수
로의 폐쇄위치는 그림 3.2.3-5와 같이 집합체의 중심, 집합체 중심과 벽면
간의 중간, 벽면에 접촉한 경우의 3가지이며, 각각의 경우 축방향으로 한
개의 Node가 폐쇄되었다고 가정하였다.

2차년도에 수행된 계산 결과로서, MATRA-LMR-FB 코드는 집합체
중심에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온도를 584.08 ℃로 계산하였고,
집합체 출구 온도는 572.06 ℃로 계산하였다. 집합체 중간에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 온도를 584.33 ℃로 계산하였으며, 집합체 출구 온
도는 571.66 ℃로 계산하였다. 집합체 벽면에 접한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 온도를 572.62 ℃로 계산하였고, 집합체 출구 온도는 563.0

℃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집합체의 중심과 벽면 중간에 부수로 폐쇄가 발
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KALIMER-150에 대한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6개 부수로 폐쇄시의 온도 증가는 소듐 비등점에 비해
대략 400 ℃의 여유도를 갖고 있다.

3차년도에 수행된 계산 결과로서, 그림 3.2.3-6은 각 반경 방향의 위
치별로 6개 부수로 폐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최대 온도가 발생하는
축방향 노드에서의 계산 결과를 2차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기호
를 갖는 선은 3차년도의 설계자료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차년도의 결과는 2차년도 결과에 비해 35 ℃정도의 온
도가 상승되었다. 이는 3차년도의 설계에서 출구온도를 35 ℃ 증가시켰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큰 설계 여유도(약 365 ℃)를
갖고 있다. 3차년도의 설계자료를 이용한 계산에서, 집합체 중심에 유로폐쇄
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온도를 619.9 ℃, 집합체 중간에 유로폐쇄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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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619.2 ℃, 집합체 벽면에 접한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605.6 ℃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집합체의 중심에 부수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그림 3.2.3-16 및 표 3.2.3-2 참조)
그림 3.2.3-7과 3.2.3-8은 집합체 중심 및 가장자리 유로폐쇄 경우들에
대해 그림 3.2.3-1의 A-A단면에 대한 온도 및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유로
폐쇄물 바로 하단에서의 온도 구배는 매우 급격한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온
도 구배는 점점 작아진다. 또한 유로 폐쇄물 바로 하단에서는 가장자리에서
유로 폐쇄물이 존재할 때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중간과 중심에서 유로 폐쇄물이 존재할 때 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이는
가장자리에서 유로 폐쇄물이 존재할 경우, 유로 폐쇄 바로 하단에서 유량 정
체 시간이 크지만 하류에서 가장자리로 흐르는 선회류의 영향으로 온도 구
배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유로 폐쇄물이 중간이나 중심에
위치하면, 집합체 가장자리로 흐르는 선회류와 유로 폐쇄물 하류의 재순환
유동으로 인해 유로 폐쇄물 상부 노드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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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KALIMER-600 Nodalization

그림 3.2.3-6 6개 부수로 폐쇄에 대한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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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Center 부수로 폐쇄시 온도 및 속도분포

그림 3.2.3-8 Edge 부수로 폐쇄시
온도 및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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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체 설계 변수의 민감도 해석
(가) KALIMER-150 집합체 민감도 해석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폐쇄 위치와
폐쇄 크기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폐쇄위치는 반경방향으로 집
합체 중심이나 또는 집합체 벽면 근처에 위치할 수 있으며 축방향으로도 임
의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KALIMER-150 핵연료의 축방향 출력분포에 따
르면 최대출력은 k = 47 노드에서 발생하므로 유로폐쇄의 축방향 위치는 k

= 47 부근으로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폐쇄크기는 반경방향의 넓이와
축방향의 두께로 표시될 수 있다. 폐쇄넓이는 한 개의 핵연료봉을 중심으로
인접한 첫 열에 포함된 6 부수로, 첫열부터 둘째열까지의 24개 부수로, 첫
열부터 세째열까지의 54개 부수로의 유로가 각각 폐쇄되는 경우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하였다. 폐쇄두께에 대한 영향은 6개 부수로와 24개 부수로 유로
폐쇄의 경우에 대해 폐쇄 두께가 Wire-wrap 피치길이의 1/6, 3/6, 6/6,

12/6, 18/6, 24/6에 해당하는 경우를 계산하였다. 폐쇄영역의 냉각재 투과
율을 0으로 가정함으로써 냉각재가 유로폐쇄 영역을 전혀 통과하지 못한다.

6개 부수로가 폐쇄되는 경우의 유로폐쇄 위치에 대한 냉각재 온도 결
과는 설계기준사고에서 이미 비교한 바 있다. 24개 부수로 및 54개 부수로
의 유로폐쇄사고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의
냉각재 최대온도와 출구온도를 그림 3.2.3-9에 함께 비교하였다. 그림

3.2.3-9와 3.2.3-10은 폐쇄 두께가 Wire-wrap 피치의 1/6과 1인 경우의
계산결과이다. 그림에서 가로축에 표시된 center는 집합체 중심을 의미하
며, midpoint는 집합체 중간, edgeA는 집합체 벽면근처, edgeB는 집합체
벽면과 접촉한 유로폐쇄 위치를 의미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유로폐쇄의
반경방향 넓이가 증가할수록 집합체 온도는 높게 계산되었으며, 유로폐쇄
위치가 집합체 중심일 경우에 최대온도와 출구온도가 모두 가장 높게 계산
되었다. 유로폐쇄가 없는 정상상태의 경우 집합체 중심영역에 비해 집합체
중간영역의 유량이 다소 적게 계산되므로 유로폐쇄 계산에서는 집합체 중
간영역의 온도가 중심영역보다 높게 계산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매우 작다. 그림 3.2.3-9에서 54개 집합체 중심 부수로 폐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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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개 부수로 폐쇄에 비해 최대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824.0 ℃로 계산
되었으나 여전히 소듐 비등온도와는 약 176 ℃의 여유가 있어 집합체 안
전성 기준은 만족한다.
850
800

Peak temp.
Outlet temp.

o

Temperature, C

750
700
650
600

6 subchannel block

24 subchannel block

54 block

550
500

center midpoint edgeA edgeB center midpoint edgeA edgeB

center edgeA

Blockage condition

그림 3.2.3-9 유로폐쇄 위치에 따른 냉각재 온도
(폐쇄두께: 1/6 Wire-wrap pitch)

그림 3.2.3-10 유로폐쇄 위치에 따른 냉각재온도
(폐쇄두께: 1/6 Wire-wrap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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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과 3.2.3-12는 24개 부수로 및 54개 부수로가 집합체
중심에서 유로폐쇄되는 경우의 i-k 단면의 온도분포이다. 이들 단면의 j 좌
표는 12이며 폐쇄두께는 1/6 Wire-wrap 피치이다. 24개 부수로 폐쇄의
경우 집합체 냉각재 온도는 핵연료 장전위치의 끝 부분인 k=63에서 최대
가 되며 이러한 경향은 6개 부수로 폐쇄사고와 동일하다. 그림 3.2.3-11에
서 보듯이 냉각재 온도는 유로폐쇄 영역의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k =

63에서 최대값(657.3 ℃)을 가지고 이후는 핵연료봉으로부터의 열원이 무
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집합체 출구 (621.6 ℃)에 이르기까지 온도는 계속
감소한다. 그러나 54 부수로 유로폐쇄의 경우, 최대온도는 폐쇄위치인 k =

47 노드 다음인 k = 48에서 824.0 ℃로 국부적인 첨두값을 가진 후 24
부수로 폐쇄사고와 같은 경향으로 k = 64 노드에서 이차 첨두값인 725.8

℃을 가진다. 최대온도가 발생한 좌표는 (i, j, k)가 (22, 12, 48)인 위치이
다. 54 부수로 유로폐쇄사고는 집합체 한가운데의 핵연료봉을 중심으로 하
여 반경방향으로 세째열까지의 부수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로폐쇄 영역
이 넓어져 중앙부분 (i = 22)은 주변으로부터의 냉각재 공급이 부족하여
국부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 3.2.3-13과 3.2.3-14는 폐쇄두께가 1 Wire-wrap 피치인 24 부
수로 유로폐쇄사고 시 폐쇄위치가 집합체 중심과 집합체 벽면과 접촉한

(edgeB) 경우의 i-k 단면 (j = 12)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집합체 중심 유
로폐쇄는 최대온도가 k = 63 노드에서 691.1 ℃로 계산되었으며 집합체
벽면과 접촉한 경우에는 같은 k 위치에서 684.6 ℃로 계산되었다. 6 부수
로 유로폐쇄 사고에서는 집합체 외곽의 대규모 선회류 영향으로 edgeB 폐
쇄위치에서는 폐쇄지역 하류에 고온영역이 형성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edgeA 폐쇄위치의 집합체 최대온도보다 낮게 계산되었다. 그러나 24 부수
로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유로폐쇄 경우는 그림 3.2.3-14에서 보듯이
집합체 외곽의 선회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로폐쇄 하류에서 고온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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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24 중심 24
부수로폐쇄시 온도분포

그림 3.2.3-12 중심 54 부수로폐쇄시
온도분포 (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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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3 중심 24 부수로폐쇄시
온도분포
(폐쇄두께=6/6 WR 피치)

그림 3.2.3-14 벽면 24 부수로폐쇄시 온도분포

(폐쇄두께=6/6 WR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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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ALIMER-600 집합체 민감도 해석
KALIMER-600의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사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폐쇄 위치, 폐쇄 크기, 부수로 폐쇄로 인한 유량감소 등을 고려하
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폐쇄위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경방
향으로 3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축방향으로는 출력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유로폐쇄가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폐쇄 넓이는 KALIMER-150에 대한 해
석에서와 마찬가지로 6 부수로, 24개 부수로, 54개 부수로의 유로가 각각
폐쇄되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부수로가 폐쇄되면 유로 면적 감소로 인해 유량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6개, 24개 54개 부수로 폐쇄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 유량 감소를 계산하였다. 이를 입력으로 (나)절에서 가장 온도
를 높게 계산한 경우인 집합체 중간에서 부수로가 폐쇄되었을 경우에 대해
사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량 감소를 계산하기 위해, 부수로가 폐쇄됨에
따라 형태 손실(Form's Loss)로 인한 압력 강하가 오리피스(형태 손실 계
수=1.5)와 같은 정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전체 압력 강하는 건
전한 집합체와 같다. 따라서 6개 부수로 폐쇄 사고시 4%, 24 개 부수로 폐
쇄 사고시 6%, 54 개 부수로 폐쇄 사고시는 11% 정도의 유량 감소가 예
상되었다.

6개 부수로가 폐쇄되는 경우의 유로폐쇄 위치에 대한 결과는 (가)절에
서 이미 비교하였다. 24개 부수로 및 54개 부수로의 폐쇄 사고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의 집합체의 냉각재 최대온도
와 출구온도를 최종 3차년도 설계된 집합체에 대해 그림 3.2.3-15에 나타
내었다. 그림 3.2.3-16은 집합체 중간 부수로가 폐쇄된 경우에 대해 최대
온도가 발생하는 축방향 노드에서 그림 3.2.3-5의 A-A 단면에 대한 횡방
향 온도 분포를 보인다. 벽면에 인접해서 부수로 폐쇄가 발생할 경우 폐쇄크
기가 적으면(24개 부수로) 선회류의 영향으로 집합체 외곽에서는 집합체 중심
부분 유로폐쇄에 비해 낮게 계산한다. 그러나 폐쇄크기가 크면(54개 부수로)
선회류의 영향보다 재순환 유동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집합체 가장자리
부수로 폐쇄에서 온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그림 3.2.3-17 및 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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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는 2차년도의 예비 설계시 계산한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가로축에 표시된 ‘cent.’는 집합체 중심을 의미하
며, ‘mid.’는 집합체 중심과 벽면 중간, edge는 집합체 벽면과 접촉한 유로
폐쇄 위치를 의미한다. 계산 결과, 유로 폐쇄의 반경 방향 넓이가 증가할수
록 집합체 내부의 냉각재 최대 온도는 높게 계산되었다. 이는 넓이가 증가
하면 재순환 영역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재순환 영역에서의 유체의 정체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유로 폐쇄로 인해 집합체로 유입되는 유량이 작기
때문이다. 표 3.2.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차년도에 비해 24개 부수로
폐쇄의 경우 최대 온도가 약 45 ℃ 상승하고, 54개 부수로 폐쇄의 경우 최
대 온도는 약 70 ℃ 상승한다. 이는 설계 변경으로 출구 온도 상승과 함께
폐쇄부위의 면적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유
로폐쇄 사고는 더 악화되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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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 유로폐쇄 크기에 따른 온도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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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6 폐쇄 크기 및 위치에 따른
최대/출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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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7 벽면 부수로 폐쇄시
온도․속도분포

그림 3.2.3-18 중간 부수로 폐쇄시
온도․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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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24개나 54개의 부수로 폐쇄시 최
대 온도가 발생하는 폐쇄물의 위치는 두 경우 모두 6개 부수로 폐쇄와는 다
르다. 이는 부수로 폐쇄시 발생하는 재순환 영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
다. 따라서 24개 부수로 폐쇄시 유로폐쇄 위치가 집합체 중간에 있을 경우
최대 온도와 출구 온도가 모두 가장 높게 계산되었다. 24개 부수로 폐쇄 사
고에서 집합체 중간에서 부수로 폐쇄가 발생할 경우에 집합체 내부의 냉각
재 최대 온도는 671.6 ℃로서 6개 부수로 폐쇄 사고보다 51.7 ℃ 정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부수로 폐쇄 사고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원자로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또한 54개 부수로 폐쇄 사고에서는 가장자리
부분의 폐쇄시 733.1 ℃로서 6개 부수로 폐쇄 사고보다 113.2 ℃ 정도 높
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여전히 소듐 냉각재의 비등 온도에는 훨씬 못 미
친다. 그러나 출구 온도는 Extremely Unlikely Events 기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이며, 거의 수 시간 이내에 노심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구조물(피복재)의 건전성(790 ℃)에 영향을 미칠 정
도의 온도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표 3.2.3-2 참조) 그러나 보다 많은 부수로
가 폐쇄된다면 피복재의 건전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지만, 집합체 부수로사
고가 발생하면 바로 원자로 정지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3.2.3-2 KALIMER-600 유로폐쇄 사고해석 결과 비교
유로 폐쇄 유로 폐쇄
크기
위치

6개
부수로
24개
부수로
54개
부수로

중심
중간
가장자리
중심
중간
가장자리
중심
중간
가장자리

최대온도( ℃)
예비설계
최종설계
(2003)
(2004)
583.3
619.9
583.4
619.2
568.9
605.6
621.7
667.5
626.1
671.6
614.0
654.1
656.6
728.4
664.0
720.2
655.3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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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온도( ℃)
예비설계
최종설계
(2003)
(2004)
572.1
604.7
571.6
604.6
563.0
595.1
595.7
638.7
595.9
638.7
581.3
621.4
626.1
692.3
628.0
678.6
611.7
695.6

(3) 집합체 출구영역 상세 열유동 해석
액체금속로의 집합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로 막힘 현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유로 내에서의 장애물의 존재는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하여 고출력 노심 영역에서 국부적인 냉각 능력을 저하
시킴으로써 핵연료봉의 피복재를 손상시키고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로폐쇄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원자로를 조
기에 정지시켜 심각한 사고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으로 EFR 등에서 고려된 설계는 집합체 당 하나의 열전대

(Thermocouple)를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다(George and Dobson, 1990).
이러한 설계는 노심 출구에서의 온도 상승이 있을 경우 이를 검출하여 노심
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열전대를
이용하는 경우 열전대가 설치된 부분의 온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로 막힘으로 인해 노심 내
부의 특정 영역의 온도는 상당히 증가하지만 전체 냉각재 유량은 거의 감소
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에서의 평균온도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상부내부구조물 (Upper Internal Structure)에 의해 유동이
횡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혼합현상이 활발하게 되어 열전대만을 사용하여 온
도 증가를 판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열전대를 이용할 경우 핵연료봉의 손
상이 일어나기 이전, 즉 이상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의 온도 증가를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깨어진 이후에는 지발 중성자

(Delayed neutron)를 검출하여 이상이 있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체 내에 발생한 유로 막힘이 출구영역의 온도 분
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예시 계산을 수행하고 해석 절차를 수립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합체 내에 유로 막힘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노심 상
부 영역에서의 유동과 온도 분포 등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평가 계산을 통하
여 유로 막힘이 존재하는 경우, 노심 상부 영역에서의 온도 신호의 특성을 이
해하고,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신호 검출기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열전대 등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유
로 막힘을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별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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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상부 영역의 기하학적 배치는 KALIMER-150의 설계자료를 사용하
여 구성하였다. 상부 영역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정상 유로에 대한 노심 출구
조건이 필요한데 이 자료는 노심 열수력 설계 결과를 사용하였다. 막힌 유로가
있는 집합체의 출구 조건은 KALIMER-150에 대한 MATRA-LMR-FB의 해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저한 노심 출구 온도 증가가 수반
되는 54개 내부부수로가 폐쇄된 경우에 대한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부과하였
다. 고려된 폐쇄 형태는 판형(plate-type)으로 가정되었으며, 장애물을 통한 유
체의 통과가 없는 완전 폐쇄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심 상부 영역
에서의 유동과 온도 분포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산유동 분석 코드인

CFX5.6버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난류 모델은 CFX 5.6에서 제공하는 SS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그림 3.2.3-19에 KALIMER 열요동 (Thermal striping) 해석에 사용된
노심 상부 영역의 배치와 위치 구분 (최석기, 2003)이 주어져 있다. 이 계산
에서는 반경 방향으로 34개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그림 3.2.3-19
에서 반경방향으로 18번 격자까지가 노심의 출구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19번에서 34번까지는 중간열교환기(IHX) 영역이다. 중간열교환기 영역을 상
세히 모델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그런데 본 해석의 목적은
노심 바로 상부에서 형성되는 온도 분포를 얻는 것이므로 중간열교환기 부
분은 출구영역으로 처리하여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계 조건은 위치별로 형성되
는 노심 출구의 온도와 유동 조건이다. 정상상태의 KALIMER 전체 노심에 대
한 집합체 유량 및 온도 정보가 표 3.2.3-3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유량과 온도
를 가지는 KALIMER의 노심은 60°의 각도로 대칭적인 집합체 배치를 가진다.
이와 같이 대칭적인 형상 및 분포를 가지는 경우 전산유동해석은 보통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1/6 노심에 대한 해석만을 수행한다. 그림 3.2.3-20에

1/6 노심에 대한 유량 및 온도 분포도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CFX 계산을 위해
필요한 경계 조건은 유속과 온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각 연료집합
체에서의 유속을 유량과 집합체 면적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표 3.2.3-4에 정리되어 있다 (최석기, 2003). 정상상태의 KALIMER 상부영역
해석에 대한 경계 조건은 표 3.2.3-4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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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 KALIMER 평형노심 정상상태 집합체 유량 및 온도 분포
Flow Ass. No. of Flow Group Fractio
n
Group
Rate Flow
No. Type Ass. (kg/s) (kg/s)
(%)

Assembly Outlet
Average
( ℃)

Cladding Midwall(2 σ)
( ℃)

Equil.

BOC1

EOC1

Equil.

BOC1

EOC1

1

DR

12

35.0

477

546

547

540

629

632

620

2

DR

18

32.2

833

547

553

539

629

640

618

3

DR

24

27.2

324

548

561

545

629

651

626

4

IB

18

10.2

72

527

467

525

629

515

625

5

IB

6

9.4

150

528

475

524

628

526

621

6

RB

18

5.9

104

530

475

485

629

513

549

7

RB

12

5.1

32

528

455

484

627

510

549

8

RB

6

3.4

57

528

446

479

627

489

545

9

RB

12

2.3

35

525

438

472

620

475

530

77

11

10

한 집합체에서 유로 막힘이 있는 경우 그 집합체 출구에서의 온도 및
유속 조건은 MATRA- LMR-FB로 수행한 유로 폐쇄 해석 결과로부터 얻는
다. 유로 막힘은 그룹 2에 속한 Driver Fuel 집합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 집합체의 정상상태 출력은 6.55 MWth이며 유량은 35 kg/s이
다. 내부 부수로가 막힐 경우 이 집합체의 출구 온도는 637 ℃에 이르는 것
으로 평가되어 이 값을 경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집합체 출구로부터의 거
리가 10 cm, 30 cm, 50 cm인 위치에서의 온도분포가 그림 3.2.3-21에 주
어져 있다. 그리고 노심출구영역 종단면에서의 온도 및 속도장이 그림

3.2.3-22에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출구영역 상부 일정 높이까지는 증가된
온도 구배가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혼합으로 인해 온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유로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출기
를 설치한다면 적어도 출구영역 30 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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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KALIMER 집합체의 평균 유속 및 온도 분포
온도 (

집합체 형태

Driver Fuel (DF)

유속 (m/s)

℃)

545.8

5.65

527.6

2.45

Radial Blanket (RB)

528.7

1.41

Control Rod (CR)

385.0

0.3 (추정)

Internal Blanket
(IB)

IHX side cross section
E925

Free Surface
UIS

E740
E705
E655
E650
E615

IHX

E185

E95
E0
R37

z

r
R70

R172

R182

R214

R314

R341

Rx Core
그림 3.2.3-19 노심 상부 영역 고온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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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0 1/6 노심의 집합체당 출력 및 온도 분포

그림 3.2.3-21 노심출구영역 횡단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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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2 종단면 온도 및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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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 현상 분석
액체금속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합체 별로 입구에 오리피스를 부착해
서 유량을 조절한다. 외부 유로폐쇄는 이와 같이 임의의 집합체의 오리피
스가 임의의 물질로 완전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같
이 입구가 폐쇄되었을 경우는 3절의 집합체 내부 유로 폐쇄와는 달리 집합
체 전체가 용융을 일으킬 수 있다. 집합체 내부의 임의의 부수로가 폐쇄된
경우는 일부 핵연료봉만 가열되거나 용융을 일으키며, 인접한 집합체에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입구의 완전 혹은 부분 폐쇄로 집합체가
용융이 발생할 경우는 인접한 집합체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부 유로
폐쇄보다 훨씬 심각하게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안전해석으로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유량이 폐쇄될 경우
가 중대 사고로 진전되는지, 또는 피복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지, 운전 가
능영역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이때 발생되는 열수력 현상 및 비등
시점 등을 연구하기 위해 입구 유량을 10% 간격으로 감소시키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3.2.3-23은 10% 간격으로 유량을 감소시켰을 때 유체의 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 온도 범위가 안
전 허용 기준에 따라 653 ℃ 이하라고 할 경우, 대략적으로 오리피스로 유
량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대략 10% 내외이다. 유량을 20%까지 줄일
경우는 단기 피복재 온도 기준은 만족하지만, Moderate Frequence

Events 범주나 Infrequent Event 범주의 온도로 제한된다. 반면에 30%
감소시는 Unlikely Event 범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량이 40% 이상
감소시는 Extremely Unlikely Events 범주의 온도 제한을 받으며, 이는
중대 사고로 진전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림 3.2.3-24는 소듐의 비등이 발생하는 70% 이상의 유량 감소시의
유체 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완전 폐쇄시(100% 유량
감소)는 0.7초, 90% 유량 감소시는 0.83초, 80% 유량 감소시는 0.75초,

70% 유량 감소시는 0.7초 만에 소듐 포화 온도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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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5는 100% 입구 완전 폐쇄시의 시간에 따른 집합체 내부
의 유체 온도 및 유동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0.0초에서 0.1
초까지는 입구 폐쇄의 영향으로 종 방향 유동에서 횡방향 유동으로 주로
유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0.1초에서 0.4초까지는 집합체 내부에 정체된
소듐이 가열되면서 점점 종 방향 유동이 증가한다. 0.4초에서 0.7초 이전
까지는 고 출력 부분에서 유체의 가열로 인해 더욱 팽창하고, 압력이 증대
되어 유체는 상하로 분리된다. 결국 0.7초에는 소듐의 포화 온도에 도달한
후 고출력 부분에서 소듐 비등이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집합체 외부 유로 폐쇄는 내부 유로 폐쇄보다 국부적으로
온도 상승은 발생하지 않지만, 중대 사고로 발전할 경우 보다 광범위의 노
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2.3-23 노심 입구 유량 감소에 따른 온도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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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4 유량 감소에 따른 소듐 비등 발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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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

0.3 초

그림 3.2.3-25 집합체 입구 완전폐쇄시 유체의 온도 및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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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5 집합체 입구 완전폐쇄시 유체의 온도 및 속도 분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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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성능 분석
가. 신개념 격납성능 예비분석

(1) 개요
액체금속로는 우수한 열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듐을 냉각재로 사
용하므로, 일차계통을 고압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가압경수로의

LOCA 등과 같은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액체금속로에서는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
의 발생확률이 거의 없으며, 가압경수로와 같이 거대하고 두꺼운 격납용기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중 방호의 관점에서, 많은 액체금속로들
이 격납용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LIMER-150에서는 원통과
돔이 결합된 소규모 격납용기가 채택되었으며, KALIMER-600에서는 더욱
더 발전된 형태인 대규모 격납건물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격납건물이 사고시에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
하며, 사고를 완화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소듐 풀 화재 사고시 격납건물
내 열수력 현상을 해석하고,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KALIMER-600에서는, KALIMER-150에서 채택된 소형 돔 형태의
격납용기 대신, 대형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이는, 격납건물 내
부 작업 공간 및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핵연료 재장전 등의 작업시에도 격
납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KALIMER-600 격납건물
의 개념도를 그림 3.2.4-1과 3.2.4-2에 표시하였으며, KALIMER-600 격
납건물 설계변수를 표 3.2.4-1에 정리하였다. KALIMER-600에서는, 격납
건물 내부에는 스틸 라이너를 채택하여 격납용기 기밀성을 확보하며, 누설
량을 1%/day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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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KALIMER-600 격납용기

그림 3.2.4-2 KALIMER-600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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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KALIMER 격납건물 설계변수

KALIMER-600

KALIMER-150

형

태

직육면체 (+상부돔)

원통형 + 반구형

재

질

콘크리트 (내부라이너 채용)

탄소강

두

께

0.5 m (6mm liner)

2.54 ～ 3.81 m

크

기

22 x 22 m

14.63 ～ 7.32 m O.D.

높

이

29m + 5m (dome)

7.34 m

부

피

15,000 m3

1,111 m3

KALIMER-600의 예비 격납성능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1) 대상 사고를 선정한고,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 방사성핵종의 노심 재고량 대 원자로용기 외부 누출량의 비로 정의
되는 방사선원항을 결정하고, 노심설계자료 및 노심해석코드의 결과
로부터,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평형 노심에서의 각종 방사성
핵종들의 총 재고량을 계산한다.

3) 방사성핵종 재고량과 방사선원항으로부터 방사성핵종의 격납용기 대
기 방출량을 계산하고, CONTAIN-LMR 코드를 이용하여, 사고시
격납용기 내의 열수력학적 현상 및 방사성 핵종의 분포량을 계산한
다. 이때, 격납용기 내의 압력, 온도, 누설률 및 각 핵종 및 에어로졸
의 거동이 분석된다.

4)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각 핵종의 노심내 총 방사능량 및 격납용
기 외부 누설률로부터, 발전소 부지에서의 피폭선량을 구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사고가 격납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격납용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피폭량 평가를 통하
여, 격납용기 설계가 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 223 -

(2) 사고 시나리오 설정
소듐 화재는 그 특성에 따라 소듐 풀 화재(sodium pool fire)와 소듐
스프레이 화재(sodium spray fire)로 분류된다. 사고시 많은 에너지가 발
생하여 원자로 냉각계통의 압력경계에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면, 냉각수 압
력경계의 취약한 부분에 미세한 틈이 생겨 소듐이 격납용기 대기로 분사되
어

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소듐

스프레이

화재라고

한다.

KALIMER-600과 같이 1차 계통이 모두 소듐 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풀형
(pool type) 액체금속로의 경우에는, 1차계통의 소듐이 격납건물 대기내로
분출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해석에서는 소듐 스프
레이에 의한 화재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HCDA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가 적고 원자로용기내 압력이 높지
않을 상태에서, 원자로용기 헤드의 취약한 부분에 비교적 큰 규모의 구멍
이 생긴다면, 격납건물의 공기가 커버 가스 영역으로 들어와서 소듐의 표
면과 접촉하게 되어, 소듐 풀 내에서 연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소듐 풀
화재라고 한다. KALIMER-600에서 일차계통의 소듐이 격납용기 대기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위와 같이 원자로용기
의 헤드 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경우이며, HCDA는 이러한 원자로용기의
헤드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고이다. 본 해석에서는 이러한
소듐 풀 화재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KALIMER-600에서의 소듐 풀 화재의 사고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는 원자로용기 뚜껑에 비교적 큰 틈이 생기는 시점부터 시작하게 된
다. 격납용기 뚜껑에 틈이 생기게 되면, 우선 소듐 풀 상부를 채우고 있던
커버 가스가 격납건물내로 방출되게 된다. 이를 Early phase(혹은 First

phase)라고 하며, 본 해석에서 커버 가스가 모두 분출되는 시간을 10초로
가정하였다. 사고 발생시, 원자로는 정상상태에서 465일 동안 운전되었으
며, 핵연료내에서 냉각재로 빠져나온 방사성 핵종들은 소듐내에 골고루 분
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핵연료봉 내에 존재하던 불활성 기체는
핵연료봉 밖으로 빠져나와 커버 가스영역에 모여 있다가, 커버 가스와 함
께 격납건물내로 방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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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가스가 모두 분출되면, 격납건물 대기가 원자로용기내로 유입되
며, 대기 속의 산소 및 수증기와 소듐이 반응하여 소듐화재가 발생하게 된
다. 이때부터를 Na-Fire phase라고 한다. 풀형 액체금속로에서의 소듐 풀
화재의 경우, 격납용기 대기가 원자로용기에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때
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면적은 소듐풀 표면적과 같다. 소듐화재에 의해 열
이 발생하면, 격납건물 내의 대기 온도 및 압력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격
납건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원자로용기에서 발생한 소듐화재
는 격납건물 내의 산소가 모두 고갈될 때까지 화재가 계속되게 된다.
소듐 화재시에는 소듐 속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격납건
물 내로 방출되게 된다. 가스 및 에어로졸 형태로 격납건물 대기내로 방출
된 소듐과 방사능 동위원소들은, 기화 및 연소, 응축 등의 과정을 거쳐 격
납건물 내에 재배치 되게 되며, 이중 일부는 격납건물 외부로 배출되게 된
다. 격납건물 외부로 배출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외부 대기와 함께 확산
하면서 환경에의 방사능 피폭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방사능 피폭량 또
한 원자력발전소 안전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방사선원항 및 방사성핵종 노심재고량 계산
HCDA 발생시 격납건물과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량을 산출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상운전시 방사성핵종 노심재고량을 ORIGEN-2 코
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KALIMER 설계변수 및 노심의
물리적 특성은 표 3.2.4-2와 같으며, 사고시 노심은 465일간 정상운전된
상태, 즉 EOC 상태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원자로 노
심에 방사성 핵종의 재고량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위함이다.
방사성 핵종의 노심내 재고량 중, 격납용기 대기로 빠져나오는 방사성
핵종량의 비를 방사선원항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사선원항은

PRISM를 비롯한 세계각국 LMR 안전성 해석에서 사용한 방사선원항 및 실
험 등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결정된 방사선원항이며, 이는 표 3.2.4-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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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 KALIMER 설계변수 및 노심의 물리적 특성
설

계

변

수

(BOC/EOC)

값

Nominal thermal core power, MWth

1525.3

Total driver fuel mass in core, kg

5411.58

Average neutron flux for driver fuel, n/cm2s

2.77 / 2.85✕1015

Average fast neutron flux for driver fuel, n/cm2s 1.78 / 1.83✕1015
Loaded feed driver fuel enrichment,

WT

%

14.35

Average driver fuel burnup, MWD/kg

79

Burnup reactivity swing, pcm

23 pcm

Average linear power for inner driver fuel, W/cm

216.2 / 221.7

Average power density of driver fuel at BOC, W/cc

174.7

Power peaking factor for driver fuel

1.468 / 1.477

Total control rod worth when fully inserted, pcm

5096 / 5081

Effective Delayed Neutron Fraction (Beta-effective)

0.00357/0.00354

Number of delayed neutron groups

6

Prompt neutron generation time, s

-7
4.866/4.810✕10

표 3.2.4-3 KALIMER-600 소듐 풀 화재에 대한 방사선원항

Group

방사선원항
사고발생직후

소듐 화재시

Noble gas (Xe, Kr)

100 %

-

Halogens (I, Br)

10 %

-

Alkali metals (Cs, Rb)

10 %

-

Te group (Te, Se, Sb)

10 %

-

Noble metal (Ru, Tc, Mo)

1 %

-

Ba, Sr

1 %

-

FPs & other nuclide

1 %

-

-

0.4 %

Na22, N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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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건물내 열수력 거동 분석
격납건물 건전성 확인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외부 누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CONTAIN-LMR 코드를 이용하여, 소듐 풀 화재시 격납건물 대기내
의 열수력 거동을 분석하였다. 격납건물을 모사하기 위해 격납건물 내부를
그림 3.2.4-3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격납건물 내부는 수평상으로 원자로용기 상부의 중심 영역과 주변영역
으로 나뉘어졌으며, 수직 상으로는 원자로용기 위쪽에서 작업층(working

floor)까지의 높이 9m의 하부 영역과 작업층과 돔 사이의 상부영역으로 나
뉜다. 여기에, 격납건물 외부 대기를 모사하는 셀이 추가되어 총 5개의 셀
로 구성된다. 하부 중앙부분 (Cell 1)의 아래에는 원자로용기(Na pool)가
존재하며, 여기서 소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격납건물 벽면과 바닥은 각
각 50cm 와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며, 모두 6mm 두께의 스틸
라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격납건물 내부 각종 라인과 기기들의 존재는 무
시되었으며, 벽면과 바닥에서의 열전달과 응축만을 고려하였다.

그림 3.2.4-3 소듐 풀 화재 분석을 위한 격납건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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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내 열수력 거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3.2.4-4부터

3.2.4-8에 표시하였다. 격납건물 내 압력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4분후에
최대값인 146 kPa에 달하며, 이후 감소하여 89분 후에는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그림 3.2.4-4) 이는 소듐 화재에 의해 격납용기 내
의 산소가 소모되면서 고체상태의 소듐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초기 산
소분율만큼 격납건물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온도는 약 8분후에 최대
온도인 209.1 ℃에 도달하지만, 10시간 후에는 약 68 ℃까지 떨어지게 된
다.(그림 3.2.4-5)

격납건물 내 산소분율은 소듐화재에 의해 급격히 감소

하게 되며, 그림 3.2.4-6에서 보면 약 5～6시간 이후에는 격납건물 내의
산소가 거의 고갈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소의 고갈에 의해 사고발생

5～6시간 후에는 소듐화재는 종료되게 된다. CONTAIN-LMR 코드의 소
듐 풀 화재 모델에 따르면, 소듐 연소율은 산소분율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
므로 소듐화재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그림 3.2.4-7)도 산소분율에 비례하
게 된다. 또한, 격납건물 표면온도는 약 50 ℃ 미만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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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격납건물 내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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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격납건물 내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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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격납건물 내 산소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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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소듐화재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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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격납건물 내부 표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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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설 핵종량 및 피폭선량 계산
KALIMER-600 격납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ORIGEN-2 코드로 계
산된 노심 방사능 재고량과 CONTAIN-LMR에서 계산된 격납건물 외부 누
출률을 입력으로 하여,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HCDA 사고시 발전소 부
지경계에서의 방사성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방사능 외부 누출률은 표

3.2.4-4와 같으며, 해석에 필요한 부지 및 기상데이터를 영광 3,4호기의
부지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ACC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발전소 주지경계에서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표 3.2.4-5와 같다. 이중 PAG(Protective Action Guide)는 미국

EPA(Emergency Protection Agency)에서 규정한 수치로써, 이 기준이상
의 방사능이 누출된 경우에는 소외 대응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결과로
부터, KALIMER-600에서의 HCDA 사고시 예상 방사능 피폭선량은

10CFR100 규정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PAG 값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4-6에서 KALIMER-600과 KALIMER-150의 방사능
피폭량을 비교하였다. KALIMER-600의 경우, KALIMER-150보다 부피
가 14.5배 증가하여 연소되는 소듐량도 14.5배 증가하였으나, 소듐풀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최대압력이나 최대온도는 더 낮게 나타났으며,
발전소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도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2.4-4 방사성 핵종의 그룹별 누설률
핵종 그룹

누설률

Xe, Kr
I
Cs
Te
Sr
Ru
La
Ce
Ba

6.28
7.53
9.34
8.04
8.82
8.86
9.27
9.23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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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0-5
10-7
10-7
10-7
10-8
10-8
10-8
10-8
10-8

표 3.2.4-5 부지경계에서의 방사능 피폭량 [mrem]
KALIMER-600

10CFR100

PAG

전 신

0.00522

25

1.0

골

0.00842

150

1.25

폐

0.01210

47

1.25

갑상선

0.01670

300

5.0

수

표 3.2.4-6 방사능 피폭량 비교
KALIMER-600 KALIMER-150

비

고

부피, m3

15,000

1,036

14.5 배

소듐풀직경,m

11.31

6.92

1.63 배

최대압력, kPa

146

275

129kPa 감소

최대온도, ℃

209

360

151 ℃ 감소

전신피폭선량

0.00522

0.095

약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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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도시 원자로용기내 3차원 열유동 현상 분석
가. 개요

KALIMER의 고온풀은 이차계통 및 관련기기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고온풀에서의 열성층화 현상 및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열부하 계산을 위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열유동 현상 파악이 필요하다. 또
한 고온풀 출구에서의 정확한 냉각재 온도 예측은 노심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심내 반응도 효과 등의
계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전체적인 원자로 열유동 상태 예
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2차원 고온풀 모델(HP2D 모델)을
개발하여 고온풀의 열유체 현상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1차원 완전혼합모델보다 고온풀 출구의 냉각재 온도를 현실적으로 모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P2D 모델의 현상학적인 사고해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3차원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150에서의 비
보호 사고시 열유체적 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KALIMER 원자로내에서의 자유순환 현상분석은 저유량 혹은 유량상실
사고시 원자로 냉각성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600에서의 정상상태
및 사고시 상세 열유체 현상 및 자연순환모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사고시 풀내부 상세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용 3차원 열수력분석 코드인 COMMIX-1AR/P를 선
택하였으며 원자로 전체를 모사하였다. COMMIX-1AR/P 전산코드에는 액
체금속로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도 궤환 모델이 없으므로 COMMIX-1AR/P
만으로는 KALIMER에서의 비보호 사고를 모사할 수 없다. 따라서 SSC-K
를 이용하여 비보호 사고시 계산되어진 출력과 유량을 COMMIX-1AR/P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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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한 COMMIX-1AR/P의 좌표계는 실린더좌표계를 채택하였
으며, KALIMER-150 Breakeven core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대칭성을 이
용하여 풀의 90°부분만 해석하였다. 해석 대상범위는 반경방향으로 원자로
중심과 air separator사이, 축방향으로 원자로용기의 바닥에서 헬륨공간의
윗부분, 즉 하부절연판의 밑면까지, 원주방향으로는 중간열교환기의 중심
에서 중심까지로 하였다. 격자간격은 격자면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
즉 배플, 용기, 파이프, 액위면 등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배치하였다. 반경방
향으로는 22개의 노드를 주었고, 원주방향으로는 12개, 축방향으로는 총 47
개의 노드가 주어졌다.

COMMIX-1AR/P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150의 정상상태
시 유속 및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정상상태 시 열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심내 출력을 392.2MWth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노심내 유량을 설계값인

2,143kg/sec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차계통 펌프의 유량을 입력값으로 주
어야 하므로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 표 3.2.5-1과 같이 노심내 유량을 설
계값에

맞추었다.

노심

출력을

392.2MWth으로

고정하고,

유량을

2,143kg/s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2차측 조건을 변화하여 노심내 입구온
도를

설계값으로

맞추었다.

COMMIX-1AR/P를

이용하여

계산된

KALIMER-150의 노심 출구 온도, 2차측 입출구 온도를 설계값과 비교하
였으며, 정상상태 열균형은 계산결과와 설계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3.2.5-1 정상상태 시 냉각재 온도 분포

Design Data, ℃

Calculation, ℃

Core inlet

386.2

386.3

Core outlet

530.0

531.7

IHX primary side inlet

529.8

526.0

IHX primary side outlet

385.0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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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과출력 사고(UTOP)시 원자로 전체의 온도 및 유속 분포를 계
산하였으며, 이를 SSC-K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COMMIX-1AR/P를 이
용하여 계산된 고온풀의 입출구 온도를 그림 3.2.5-1에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풀의 입구온도는 SSC-K의 결과와 일치하며 출
구온도는 약10여초 이른 시각에 온도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는 고온풀 내의
소듐 냉각재양, 열적 구조물 등의 상이함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사
고초기, 즉 100초 이내에서는 SSC-K 결과와 COMMIX-1AR/P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온풀 내의 소듐 냉각재 양, 열적 구조물의 상
이함 그리고 노심유량의 상이함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림 3.2.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MIX-1AR/P의 경우 저온풀의 온도가

SSC-K의 경우 보다 낮게 예측되며, 이러한 효과가 다시 feedback 되어
사고 중․후기에서 두 계산 결과가 차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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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UTOP 시 고온풀의 입출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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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UTOP 시 저온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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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비보호 유량상실 사고(ULOF: Unprotected Loss Of Flow)는 노심으
로 정상 유입되는 유량이 상실되는 사고이다. 노심 유량이 상실되면 노심
에 발생하는 열생성율과 냉각유량에 의한 열제거율의 균형이 깨어져 순간
적으로 핵연료가 과열될 수 있다. ULOF사고시 원자로내 상세 열수력 현상
을 해석하여 SSC-K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2.5-3에서 보듯이, 사
고 후반에는 고온풀 출구온도에서 40 ℃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두 코드의 계산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HP2D 모델의 현상학적인 사고해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3
차원 코드인 COMMIX-1AR/P를 이용하여 KALIMER-150에서의 비보호
사고시 열유체적 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정상상태 시 KALIMER-150의
노심 출구 온도, 2차측 입출구 온도를 설계값과 비교하였으며, 정상상태 열
균형은 계산결과와 설계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비보호 과출력 사고시
에는, 사고 초기에서는 SSC-K 결과와 COMMIX-1AR/P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P2D 2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SSC-K는 UTOP
시 현상학적으로 이를 적절히 모사한다고 볼 수 있다.

650
Hot Pool Inlet Temp.(SS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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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ULOF 시 고온풀의 입출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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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순환 현상분석

KALIMER-600의 열유체 현상 및 자연순환현상 파악을 위하여, 3차원
해석코드인 COMMIX-1AR/P를 이용하여 KALIMER-600에서의 정상상태
및 비보호 사고시 열유체적 현상 및 자연순환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전과 동일하게 실린더좌표계를 채택하였으며, 구조물의 대칭성을 이
용하여 전체 원자로의 1/4만 해석하였다. 해석 대상범위는 반경방향으로
원자로 중심과 air separator사이, 축방향으로 원자로용기의 바닥에서 헬
륨공간의 윗부분까지, 원주방향으로는 펌프중심에서 DHX중심까지로 하였
다. 소듐 풀 표면에서 소듐과 헬륨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 COMMIX 코드
의 기능상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듐풀과 헬륨은 물
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소듐 레벨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자는 반경방향으로는 22개의 노드를 주었고, 원주방향으로는 12개, 축방
향으로는 총 38개의 노드가 주어졌다.

KALIMER-600의 정상상태 시 유속 및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노심
내 출력 및 유량을 설계값에 맞게 설정하고, 2차측 조건을 변화시켜 노심
내 입구온도를 설계값으로 맞추었다. 계산된 정상상태 시 노심 및 중간열
교환기 입․출구에서의 온도와 설계값을 표 3.2.5-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로 볼 때 COMMIX-1AR/P를 이용하여 계산된 KALIMER-600의 정상상태
열균형은 설계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3.2.5-2 정상상태 시 냉각재 온도 분포

Design Data, ℃

Calculation, ℃

Core inlet

366.2

367.7

Core outlet

510.0

512.3

IHX primary side inlet

509.8

512.1

IHX primary side outlet

365.0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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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보호 유량상실 사고(ULOF)시 자연순환 현상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ULOF에도 사고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량상실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해석 모델에서는 1/4 노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한대의 펌프만이 존재하므로, 본 해석에서는 모든 펌프가 동시에

Coastdown하는 대표적인 사고의 경우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COMMIX-1AR/P에는 고온풀이나 저온풀의 수위변화를 모사할 모델이 없
으므로, 초기 정상상태에도 저온풀의 수위가 고온풀과 같으며, DHX 또한
저온풀 소듐에 잠겨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그림 3.2.5-4와 3.2.5-5는 각각 KALIMER-600의 정상운전시 및

ULOF 사고시 원자로 각 영역에서의 냉각재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
며, 재순환 영역이 파란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히 그림 3.2.5-5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도 고온풀 전체 및 저온풀 하단에 재순환 영역이 형
성되어 원자로 냉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3차원

코드인

COMMIX-1AR/P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600에서의 정상상태 및 사고시 열유체적 현상 및 자연순환 현
상을 분석하였다. COMMIX-1AR/P 계산 결과, 정상상태 열균형은 설계값
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정상상태 및 ULOF 사고시 원자로의
온도 및 속도분포를 계산하였고, 자연순환 모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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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J=6

그림 3.2.5-4 정상운전시 재순환 영역

J=1

J=6

그림 3.2.5-5 ULOF시 재순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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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CDA 분석
가. 용융연료 노심내 분포 분석(MELT-III)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시, 원자로 물리 및 열유체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과
출력 사고(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심 붕괴(Core Disassembly)가 시작
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의
현상이 다루어진다. MELT-III 계산은 정상 상태, 과도 상태, 핵연료 용융․
재배치(Relocation)등의 독자적인 3단계 계산이 순차적으로 행해진다.

MELT-III 계산의 첫 단계인 정상 상태 계산을 위하여, 기존의
SIEX-II(산화물용)에 정상상태 금속연료 성능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온도분
포, 팽윤 및 변형량을 해석하는 모듈을 개선하고 금속연료 물성 등을 추가
하여 MELT-III/STEADY에 병합하였다. 이어서 KALIMER-150에 대한 성
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당 연구소에서 개발된 금속연료 성능해석
코드인 MACSIS의 성능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도 수행하였다. MELT-III
계산의 두번째 단계인 과도상태 계산을 위하여, 금속연료용 반응도 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핵연료 용융, 재배치 등의 다음 단계 계산을 위해, 핵연
료 파손 기준 선정 및 용융 노심의 거동 분석 방법도 검토하였다.

KALIMER-150 노심의 반응도 삽입사고(UTOP) 해석을 위하여 원자
로는 구동 연료, 내부 증식체 및 Radial Blanket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축방향으로 입구 plenum, lower shield, 노심, 소듐 bond, 핵분열 기체

plenum, 핵연료 집합체 상부 구조물 및 UIS 등으로 구분 하였다. 주요 입
력자료로는 핵연료, 냉각재 및 구조물의 물성과 출력 분포 및 반응도 분포
를 들 수 있다. MELT-III 코드는 원자로 해석에 초점을 두고 상세한 노심
열유체 계산을 수행하며 주 냉각계통은 3개까지의 폐쇄 회로(Loop)에 의
해 모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과도상태의 초기화를 위하여, 주 냉각계
통의 시간에 따른 펌프 수두, 마찰 인자, 관성 질량, 원자로의 냉각유량을
반복 계산에 의해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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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과 3.2.6-2는 KALIMER-150 노심에 50 cents/s의 반응
도가 삽입되었을 때의 노심 출력 및 에너지 발생량을 보여준다. 이는 설계
기준 반응도 삽입율인 2 cents/s보다 25배 큰 값이다. 그림 3.2.6-1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초기 출력은 정상상태 열출력인 392MW로부터 천천히
증가한다. 그러나 약 1초 후부터 출력은 급격히 증가하여 1.5초경 4,000

MW까지 상승하다가 감소하며, 1.6초 경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6-2는 이러한 출력 변화로 인한 에너지 발생량을 보여 준다.
그림 3.2.6-3은 사고 시, 반응도 변화를 보여 준다. 사고 초기 소듐 반
응도(positive

feedback)와

도플러

효과/축

방향으로의

핵연료

팽창

(negative feedback)은 상쇄되어 노심 전체 반응도(net reactivity)는 외부
로 부터의 반응도 삽입율 (50 cents/s)에 가깝게 증가하게 된다. 노심 전체
반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초경에는 최대값인 80 cents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도 증가하여 사고 후 1.46초에
구동 연료의 상단부에서의 온도가 용융점(약 1,100 ℃)위로 상승하게 된다

(그림 3.2.6-4). 그림 3.2.6-5는 노심에서의 용융연료 분율을 나타낸다.
노심이 용융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한 부 반응도 궤환효과도 증가하
여 노심 전체 반응도는 다시 감소하며 핵연료 온도 증가율도 감소한다. 그
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동 연료의 대부분이 용융하게 되며, 1.8초경
에 핵연료 파손과 함께 사고 해석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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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UTOP(0.5$/s)시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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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 UTOP(0.5$/s)시 에너지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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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UTOP(0.5$/s)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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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UTOP(0.5$/s)시 노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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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UTOP(0.5$/s)시 구동연료 용융분율

- 245 -

나. 노심용융에너지 방출량 분석

(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HCDA 시 핵연료 및 소듐의 증기화(vaporization)로
인한 일 에너지(work energy potential) 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일 에너지 계산 결과는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구조 건전성 관련
설계 여유도 결정에 활용된다.

3단계에서 수행된 연구는 크게 두 순차적인 업무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째, Scoping 분석 단계로서, HCDA 시 핵연료 및 소듐의 증기화

(vaporization)로 인한 일 에너지(work energy potential) 발생량을 계산
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석 프로그램 SWEEP(Scoping Work Energy

Evaluation Program)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KALIMER에서 HCDA
시 발생하는 기계적 일 에너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핵연
료/소듐의 반응으로 인한 상세해석 코드인 SOCOOL-II 계산 결과와 비교
하였다. 둘째, 상세 분석 단계로서 천이단계 해석 코드인 VENUS-II를 활
용하여 100 $/s 의 반응도 삽입 시, KALIMER 노심의 붕괴로 인한 에너지
방출량 및 온도, 압력 등을 계산하였다.

(2) 노심용융에너지 Scoping 분석
Scoping 분석에 활용된 SWEEP 코드는 3개의 해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노심용융 에너지방출 분석용 전산코드인 SCHAMBETA, 핵연료
증기화로 인한 코드 FXWEP(Fuel Expansion Work Energy Program),
그리고 소듐 팽창으로 인한 일 에너지 분석 코드인 SXWEP(Sodium

Expansion Work Energy Program)이 연결된 종합 분석 코드이다.
FXWEP 모듈은 출력폭주 사고 후, 고압의 노심내 연료증기(fuel vapor)가
최대 1 기압까지 등엔트로피(isentropic) 팽창될 때의 일에너지를 분석하는

“Bounding Approach"를 활용한 계산을 수행한다. SXWEP 모듈은 용융핵
연료로 부터의 열전달에 의한 소듐 증기화(vaporization)에 수반되는 일에
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열역학 모델인 Hicks & Menzies 모델을 개선한 해
석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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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심용융 증기 일.에너지
KALIMER-150 노심에서 초임계 출력 폭주로 인한 HCDA 발생 시,
노심 내 핵연료의 증기화(fuel vaporization)로 인한 일 에너지 발생량을
분석하기 위해 Bounding 모델을 활용하였다. Bounding 모델의 주요 가정
은 노심붕괴 사고 후, 고압․고온의 용융물/증기 2상 상태의 핵연료가 등엔
트로피, 즉 단열-가역 팽창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 에너지 발생량의 상한치가 해석적으로 쉽게 계산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 유지를 위하여 연료증기가 1기압 까지 팽
창된다고 가정하였다.
핵연료 증기를 이상 기체(ideal gas)라고 가정하고, 그 물성(비열상수,
증기화열 등)치가 증기 팽창 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초기 온도가 T i 인 연
료 증기 팽창시에 발생하는 기계적 일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 = M F [c p (T i − T f ) − hfg (χ f − χ i ) + R (χ f T f − χ I T I )]
MF

여기서

(3.2.6-1)

= 노심 용융연료 증기 질량

cp

= 용융연료 증기의 비열상수

h fg

= 용융연료 증기의 heat of vaporization

χ

= 용융연료 증기의 quality

R

= 기체상수

상기 식에서 하첨자 i, f 는 각각 연료증기 팽창 전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표 3.2.6-1은 노심 붕괴 에너지 방출량에 대한 일에너지 밀도 및 총 일
에너지를 보여 준다. HCDA 기준 사고인 100 $/초의 반응도 삽입 사고시,
노심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밀도는 1.1 kJ/g 이며 이 때의 노심 평
균 온도는 3,670 K 이다. 온도가 3,670 K 인 용융연료 팽창 시의 기계적
일 에너지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KALIMER-150 원자로용기의 구
조 설계 제한치는 500 MJ 인 바, 이를 초과하려면 노심 붕괴시 최대 열에너
지가 1.5 kJ/g은 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반응도 삽입율은 180 $/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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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1 용융연료 팽창 일 에너지 방출량
최대 에너지
(KJ/g)

평균 에너지
(KJ/g)

노심 평균온도 일에너지 밀도
(K)
(J/g)

총일에너지
(MJ)

1.00

0.64

3,350

0.

0

1.10

0.70

3,670

0.

0

1.20

0.77

3,990

0.

0

1.30

0.83

4,420

7.3

51

1.40

0.90

5,060

32.0

224

1.50

0.96

5,700

74.6

522

1.60

1.02

6,340

125.0

875

(나) 소듐 증기 일에너지
용융연료와 소듐 냉각재의 반응 시, 소듐의 증기화/팽창으로 인한 일
에너지 분석을 위한 열역학적 scoping 모델에서는 소듐 팽창 중에 열전달
율이 무한대 또는 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압력-부피 관계식에만 따르
는 소듐 팽창은 시스템의 기하학적 구조에 무관하고, 열역학 모델에 의해
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열역학 모델은 Hicks와 Menzies에 의해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핵연
료와 소듐의 순간적인 혼합과 무한대의 열전달율을 가정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절대온도가 Tf인 단위질량의 용융연료와 온도가 Ts이며 질
량이 m인 소듐냉각재가 혼합될 때, 혼합물의 평형 온도 T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m = (mcp,sTs + cp,fTf ) / (mcp,s + cp,f )

(3.2.6-2)

여기서 cp,s, cp,f 등은 각각 소듐과 용융연료의 비열상수를 나타낸다.
핵연료와 소듐은 서로 혼합 후 순간적으로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이 혼합체가 어떤 최종 압력으로 팽창할 때 이 열적 평형상태는 지속된다.
소듐 증기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소듐 팽창 중에 핵연료와 소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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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변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면, 소듐의 단열 팽창에 의한 일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W = (mcp,sTs + cp,fTf )( Tm

-

T ) - x( hfg - RT )

(3.2.6-3)

여기서 T 는 소듐증기 팽창 시의 온도이다. x, hfg는 소듐 증기의 질량분
율(quality) 및 증기화 열(heat of vaporization)이며 R 은 소듐의 기체상
수이다.

Hicks 와 Menzies 모델은 그것의 단순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어 왔지
만, 무한대의 열전달율 가정은 소듐 팽창의 후기 단계에서 매우 불합리하
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듐증기의 생성은 열전달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둘째로 핵연료의 부피는 소듐의 부피와 비교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모델을 개량한 “Modified Hicks-Menzies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이 수정된 모델에서는 핵연료와 소듐이 초기 열적 평형에 도달한 후에는
서로간의 열전달율이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2.6-6은 용융연료의 온도가 3,700 K이고 소듐의 온도가 800

K일 때, 소듐의 질량분율의 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방출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cks & Menzies 모델에 의한 계산은 소
듐의 질량분율이 6%일 때 최대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의 일에너지 밀
도인 220 J/g 은 총 방출량 1,800 MJ에 해당한다. 한편, 좀 더 합리적인
열역학 모델인 Modified H&M 모델을 사용할 경우 일에너지 밀도는 소듐
질량분율에 따라 계속 증가하며, H&M 모델의 경우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보여 준다. 소듐 질량분율이 약 16% 일 경우 일에너지 밀도는 최대치 80

J/g 에 도달한다. 이는 총 일에너지 발생량 700 MJ 정도에 해당하며
KALIMER-150 구조설계 기준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SOCOOL-II 모델에 의해 계산된 열전달율과 팽창 일은 핵연료 입자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소듐내의 UO2 입자 크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약 100 - 1000 μm의 평균 지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연료의 경
우 평균 지름이 10 mm 0.1 c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바탕
으로 하여 계산된 일에너지는 열역학 모델에 의한 값에 비해 훨씬 감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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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소듐의 질량분율의 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방출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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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SOCOOL-II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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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0.20

그림 3.2.6-7은 핵연료 입자의 직경이 0.1 cm, 0.5 cm, 1.0 cm 인
세 경우에 대한 SOCOOL-II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 항의 열역학
모델 계산에서와 같이, 용융연료와 소듐의 온도가 각각 3,700 K, 800 K
일 때, 소듐의 질량분율 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방출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일에너지 방
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일에너지 밀도는 H&M 모델의 경우와 같이
소듐 질량분율에 따라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입자
직경이 1.0 cm 인 경우에는 소듐분율이 6%일 때 최대 일에너지 밀도 (약

10

J/g)를

보이며

이는

100

MJ

이하의

총

방출량에

해당하여

KALIMER-150 구조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표 3.2.6-2 열역학모델과 SOCOOL-II 에 의한
일에너지 밀도(J/g) 계산결과 비교

Sodium
Mass per
Unit Mass
of Fuel

Mean Diameter of Fuel
Particles (cm)

Thermodynamic Models

1.0

0.5

0.1

Zero Heat
Transfer
Model

0.02

6.12

11.39

33.24

18.68

107.9

0.04

8.26

16.76

52.04

32.28

153.5

0.06

10.7

21.11

66.67

42.37

161.6

0.08

6.78

24.35

76.30

49.94

154.0

0.10

4.17

25.93

84.17

55.69

148.5

0.12

2.10

21.76

89.50

60.08

143.5

0.20

0.65

9.07

92.50

69.49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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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Heat
Transfer
Model

표 3.2.6-2 는 용융연료와 소듐 냉각재의 반응 시, 소듐의 증기화/팽
창으로 인한 일에너지 분석을 위한 열역학적 scoping 모델을 활용한 계산
결과와

핵연료 입자의 직경이 0.1 cm, 0.5 cm, 1.0 cm 인 세 경우에 대

한 SOCOOL-II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들에서와
같이, 용융연료와 소듐의 온도가 각각 3,700 K, 800 K 일 때, 소듐의 질량
분율 변화에 따른 일에너지 방출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입자의 직경이 0.1 cm 이라고 가정할 때, 일에너지 밀도는

Modified H&M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서와 같이 소듐 질량 분율에 따라 계
속 증가하여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며, 일에너지 절대값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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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상세 분석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상세 분석을 위하여 천이단계 해석 코드인

VENUS-II를 활용하여 100 $/s 의 반응도 삽입 시, KALIMER-150 노심
의 붕괴로 인한 에너지 방출량 및 온도, 압력 등을 계산하였다. VENUS-II
전산 코드는 HCDA 천이단계 시 노물리 및 열수력 특성에 대해 2차원 해
석이 가능한 코드이다. VENUS-II 전산 코드는 Bethe-Tait 모델을 바탕으
로

도플러

궤환효과(Doppler

Feedback)가

고려된

노심

붕괴(Core

Disassembly) 단계에서의 온도, 압력 및 반응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2.6-8 에 보는 바와 같이 KALIMER-150 노심은 비균질 노
심이다. 즉 반경방향으로 볼 때, 노심 중앙에 내부 증식 집합체(Inner

Blanket Assembly)가 위치하고 그 다음 열(ring)에 구동 연료 집합체
(Driver Fuel Assembly)가 장전되고 이어서 내부 증식 집합체, 그리고 그
다음 열의 노심에 구동 연료 집합체가 장전된다. 본 연구의 VENUS-II 해
석에서는 그림 3.2.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뿐만 아니라 노심 주위의

Radial Blanket 과 Radial/Axial Shield 도 포함하여 2차원 분석을 수행하
였다.
표 3.2.6-3 은 VENUS-II 계산에 사용된 영역별 입력자료를 보여 준
다. 증식 집합체(영역 2,4,6)의 밀도가 구동연료(영역 3,5) 보다 큰 것은 증
식체 핵연료봉의 직경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심내의 내부 증식 집합
체에 대해서 설정된 도플러 가중치가 체적 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내부 증식 집합체에 보다 많은 U-238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노심내의 온도는 노심 안쪽에 위치한 구동연료(영역 3)에서

제일 높으며 그 평균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에 해당하는 1,400 K로 가
정되었다.
초임계 출력 폭주 사고의 초기 출력은 정상 상태 출력보다 약 100 배
크고, 노심의 소듐은 증발했다고 가정하였다. 지발 중성자 분율과 즉발 중
-7
성자의 수명으로 사용된 값은 각각 0.00358, 3.0×10 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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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KALIMER-150 노심 배치도

그림 3.2.6-9 KALIMER-150 노심의 VENUS-I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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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3 VENUS-II 해석에 사용된 영역별 입력자료

Region No.

2

3

4

5

6

Volume Fraction

0.050

0.087

0.173

0.302

0.388

Power Fraction

0.030

0.220

0.081

0.615

0.032

Density (g/cm3)

9.50

7.56

9.50

7.56

9.50

Doppler weighting

0.12

0.11

0.33

0.25

0.19

1,200

1,400

1,100

1,250

900

Average
Temperature(K)

그림 3.2.6-10 및 3.2.6-11은 KALIMER-150 (392 MWth) 노심에

100 $/s의 반응도가 삽입 될 경우, 출력 변화와 노심 용융 에너지 방출량
을 보여 주고 있다. 초임계 출력 폭주사고 시 초기 열출력이 5,000 MW이
라고 가정하였을 때 노심 출력은 사고 후, 3.4 ms 경 약 400배 증가하여
최대 2,000 GW에 도달하게 된다. 사고 후 5.3 ms 경 사고는 종결되고 노
심에너지 방출량은 5,440 MJ에 이르게 된다.
그림 3.2.6-12 및 3.2.6-13은 원자로 반응도 변화를 보여 준다. 도플
러 효과는 사고 초기부터 현저히 나타나 사고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반면,
노심 붕괴 반응도는 사고 후반(3.6 ms 경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여 4.6 ms
경에는 반응도와 출력을 급 감발시켜 사고가 종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2.6-14는 구동연료와 내부증식 집합체의 최대 온도가 시간의
함수로 보여 주고 있다. 구동 연료 집합체의 온도는 노심 안쪽 영역

(Internal Driver Fuel)에서 6,200 K, 노심 바깥쪽에서 5,300 K까지 증가
하게 되며, 내부 증식연료 집합체(Internal Blanket)는 약 2,000 K까지 상
승한다. 내부 증식 연료의 온도는 용융점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인 일에너지는 생성
하지 않는다. 그림 3.2.6-15는 내부 증식체와 구동연료 경계면에서의 압력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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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0 100 $/s 반응도 삽입시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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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1 100$/s 반응도 삽입시 에너지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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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2 원자로 총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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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3 도플러/붕괴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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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4 원자로 노심 영역별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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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5 출력폭주 사고 시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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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re catcher 설계요건 설정

KALIMER-600은 노심의 고유 안전특성과 피동 안전계통의 신뢰도
높은 운전특성으로 인하여 가상노심붕괴사고(HCDA)의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
하여 core catcher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Core catcher는 HCDA시 용융
된 노심의 제어 및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보호개념으로 고려되고
있다. Core catching device의 설치 위치는 크게 나누어 원자로용기 내부,
원자로용기 외측 하단부, 원자로용기 아래로 나누어지며, 설치 위치에 따라

core catching device의 구조 및 기능 등이 달라진다. 2단계 연구 (Lee
and Hahn, 2001)에서는 이러한 core catching device의 종류와 그에 따
른 구조, 특성 등을 살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KAERI에서 개발 중
인 액체금속로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3단계 연구에서는

KALIMER-600에 설치할 core catcher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에 고려되어
야할 안전요건을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core catcher 설계기준사고 및 해
석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액체금속로 안전성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HCDA 현상에 대한
분석의 불확실성 측면으로 인하여 KALIMER-600 설계에는 core catcher
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노심용융으로 인한 용융물 수집 및 냉각 장치의 다
양한 설치가 필요하다. KALIMER-600은 원자로 내에 core catcher를 설
치함으로써 방사능 물질의 원자로용기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심
용융물의 냉각에 유리한 풀형 원자로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노심
용융물은 소듐에 의한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냉각 되며 파손된 핵연료의 방
사능 물질은 원자로용기와 덮개로 구성된 격납용기 내에 잔류하게 된다.
풀형 액체금속로는 원자로용기 내에 남아있는 냉각재의 양이 루프형보다
많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냉각재 자연대류에 의한 용융물로부터의 열제거
가 용이할 뿐 아니라, 원자로 직경이 크기 때문에 노심 용융물을 용기 내에
분산 배치시키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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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에 설치될 catcher tray는 핵연료 및 노심이 용융되면
그 용융된 물질을 포획하여 주위의 냉각재에 의해 냉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tray로 구성되어 있다. Catcher tray는 소듐 냉각재에 잠겨 있어
외부와의 열전달에 의해 용융물을 냉각시키며, 노심 용융물 전부를 포획하
여서 tray에 넓게 분배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이
는 포획된 용융물의 두께가 커짐으로 인하여 tray나 기타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열적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또한 용융된 핵연료의 재임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소듐냉각 원자로는 최적의 반응도를 유지하
도록 노심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융노심이 국부적으로 뭉쳐지게 되
면 핵연료 밀도가 증가하여 재임계에 도달할 수 있다.

(1) Core catcher의 기능
사고완화계통에 속하는 core catcher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내 포집
- 노심 용융물의 미임계 형상 유지
- 노심 용융물의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
- 장기간 동안 지지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
Core catcher는 안전관련계통이므로 발전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core catcher와 관련된 구조물은 안전지진하중 (safe

shut-down earthquake, SSE) 동안이나 그 후에도 상기 안전기능을 유지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안전관련 설계요건
KALIMER-600 설계에 설치될 core catcher는 다음과 같은 안전요건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3.2.6-16은 core catcher 설계시 고
려되어야 할 주요 항목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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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catcher system은 전노심이 용융되는 가상적인 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포획 및 냉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열 및 기계적 관점
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catcher tray는 전 노심 용융
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tray plate에 형성되는 열적 구
배에 의한 열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노심 용융물과 tray 사이에 열
차폐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노심 용융물 전체를 catcher tray에서 포집할 수 있도록 tray는 충
분히 커야 하며, 포집된 용융물은 tray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서 국부
적인 재임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catcher tray 상단
에는 roof형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는 노심 용융물이 쉽게 퍼질 수
있도록 경사 각도를 가져야 한다.

- Catcher tray는 원자로용기 하단에 설치되어서 용융물이 노심으로
부터 tray까지 낙하하는 동안 냉각되는 기간을 증가시켜야 하며, 용
융물을 냉각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소듐 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자로 하단에 설치된 catcher tray는 용융물의 균일 분포에도 도움
을 준다.

-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용기와 core catcher 지지 구조물간의 직접적
인 접촉이 없도록 두 구조물간에 적절한 간극이 있어야 한다. 즉,

core catcher 지지구조물은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용기 하부의 유동
저항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열적 구배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 핵연료 용융물은 Core Catcher 주변에 있는 소듐에 의해 자연대류
로 냉각되어야 한다.

- Catcher tray 하단부에서 국부적인 소듐비등에 의해 증기막이 형성
되어 열전달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catcher tray의 기하학적 모
양이 설계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소듐의 순환유동을 증진시키는 구
조여야 한다. 용융물이 tray에 균일하게 널리 분포되면 자연순환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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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DA 사고후 열제거 기간 동안 노심 내부의 붕괴열은 붕괴열제거
계통 또는 다른 냉각계통에 의해 계속 제거되어야 한다.

- Catcher tray는 정상적인 냉각 운전이 형성된 이 후에도 장기간 동
안 구조물 관점에서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Catcher tray는 HCDA 초기단계에서 급격한 기포생성으로 인한 압
력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해석방법론
제안된 core catcher system 설계의 열 및 기계적 건전성을 증명하
기 위해서는 KALIMER-600에서 정의된 모든 사건범주의 가상사고시

catcher 및 관련 구조물의 손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core catcher의
거동해석은 최적계산방법을 사용하며 붕괴열제거계통을 포함한 발전소 상
태를 고려하여 초기사건을 설정한다. 노심 용융물의 냉각능력은 붕괴열제
거계통의 냉각성능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KALIMER-600의 피동형 붕괴
열제거계통에 대한 민감도 계산이 필요하다.

그림 3.2.6-16 Core catcher 설계시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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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신개념 설계목표 및 요건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목표를 만족하는 독창적인 개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개념 개발을 추진하였다. 신개
념의 설계목표는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으로 설정되었으
며, KALIMER-150 개념설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신개념 상위
설계요건은 표 3.3.1-1과 같다.
표 3.3.1-1 KALIMER-600 설계목표 및 상위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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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상세공정계획서 작성
공정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스템형 과제로 수행중인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3단계 연차
별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단
계 목표인 전략 핵심기술 개발 및 신개념 정립을 연구기간 내에 효율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공정계획은 3단계 연차별 RFP를
근간으로 설계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정 계획이다.

3단계 연차별 연구내용에 대한 상세 업무 및 일정을 각 세부과제별로 설정
하였고, 세부과제간 또는 동일 과제 내 세부 분야간 Interface 등을 정리하
여 과제연계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Logic

Network를 구성하였다.

그림 3.3.2-1 공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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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종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Web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합하
도록

하였다.

MS

SQL-Server7.0인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체계화하
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 계획의 RFP를 근간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세부과제별로 정리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단계
별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Monitoring 및 분산자료를 통합하여 연구결과
물을 공유하고 집중화하기 위하여 업무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연구지식기반시스템(Research

Knowledge-based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ㆍ안정성 : 연구 결과물의 일관성과 중복성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기술을 적용하였다.

ㆍ접근성 :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한 연구지식에의 접
근보장을 의미하여, 이를 위해 Internet Web Application을 기반으로 접근
하는 체계를 세웠다.

ㆍ보안성 : 연구결과물 품질 유지라는 측면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ㆍ매체의 다양성 : 연구 결과물의 단순한 문자에서부터, 이미지, 동영
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과제로서
1997년부터 총 3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
연구가 완료되었다. 각 단계 및 세부과제별로 생산된 설계자료 및 연구개
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Raw Data형태로 관리하여 File 형태로 Download
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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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는 과제계획서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여 각 세부과제 및 담당자 별로 과제 공정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부과제별 상호연계자료 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내 연구분야간에서의 연계 및 연구수행결과 예상되는 결과물들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결과물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발생예상시기 등 관리
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연계결과물 생산 및 제공계획을
확정, 정기적인 Monitoring을 통하여, 연구결과물을 문서관리 지침서에 맞
게 작성하여 File로 취합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Web 개념의 설계

Database에 포함시켜 필요시 Download할 수 있게 개발하였으며 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ㅇ 과제간 연계 데이터베이스: 세부과제간 결과물 연계를 위하여 과제
별로 생산결과물, 예정일, 생산결과물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
구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ㅇ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문서관리지침서를 적용한 연구결과물을 공유
하여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Down 받아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이다.

(2) 업무처리시스템 (IOC:Inter-Office Communication)
업무처리시스템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Monitoring을 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써,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간 자료 요청 및 업무 회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한 Internet

Web Application을 이용한 연구결과물 검증, 공유 및 전달 기능을 가진 웹
기반 결재시스템이다.
업무처리시스템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문서관리지침서에 따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 및 회신 시 이용한다. 세부과제간 설계 자료 또
는 검토 의견의 요청 및 제공 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세부과제
에서 생산된 연구개발 및 설계 결과물을 대과제 책임자 및 관련 세부과제
에게 송부하는 절차로 운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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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과제간 연계 데이터베이스

그림 3.3.2-3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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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Monitoring

그림 3.3.2-5 업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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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목표인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을 달성하였다.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
석 코드개발, HCDA 분석 전산체제 개발은 당초 목표대로 개발 및 개선하
였다. 또한 개발된 코드와 사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계통과도 안전해석,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HCDA 분석, 격납성능 분석, 과도시 원자로용
기내 3차원 열유동 현상분석 등 KALIMER-600 설계개념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개발 업무는 타 설계분야
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 목표별 주
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 비교계산을 통한 코드 검증 및
모델개선

∙ SSC-K/SASSYS-1 코드간
비교계산

∙ SSC-K 반응도모델 개선
안전해석 계통과도
전산체제 안전해석
개발

코드 개발

∙ 비교계산을 통한 신뢰도 평가
- 신개념 분석모델 개발
∙ 피동 안전계통 모델 개발
-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코드 SSC-K
고도화

∙ 설계변화에 따른 코드의 기능 및
적용성 확장

∙ 다양한 냉각재에 대한 해석능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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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3)
달성내용

달성도
(%)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모델
개발
∙ MATRA-LMR 모델분석 및 개선
∙ 유로폐쇄 분석을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 개발
+
Wire-wrap 모델 개발
+
난류혼합 모델 개발
+
열전도체 모델 개발
+
MATRA-LMR-FB의
수치해석기법 개발
+
전후처리 모듈 개발
- 내부 유로폐쇄코드 예비검증
-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방법론 개발

100

HCDA 분석
전산체제
개발

- 초기단계 분석코드 MELT-III 개선
∙ 정상상태 금속연료 성능모델 개발
∙ 과도상태 계산모델 개선
∙ 코드체계 구조개선
- 천이단계 분석코드 VENUS-II 개선
∙ 금속핵연료 상태방정식 개발

100

신개념
안전해석
기준 설정

- 과도 안전해석 기준 설정
- HCDA 분석기준 설정
- 격납성능 분석기준 설정

100

- 신개념 계통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
∙ 신개념 설계자료 평가 및 정상상태
분석
∙ ATWS 사고

100

-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 설계기준사고 해석
∙ 집합체 설계변수의 민감도 분석
∙ 집합체 출구영역 상세 열유동 해석
- 집합체 외부 유로폐쇄 현상분석

100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안전해석 코드 개발
전산체제
개발
(계속)

계통과도
안전성
안전해석
평가기술
개발
집합체
유로폐쇄
현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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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 신개념 격납성능 예비분석
∙ 사고시나리오 설정
격납성능
분석

∙ 방사선원항 및 방사성핵종
노심재고량 계산

100

∙ 격납용기내 열수력 거동 분석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계속)

∙ 누설 핵종량 및 피폭선량 계산
과도시
원자로용기

∙ UTOP

내 3차원

∙ ULOF

열유동
현상 분석

HCDA 분석
설계 목표
기술개발 설정
종합 및

상위설계요

데이터

건 설정

베이스
구축

- 사고시 풀내부 상세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

- 자연순환 현상분석
∙ ULOF
- 용융연료 노심내 분포분석
- 노심용융 에너지 방출량 분석

100

- 신개념 설계 목표 설정

100

- 신개념 상위설계요건 설정

100

- 상세공정계획서
- 문서관리지침서
-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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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술적 측면에서는 당해단계 연구결과를 차기단계 연구개발의 출발점
으로 활용하여 4단계 목표인 액체금속로 안전성평가 전략 핵심기술 확보에
활용하며, 확보된 기술은 Gen IV 국제 공동연구 참여시 국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피동 안전특성 추구를 통해 액체금속로의 고유 및 궁
극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대중이해를 향상
시키는데 활용한다.

또한 향후 액체금속로 혹은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

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국제공동개발 참여 등
으로 해외로부터 일괄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차원에서 엄청난 대가
를 요구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액체금속로 상용화 시대의 기술도입 비
용 절감 가능하다. 또한 우라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처분 방사성 폐기물량 감소를 통하
여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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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안전해석 전산체제 개발 분야에서는 유로폐쇄 사고시 핵연료 손상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TRA-LMR-FB 전산코드를 자체개발 완료하여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전산코드를 확보하였다. Applied Technology로 분류되어 미국외로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SASSYS-1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ANL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수행하여
계통과도 안전해석용 SSC-K 전산코드의 반응도 궤환모델을 개선하였고 계산결과 예측
정확도의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한 간접검증을 수행하여 SSC-K 1.3 version을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산화핵연료 HCDA 분석용 MELT-III 및 VENUS-II 전산코드의
금속핵연료 관련 모델 개발로 기본적인 KALIMER HCDA 분석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신개념 안전해석기준을 설정하였고, 신개념
집합체 내부 및 외부유로폐쇄 현상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드간 비교계산 및
방법론의 개선을 통하여 신개념의 핵심개념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 계산결과의
정확도가 정성적/정량적으로 개선된 해석결과를 제공하였다.
기술개발 종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에서는 세부과제간 연계를 고려한
공정개발, 기술개발 총괄 조정,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대과제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추구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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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MATRA-LMR-FB has been developed internally for the damage
prevention as well as the safety assessment during a channel blockage accident
and, as a the result, the quality of the code becomes comparable to that
developed in the leading countries. For a code-to-code comparison, KAERI
could have access to the SASSYS-1 through a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AERI and ANL. The study could bring into the reliability improvements both
on the reactivity models in the SSC-K and on the SSC-K prediction capability.
It finally leads to the completion of the SSC-K version 1.3 resulting from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de-to-code comparison.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a metal fueled LMR could also become possible with the MELT-III and the
VENUS-II, which had originally been developed for the HCDA analysis with an
oxidized fuel, by developing the relevant mode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the safety limits
have been set up, and the analys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nel
blockages in an assembly have also been performed. Besides, the more reliable
analysis results on the key design concepts could be obtained by way of the
methodology improvement resulting from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 study.
For an efficient and systematic control of the main project, the integr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data base have
been pursued. It has gon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rocess control with
taking account of interfaces among the sub-projects, the overall coordin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e data base for the design products, and so on.
Subject Keywords Liquid Metal Reactor, Safety Analysis, SSC-K, HCDA
(About 10 words) Analysis,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Preliminary Safety Analysis Criteria, KAL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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