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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 효과는 핵연료 연소 특성뿐만 아니라 노심 및 집합

체의 설계 형상, 집합체와 노심내부 구조물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반응도 궤환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단순계산 모형을 사용해 

왔는데, 모형의 단순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여한 보수성으로 인해 산화물연료 노

심 대비 상대적 장점이 되는 금속핵연료 노심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왔

다. 그러므로 향후 상세 반응도 궤환 계산 모형을 개발하여 기존의 분석모형에 포

함된 보수성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는 것은 경제성과 운

전성 측면에서 액체금속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초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반응도궤환 효과의 분석 모형을 상세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세 반응도궤환 모형 

개발 방안, 그리고 핵적 동특성 해석 코드와 열유체 해석 코드의 연계 방법 개발

방안을 설정하였다. 제시된 상세 반응도 궤환모형은 단기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모형이 완성되면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하는 기존의 SSC-K 

코드에 바로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보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전노심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를 연계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

구되는데, 통합된 계산 환경에서는 열유체 특성의 변화를 바로 반응도 궤환 효과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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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activity feedback effect of metallic fuel is determined by the fuel burnup characteristics, 

the configuration of core and fuel assembly, and the complicated interaction between the fuel 

assembly and core internal structures. Currently, a quite simple evaluation model is frequently 

applied for the reactivity feedback. The simple model usually induces some over-conservatism to 

compensate the simplification, which is an obstacle to take advantage of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metallic fuel over the oxide fuel. Therefore, to develop a detailed reactivity 

feedback model and to remove the over-conservatism in the existing simple model would be the 

foundation to strengthen the economic and operational competitiveness of a liquid metal-cooled 

fast reactor. In the present study,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tailed reactivity feedback 

model and the methodology to combine the spatial kinetics code with the thermal-hydraulic code 

have been set up, which are two prerequisites for the evaluation of the detailed reactivity 

feedback effect. The proposed detailed model is expected to be developed in short-term, thus, 

easily implemented in the SSC-K code. The development of the spatial kinetics code and the 

merging it to the detailed thermal-hydraulics code would be achieved in long-term, but finally 

minimize the uncertainty in the reactivity feedback evaluation by including the detailed thermal-

hydraulic information in the reactiv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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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3 년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가 제안한 IFR 프로그램은 EBR-II 에서 개발해온 U-PU-Zr 

금속핵연료를 최적의 핵연료로 선택하였다. 이전에는 금속핵연료의 월등한 중성자 효율과 

고연소도 능력이 장점으로 부각되었지만 IFR 개념을 통해 드러난 금속핵연료의 추가적인 

안전특성으로 인해 금속핵연료는 최근 신형원자로의 핵연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속핵연료의 고유 안전성은 1986 년 EBR-II 의 SHORT 시험을 통해 ATWS 사고시 원자

로 비상정지 없이 반응도 궤환 효과만으로 노심이 안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입증된 바가 있

다. 이러한 고유 안전성은 노심의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한 것인데 금속핵연료 노심은 금속

핵연료의 높은 열적 응답특성으로 인해 노심내부 구조물의 열적 변형에 의한 반응도 궤환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점은 KALIMER 가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산화물연료를 사용

하고 있는 JSFR 과 같은 노형에 비하여 상대적인 장점이 된다.  

이러한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 효과는 핵연료 연소 특성뿐만 아니라 노심 및 집합체 

설계형상, 집합체와 노심내부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한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원

자로의 운전과 시험등을 통하여 나타난 물리현상에 기반한 이론적인 계산모형을 구성하고 

그 계산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응도 궤환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단순계산 모형을 사용하여 왔으나 모형의 

단순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형에 보수성을 부여했어야 했으며 (권영민, 2002) 이로 인해 산

화물연료 노심대비 상대적 장점이 되는 금속핵연료 노심의 상대적인 장점이 적극 활용되지

를 못해 왔다. 그러나 반응도 궤환 현상을  상세 계산모형을 개발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기

존의 분석모형에서의 보수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안전 여유도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경제성이나 운전성 증진에 활용할 수 있어 KALIMER 의 경쟁력을 제

고시킬 수 있게 된다.  

 

궤환효과의 분석의 모형 상세화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한 방향은 노

심의 핵적 동특성 분석의 상세화이고 또 하나는 노심의 열유체적 거동 분석의 상세화이다.   

노심의 동특성 분석의 상세화는 노심 구조에서의 비대칭성이 커짐에 따라 그 효과는 더

욱 커지는 데 고속로의 노심의 경제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KALIMER 용량도 작은 크기가 아닌 600Mwe 의 노심이기에 동특성 분석 모형의 상세화 효

과가 커지게 된다. (수정이유: 추세는 필요성을 타당화 시키는 데에서 추세는 참고적인 의미

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함) 또한 고속로를 일부 핵종의 소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균

질 (heterogeneous) 노심을 택하는 설계 경우에도 역시 동특성의 분석의 상세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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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의 점근사 동특성(point kinetics) 코드는 국부적이고 비대칭적인 중성자 거동

을 모의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3 차원 동특성 코드를 사용하여 고속로의 과도 상태를 해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또. 비균질 노심에서는 고속중성자뿐만 아니라 열중성자의 거동 또

한 중요하므로 3 차원 전노심 동특성 코드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상세한 노심 열유체 모형을 포함하고 있는 계통해석 코드를 연계

시킴으로써 열유체 변수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국소적인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고려함으로

써 보다 정확한 과도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속핵연료 노심의 장점을 액

체금속로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심의 열유체적 거동 분석

의 상세화인 3 차원 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3 차원 동특성 코드는 일부 과도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과출력 사고

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어봉정지계통 (Rod Stop System) 등의 설계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지니는 궤환효과의 상세분석 모형 도입을 위해서는 노심의 핵적 특성

의 3 차원 분석과 열유체적 특성의 3 차원 분석 그리고 이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 중 열유

체적 3 차원 분석코드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노심의 핵적 특성 3 차원 분석코드는 현

재 정적 분석이 3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 특성 분석기능의 개발이 현재 원자력연

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년내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궤환 효과의 

상세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은 핵적분석 기능과 열유체적 분석 기능간의 연

계 코드간의 연계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연계 작업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한가지는 핵적 및 

열유체적 계산과 연계하여 반응도 궤환효과를 상세반영하는 상세 반응도궤환 모형 개발이며 

또 한 가지는 핵적분석 기능코드와 열유체적 분석 기능코드를 결합시키는 연계 방법의 개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주제를 중점으로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는 계통과도안전

해석 코드에 사용되는 보수적인 반응도 궤환 모형과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대체하기 위해 

핵연료봉, 노심 반경, 제어봉 구동축의 열적 변형에 기인한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의 개발 

방안 및 계통 열유체와 전노심 3 차원 동특성 연계 방법론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2. 상세분석 모형 도입의 기술적 문제점  

금속연료 노심의 상대적인 장점인 큰 궤환효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세 분석모

형의 도입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 즉 기술적인 극복요소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는 데 조사된 기술적인 극복요소는 다음과 같다.    

산화물핵연료는 액체금속 고속로의 운전 경험과 실험 연구를 통하여 핵연료 성능과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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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잘 파악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에 금속핵연료는 주

로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만 EBR-II 를 통하여 연구개발 되어 왔으므로 과도사고시 핵

연료 성능과 관련된 조사(irradiation) 데이터나 핵연료 용용시 핵연료의 노내 거동에 대한 데

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금속핵연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미국 내에서 

민감자료(Applied Technology)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모형을 거의 

개발할 수 없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목표인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에 대한 이론적인 계

산모형을 개발할지라도 그 계산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ALIMER-600 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계통과도안전해석 코드인 

SSC-K 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SSC-K 는 미국의 CRBRP 안전해석을 위해 브룩헤븐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한 SSC 를 KALIMER 설계에 맞게 수정한 코드이다. CRBR 은 산화물핵연료

를 사용하는 원자로이므로 KALIMER 안전해석을 위해서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모형을 

개발하였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부족한 자료로 인해 비교적 단순한 반응도 궤환모형을 사용

하고 있으므로 계산결과에 과도한 보수성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해석 계산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산모형에 포함된 보수적인 가정을 가능한 제거하여야 하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현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SSC-K 의 기존 계산모형에서는 복잡한 노심 구조물의 기하조건을 단순화시킨 조건에서 

중요한 물리적 변수들로써 상관관계를 만든 후 적절한 불확실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열적 

변형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참조 원자로에 대해 정확도가 조정된 계산모형은 비슷한 유형의 

노심 설계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설계의 경우는 적용범위를 초과하므로 비현실적인 

예측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물리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역학적인 계산

모형이 아닌 경우는 계산결과에 대한 보수성의 방향마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설계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물리현상에 기반을 둔 계산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미국 아르곤연구소와의 I-NERI 프로젝트인 소듐냉각로의 피동 안전

성을 최적화하는 과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르곤연구소의 액금로 및 금속핵연료와 관련된 

유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KALIMER-150 설계경험과 I-NERI 과제를 통해 축적된 지

식을 활용하여 금속핵연료 노심의 반응도 궤환 효과를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세모형

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본 연구에서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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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용 3 차원 동특성 및 계통 열유체 연계 코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속로에 

사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 변화와 열변형에 의한 핵적 단면적과 국소 반응도 변화

를 계산하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고속로용 전노심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

드의 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사항은 코드간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는 열유체 계산과 중성자 계산의 연계계산 진행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 격자 구성 방법과 시간 구간 설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연구 내용  

금속핵연료의 상대적인 장점인 큰 궤환효과의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궤환효과의 상세

분석 모형 도입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적 및 열유체적 계산과 연계하여 반응도 궤환효과를 

상세반영하는 상세 반응도궤환 모형 개발, 그리고 핵적분석 기능코드와 열유체적 분석 기능

코드를 결합시키는 연계 방법에 대한 개발방안 설정을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각 주

제별로 설명한다. 

  

3.1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 개발 방안 

 

개발 대상인 반응도 궤환 모형을 설정하는데 고려할 반응도 궤환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평가하기 위해 KALIMER-600 예비 안전해석 결과와 국외의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반응도 궤환 효과의 정확성 제고가 원자로의 안전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였다.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 효과는 핵연료의 연소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금속핵연료의 팽윤과 핵연료-피복관의 공정반응 및 기계적 상호작용

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소도가 핵연료봉 반경 및 축 방향 변화량에 미치는 데이터를 도

출하여 계산모형의 경계값과 적용영역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개발방안을 수립 하였다. 우선 사고

시 금속핵연료 노심의 반응도 궤환 특성 및 금속핵연 자체의 거동 특성에 대한 상세 조사를 

수행하고 각 반응도 모형에서 구조물의 열변형량을 결정하는 역학적 기구에 대해 시험 자료

나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였으며, EBR-II 의 반응도 궤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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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하여 SSC-K 코드에 포함된 계산 모형의 보수성 및 적용상의 제한을 평가하였다. 이

를 근거로 새로운 상세 반응도 모형의 기본 이론틀을 구성한 후 중요한 설계 변수와 계산 

변수들의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의 개발방안은 4 장에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다.  

 

3.1.1 금속핵연료 노심의 과도 사고시 반응도 궤환 특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반응도 궤환 모형은 노심 반경방향 열팽창 반응도 모형, 

핵연료 축방향 열팽창 반응도 모형, 제어봉 구동축 열팽창 반응도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금

속핵연료가 장전된 액체금속로의 과도사고 시 노심에 작용하는 반응도 궤환요소는 그림 3.1

과 같다. 핵연료 온도와 관련된 반응도는 도플러와 핵연료봉 축방향 반응도이고, 냉각재 온

도와 관련된 반응도는 소듐 밀도 변화 반응도,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그리고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이다.  

 

금속핵연료는 양호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핵연료의 열적 응답특성이 빠르므로 핵연료 

온도와 관련된 반응도 궤환은 매우 빠르다. 반면에 냉각재 온도와 함께 노심 구조물의 온도

가 변화하여야 비로소 그 영향이 나타나는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와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는 

비교적 느리게 효과가 나타나므로 과도사건 초기 수십초 내에 핵연료의 온도가 첨두치에 도

달하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핵연료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에 기여하는 영향이 작

다. 그러나 이들 반응도 궤환 효과가 시작되는 시간은 비록 느리지만 반응도 변화의 크기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노심의 열균형 측면에서 안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

다. 소듐밀도 반응도는 소듐의 열전달 특성이 뛰어나므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응도 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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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3.4 는 KALIMER-600 의 예비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SSC-K 코드로써 ATWS 해석

을 수행하여 얻은 반응도 궤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범 등, 2005). ATWS 사고는 원자

로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가 비상정지 되지 않는 다중사고로서 설계기준초과사고

에 해당하지만 전통적으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ATWS 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과도현상에 중점을 두므로 사고 후 10 분까지만 계산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림 3-2 는 비보호과출력사고(UTOP)에 해당되며 전출력 운전 중 제어봉 구동계통의 고

장 혹은 운전원 실수로 인해 제어봉이 2￠/s 의 삽입률로 15 초간 인출되어 총 30￠의 반응

도가 삽입되는 사고이다. 그림 3-3 은 유량상실사고 (ULOF) 시 노심으로 유입되는 펌프유량

이 상실되어 노심열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사고이다. 이 때 원자로 트립은 발생하

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IHX 를 포함한 중간열전달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림 3-4 는 

비보호열제거원상실사고(ULOHS)로서 IHTS 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 기능의 상실과 함께 

IHTS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열전달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사고이다.  

 

UTOP 은 제어봉 인출로 인한 반응도가 삽입되는 시간동안 출력이 계속 증가하므로 제어

Control Rod Drive 
Line Reactivity

Doppler 
Reactivity

Axial Expansion 
Reactivity

Sodium 
Reactivity

Radial 
Expansion 
Reactivity

Gas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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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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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액체금속로의 노심 반응도 궤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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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인출되는 마지막 싯점에 첨두 출력과 첨두 핵연료가 계산된다. 따라서 비교적 빠른 반

응도 궤환 특성을 갖는 도플러와 소듐밀도 반응도의 영향에 의해 사고 초기의 노심 안전성

이 좌우된다. ULOF 사고 초기에는 출력과 냉각유량의 불균형으로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므

로 사고초기에 도플러 반응도와 소듐밀도 반응도는 양의 값을 가지고 그 외의 반응도는 모

두 음의 값을 가진다. 소듐밀도 반응도 역시 시간이 경과하여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면 음

의 반응도 값을 가진다. ULOHS 는 능동 안전계통에 의한 열제거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므로 

노심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원자로용기 내에 저장되며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붕괴열은 

제거된다. 사고 초기에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출력이 일단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하면 이

후의 과정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장기냉각 단계이므로 일차계통은 열균형에 의해 완만

하게 변화한다.  

 

그림 3.2 –3.4 는 핵연료 및 냉각재의 핵적 특성에 의한 도플러 및 소듐밀도 반응도 궤환 

효과와 역학적인 열팽창에 의해 간접적으로 반응도 변화가 생기는 핵연료, 노심 반경방향, 

제어봉 구동축의 반응도 궤환 효과를 함께 비교하고 있다. UTOP 사고시 첨두 핵연료 온도 

발생 전에는 도플러 효과와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의 영향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그 이후부터

는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와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ULOF 사고 

초기에는 도플러와 소듐밀도 반응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와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의 영향이 나타나고 200 초를 경과해서도 이들의 영향은 여전히 크다. ULOHS

는 열제거 기능 상실과 함께 완만하게 반응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의 

영향이 가장 크며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의 영향도 200 초를 경과하면서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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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 ULOF, ULOHS 모든 사고에서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의 효과는 다른 반응도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일단 핵연료가 용융하게 되면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그 영향이 매우 커진다. 이 효과는 산화물핵연료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금속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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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ALIMER-600 UTOP 시 반응도 궤환 영향 

그림 3.3 KALIMER-600 ULOF 시 반응도 궤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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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안전 특성이므로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의 궤환현상을 실제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

다. 그림 3.2 - 3.4 에서는 핵연료가 용융하지 않았으므로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 계수가 작게 

계산되었지만 금속핵연료의 연소 특성 시험결과를 검토한 3.1.2 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5 는 CRIEPI 가 개념 설계한 1000 MWe 소듐냉각 액체금속로의 UTOP 사고시 반응

도 궤환 영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10 초간 노심에 3￠/s 의 삽입률로 양의 반응도를 부과하였

으므로 사고조건이 KALIMER-600 보다는 더 가혹하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와 제어봉 구동

축 반응도의 영향이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CRIEPI 의 반응도 계산모형에 대한 정보가 없

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림에 의하면 그리드판에 대한 반응도 효과와 노심 반경방향 반

응도 효과를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KALIMER-600 에서는 이 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

고 있으므로 그림 3-5 에서 두 효과를 더하면 그 경향이 KALIMER-600 과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의 영향과 더불어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의 영향이 역시 크게 나

타나고 있다.  

KALIMER-600 과 CRIEPI 1000 MWe 개념 원자로의 ATWS 해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자

로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형적인 비보호과도사고 (ATWS) 조건에서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환 효과 역시 비교적 크

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들 반응도와 더불어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는 도플러나 

소듐밀도 반응도와 같이 핵적 특성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의 열적 변형에 

의해 간접적으로 반응도가 변화하므로 공통적으로 역학적인 열변형량 계산에 불확실도가 많

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HCDA 초기 단계에서는 핵연료 용

융 시 음의 반응도 궤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계산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반응도 궤환 효과의 정확성 제고가 금속핵연료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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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KALIMER-600 ULOHS 시 반응도 궤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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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금속핵연료의 과도 사고시 특성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에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봉, 핵연료 다발 및 집합체 덕

트는 재질의 물성치 변화를 겪는다. 우라늄-238 은 플루토늄으로 핵변환되며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봉 내에 축적된다. 핵연료봉, 핵연료 집합체뿐만 아니라 노심내부 구조물 역

시 중성자 조사손상에 의해 재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등이 변화한다. 그러나 열적 크

리프, 핵연료-피복관 공정반응, 소듐 부식 등에 의한 피복관 재질 저하는 연소도 보다는 온

도나 조사시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연소도가 높아지면 연료 조성 및 반응도가 변화하며 핵분열생성물 축적에 의해 핵연료봉

의 열전도도가 저하된한다. 고체 및 기체상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해 핵연료심이 팽창하면서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많은 부분이 핵연료봉 상부플레넘으로 방출된다. 고연소시 세륨(Ce), 

니오디움(Nd) 등은 핵연료-피복관 공정반응을 촉진시킨다.  

 

피복관이나 집합체 덕트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기포 팽윤때문에 치수 및 미세구조적 변

화를 겪는다. 노심 내부에서 중성자속 또는 온도 구배로 인한 팽윤률 차이는 구조물의 벤딩 

(bending) 또는 휨 (bowing) 현상을 야기한다. 응력과 변형률이 낮은 조건에서는 재료의 열적 

크리프보다는 조사 크리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변형률이 커지면 재료의 경화현상에 의

해 연성(ductility)이 감소된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속핵연료는 노내 연소기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및 집합체 덕트의 손상기구는 기계적 손상과 화학적 손상으로 나누어 진다. 기계

적 손상의 원인은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플레넘의 압력 증가 및 핵연료-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한 피복관 변형 증가, 집합체 덕트의 휨 및 유동에 기인된 진동마모 등이 있

다. 화학적 손상으로는 연료심-피복관의 성분 원소의 상호확산에 의한 공정반응, 냉각재 부

식에 의한 피복관 감육이 있다.  

 

3.1.2.1 금속핵연료의 열적 특성 

 

순수 플루토늄을 고속로 핵연료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고속로의 특성성 폐쇄 연료사이클

을 채택하므로 원자로 운전시간이 증가할수록 플루토늄의 양은 많이 축적된다. 금속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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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주성분인 우라늄은 핵연료 조사상태에 따라 고체상 (solid-state phase)이 미세구조 측

면에서 변화하며, 이러한 재질의 구조적인 변화는 핵연료의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금속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핵연료 성분인 U 와 Zr 이 반경방향으로 이동하여 재 분포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열전도율이나 기계적 특성치가 변한다. 연소도가 증가하면 연료심 내

의 핵분열생성물 축적으로 인해 연료심의 열전도도는 감소한다. 금속핵연료는 초기에 급격

히 팽윤하여 연료심 내에 기공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 기공들은 기체 핵분열생성물로 채워진

다. 기공에 의해 연소된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새 연료일 경우보다 최대 약 50% 수준까지 

감소한다. 초기의 자유 팽윤단계 동안에 충진소듐은 핵연료봉-피복관 간극으로부터 기체 플

레넘으로 밀려나게 된다. 핵연료심 팽윤이 계속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포들이 상호 연결되면 

연료심 내의 핵분열기체는 플레넘으로 방출되고, 최대 팽윤점 근처에서 플레넘에 위치하던 

충진소듐은 균열된 틈과 상호 연결된 기포를 통해 연료심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 소듐의 열

전도도는 핵분열기체보다 매우 크므로 연료심의 열전도도는 상당히 회복하여 새 연료의 약 

70% 수준에 도달한다.  

 

금속핵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거동은 연료봉의 희석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으

로 75% 이하의 희석밀도에서는 연료의 성분에 관계없이 연소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사한 

기체 방출거동을 보인다. 초기 약 0.5% 연소도까지는 기체방출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를 

거치며 그 이후 약 2%의 연소도에 급격한 기체방출 거동을 보여 핵분열기체 총생성량의 약 

60%가 방출된다. 2% 이후의 연소도에서는 기체가 점진적으로 방출되며 약 20%의 연소도에

서 80%의 핵분열기체가 방출된다 (Pahl, 1990). 금속핵연료는 연료심 내부에 많은 핵분열기

체 기공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소성적 변형특성을 가지므로 고연소도에서 핵연료와 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을 경감시켜 노내 건전성을 향상시킨다. ˜2 at.% 연소도에서 연료심이 피복

관과 접촉되어 생기는 연료심-피복관의 마찰력 때문에 연료심의 축방향 성장이 억제된다.  

 

3.1.2.2 금속핵연료의 기계적 특성 

 

금속핵연료의 핵연료심과 피복관 경계면에서의 핵연료-피복관의 화학적 상호반응 (FCCI, 

fuel clad chemical interaction)은 금속핵연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FCCI 에 의한 공

정반응 (eutectic)은 여러 종류의 합금 원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다원소 

확산 문제이다. FCCI 가 금속핵연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를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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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노외 확산실험과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FFCI 의 첫번째 영향은 피복관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핵연료-피복관 경계영역에 공정반응을 일으켜 상대적

으로 저융점 물질을 형성시켜 피복관의 두께를 감육시키는 것이다. FCCI 에 의한 용융문제는 

원자로가 정상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나 고온 과출력 상태에서는 

금속핵연료의 성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액체금속로 핵연료봉의 피복관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

한 플레넘의 압력 증가, 핵연료 팽윤에 의한 핵연료-피복관 기계적 상호작용, 고온 고압하에

서 장기간 운전할 때 나타나는 피복관 재료의 크리프 현상, 중성자 조사에 의한 피복관 팽

윤 등을 들 수 있다. 피복관 변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연료봉의 설계변수는 희석밀도와 

플레넘의 크기이다. 

 

U-Pu-Zr 를 포함한 여러 금속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축방향 팽윤 실험결과가 그

림 3.6 에 나타나 있다 (Hofman, 1997). 실험에 사용된 모든 핵연료는 EBR-II 에서 조사된 연

료이고 초기 희석밀도는 거의 비숫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금속핵연료는 초기 연소도에 급격

한 팽윤이 발생하며 일정 연소도에 도달한 후로는 증가율이 매우 낮아진다. 대부분의 축방

향 팽윤은 핵연료와 피복관이 접촉하는 약 1 at.% 이내의 낮은 연소도에서 일어나지만, 이 

시점을 지나면 연료 팽윤률은 피복관의 억압에 의해 급격히 줄어든다. 금속핵연료는 비등방

적으로 팽윤하는 특성이 있어 핵연료심이 피복관에 접촉하기 전까지는 반경방향 팽윤속도가 

축방향에 비해 2 배 정도 크다.  

 

마르텐사이트 강인 HT9 은 16 at.% 고연소도에서 축방향 변형율은 오직 1% 정도이며, 이 

때 핵연료의 희석밀도는 초기 75%에서 약 85%로 변한다. 이 연소도에서는 저 팽창율의 재

질일지라도 외관상 핵연료와 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피복관 크

리프 변형은 오로지 플레넘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금속핵연료의 경우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한 피복관의 외경변화는 플레넘 가스 압력에 의한 크리프 변형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가 피복관과 접촉할 시점에서는 연료심 합금은 구멍이 뚫린 스폰지 

같은 압축특성을 보여서 연료심의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3.7 은 U-10Zr 금속핵연료와 HT9 피복관으로 구성된 핵연료봉의 EBR-II 조사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4 % 연소도까지는 그 변형량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

지만 그 이후의 연소도부터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 이는 14% 연소도까지는 핵분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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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에 의한 플레넘 압력 증가가 변형의 주요 원인이지만 그 이후의 연소도에서는 고상 핵

분열생성물의 축적에 의해 연료심 내의 열린 기공들이 막히게 되어 결국 FCMI 에 의한 경

계 압력의 증가로 인해 변형량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3.7  EBR-II 시험결과, U-10Zr/HT9 핵연료봉의 연소도에 따
른 피복관 변형 

그림 3.6. 연소도 변화에 대한 금속핵연료 축방향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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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금속핵연료의 과도사고 시 특성 

 

미국의 아르곤연구소와 웨스팅하우스사는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속핵연료에 대한 

과도상태의 거동을 규명하고 전산코드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금속핵연

료 관련 개별적인 모형 검증을 위해서 분리시편을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연

료봉의 노내거동 규명 및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노내 시설인 TREAT (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와 EBR-II 원자로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 중 반응도 궤환 

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986 년 금속핵연료를 장전한 EBR-II 에서 ULOF, ULOHS 두 가지 경우의 ATWS 사고에 

대한 실증시험 결과, 원자로가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서 스스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놀라

운 결과를 보였다. 모든 경우에서 원자로의 비상정지 작동 없이 음의 반응도 작용에 의해 

출력이 스스로 안정되었으며, 측정된 과도온도 및 평형온도가 연료 건전성 및 원자로 안전

을 위한 허용온도보다 낮았다.  

 

TREAT 에서 수행된 UTOP 시험에서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낮게는 2 ~ 3 %에서 높게는 

~ 20 %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핵연료심 자체의 열팽창에 의한 효과인 ~ 1% 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며 이는 초기에 핵연료심 내에 갖혀 있던 핵분열기체의 팽창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과출력 운전상태에서 핵연료심의 온도가 융점을 초과하면 연료의 핵분열생성물 가

스기포가 합체-팽창하고, 용융한 연료는 축방향으로 팽창한다.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출력

이 정상출력의 약 4 배 이상이 되면 관찰되었다. 이때 축방향 팽창율은 U-Zr 과 U-Pu-Zr 연

료의 경우에 약 2-4 % 이였다. 용융연료 축방향 팽창은 노심 전체의 연료 밀도를 낮추므로 

큰 음의 반응도를 주기 때문에 고유 안전성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융물 팽창현상

은 연료가 용융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핵연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집합체에 미치는 여러 하중들, 열팽창, 조사 크리프, 주변 집합체 덕트간의 기계적 상호

작용은 동시에 일어났다. 순수한 기공 팽윤(void swelling)에 의한 집합체 휨은 온도 및 중성

자속 구배에 따라 균일한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지만,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는 핵연료봉 및 

집합체 덕트간의 기계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심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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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환경에서 집합체 덕트의 팽윤현상은 핵연료봉 피복관에서 기공 형성에 의해 팽윤이 발

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상당한 집합체 덕트 팽윤이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집합체 덕트 팽윤이 피복관 손상보다 오히려 노심 수명을 제한할 수 있다. 핵연료봉의 

반경 방향 팽창은 덕트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집합체 덕트 자체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에 의해 휨 및 팽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1.3 역학적 변형에 의한 반응도 궤환의 물리적 현상 

 

열적 부하로 인해 집합체 또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이 열변형하면 그로 인해 반응도 변화

가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핵연료봉 축방향 반응도,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와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시험 결과와 이들 현상의 해석모형이 포함되어 있는 SAS4A 

전산코드 (Cahalan et. al., 1994, 2002)를 참조하여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기존 SSC-K 전산코드 

(권영민, 2002)에 포함되어 있는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의 보수성을 분석하였다. 상기 계산모

형의 개발 방안은 기존 SSC-K 코드의 변수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계산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현상적인 시험결과나 EBR-II 의 반응도 궤환 모형을 참조로 하

여 SSC-K 코드에 포함된 계산 모형의 보수성 및 적용하는데 제한성을 평가하였다 

 

3.1.3.1 핵연료봉 축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 

 

(가) 핵연료봉의 축방향 열팽창 현상 

 

금속핵연료는 온도가 증가하면 쉽게 열팽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력이 변화하

는 과도상황에서 도플러 반응도와 더불어 금속핵연료의 열적 변형은 빠른 반응도 궤환 효과

를 나타낸다. 금속핵연료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고에너지 분포화(경화,hard)하여 도플

러 반응도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이런한 단점을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가 보완할 수 있다. 

산화물핵연료는 고연소도에서 균열로 인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핵연료 축방

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하는데 불확실도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산화물핵연료의 경우 신속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보다 도플러 반응도

의 영향에 더 의존한다. 금속핵연료의 빠른 열응답 특성은 비정상 과도상태에서 피동적인 

노정지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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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이 충진된 금속핵연료봉은 연소 초기에 핵연료심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피복관에 밀

착되어 양호한 열전달 특성을 나타낸다. 적절한 희석밀도로 설계된 금속핵연료봉은 초기 핵

연료심의 큰 열팽창을 수용하고, 핵연료-피복관 밀착 후에는 금속핵연료가 피복관보다 유연

한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큰 응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금속핵연료

봉의 축방향 팽창은 온도뿐만 아니라 연소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U-Pu-Zr 으로 구성된 

삼원 금속핵연료는 그림 3.6 에서 보듯이 비교적 초기인 2 ~ 3% 연소도에서 팽창하여 HT9 

피복관과 접촉하게 되면, 핵연료봉의 팽창은 열팽창계수가 핵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피

복관의 팽창에 의해 제어된다. U-Pu-Zr 핵연료와 HT9 피복관의 선팽창계수는 각각 2.01x10-5 

와 1.4x10-5 C-1 이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연소도가 1.9 ~ 5.3%에 도달하면 핵연료봉의 축방향 

팽창량은 4%에 이르고 핵연료가 용융하는 경우는 20% 이상까지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심의 반경방향 팽창은 핵연료봉 내에 구속되어 그 팽창량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한 

반응도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핵연료 영역의 높이를 증가

시켜 반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가 축방햐으로 팽창하면 노심 핵연료의 표면적이 증가

됨으로써 유효 밀도가 감소하는 효과와 중성자 누설확률이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 음의 반응

도가 궤환된다. 반대로 핵연료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양의 반응도가 궤환된다. 이 때 핵연

료의 축방향 팽창은 중성자의 축방향 누설율보다는 반경방향 누설율을 증가시킨다. 핵연료

봉의 축방향 열팽창 기구는 핵연료와 피복관의 기하적인 구속조건에서 온도뿐만 아니라 연

소도의 함수이지만 일반적으로 온도만의 함수로 단순화하고 연소도의 영향은 계산모형의 적

용영역을 제한하는데 사용한다. 핵연료가 축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최대길이는 핵연료심

이 피복관 내부에서 자유팽창할 때의 값이다.  

 

(나)  SSC-K 계산모형 

 

SSC-K 는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계산모형을 사

용하고 있으며 이 모형은 SSC-K 의 참조 코드인 SSC (Guppy et al., 1983)에 포함되어 있던 계

산모형이다.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접촉여부와 무관하게 핵연료심이 피복관 내에서 자유 열

팽창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열변형량에 불확실도 계수를 곱함으로써 핵연료의 실제 변위차

를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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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심의 축방향 팽창은 유효 핵연료 영역의 축방향 길이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밀도는 

감소시킴으로써 반응도를 가소시킨다. 따라서 핵연료 축방향 팽창에 의한 반응도 ρAX 는 소

듐밀도 반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다.  

 

*  AX
JK JK

JK

C Nρ = ∑
                                                    (3-1) 

 
여기서 CJK 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코드 입력으로서 K 번째 챈널(집합체)의 J 번째 축방향

노드의 단위 질량당 반응도 계수이다. N*
JK 는 JK 노드에서 밀도 변화로 인해 사라진 유효 질

량이며 핵연료 온도의 증가시 축방향 길이 변화의 아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0 0  [1   (  -  )] F F
JK JK JK JKZ T T Zα= +                                         (3-2) 

 
α 는 열팽창계수 (K-1) 이며, TF

JK 는 부피 평균한 핵연료심 온도이다. 하첨자 0 는 초기값

을 뜻한다. 길이 팽창 전후의 핵연료 질량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핵연료 축방향 길이가 증가

한 만큼 그 밀도는 감소한다. 다음 관계식에서 Z 는 핵연료의 축방향 길이이다. 

 

0 0      JK JK JK JKZ Zρ ρ=                                                 (3-3) 

0
0 0

0

( )  -      
1 ( )

F F
JK JK

JK JK JK F F
JK JK

T T
T T

αρ ρ ρ
α

 −
=  + − 

                                 (3-4) 

 
핵연료심이 팽창하기 전의 초기 핵연료 부피 V0JK 에 열팽창 전후의 밀도 차이를 곱하면 

JK 노드에서 밀도 변화로 인해 배제된 핵연료 질량 NJK 를 구할 수 있다. 

 

0 0

0
0 0

0

  (  -  )  

( )        =   
1 ( )

JK JK JK JK

F F
JK JK

JK JK F F
JK JK

N V

T TV
T T

ρ ρ

αρ
α

=

 −
 + − 

                                     (3-5)  

 
JK 노드에서 실제로 없어진 핵연료의 질량 N*

JK 를 e (NJK) 로 나타내면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 반응도는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상수 e 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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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수와 같은 입력 변수이다. 

 

     AX
JK JK

JK

e C Nρ = ∑                                                (3-6) 

 

JK 노드에서 배제된 핵연료 질량은 결국 핵연료 축방향 팽창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중성자 누설율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역학적인 축방향 열팽창과 관련된 불

확실도와 팽창된 핵연료의 반응도 효과와 관련된 불확실도를 통합하여 상수 e 로서 처리하

고 있다. 현재 SSC-K 에서는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계수 CJK 를 전 노심이 균일하다는 가정

하에 섭동이론 (perturbation theory)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즉, 핵연료 영역을 축 방향으로 일

정 노드로 나눈 후, 각 노드에서의 반응도 계수를 계산한다.  

 

SSC-K 의 핵연료 반응도 계산모형은 핵연료심만의 온도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기하적

인 구속조건이 없는 자유팽창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KALIMER-150 

에서 사용한 보정계수 e 의 값은 0.3 이며 필요에 따라 이 값을 보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

고 있으므로 축방향 반응도 계산모형은 매우 큰 불확실도를 포함하고 있다. 참조계산과 비

교를 통하여 이 보정계수를 조정하여 사용하지만 때로는 보수적인 계산결과를 보장하기 위

해 과도하게 왜곡된 보정계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조설계와 크게 다른 원자로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예측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3.1.3.2 제어봉 구동축 열팽창 반응도 궤환 

 

(가)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 현상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팽창으로 인한 노심 반응도 궤환 영향은 다른 반응도 궤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과도사고의 초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

다. 액금로의 제어봉 구동축 (CRDL, Control Rod Driveline)은 그림 3.8 과 같이 원자로용기 상

부헤드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온풀 온도가 기준 온도 보다 높아지면 제어봉은 초기 위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심 내부에 깊게 삽입되고 반대로 기준 온도 보다 떨어지면 노심 내부에

서 인출되어 반응도를 변화 시킨다. 한편 노심은 원자로용기에 용접 또는 기계적인 구속방



 20

법에 의해 체결된 노심지지배럴 (core support barrel)에 의해 일정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원자로용기와 함께 노심하부 구조물의 상대적 열변형에 의해 노심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봉 구동축뿐만 아니라 노심을 지지하는 원자로용기와 노심내부 구조물의 

상대적인 변위에 의해 제어봉의 노심 내 위치가 결정된다. 

 

제어봉 구동축은 원자로용기 상부 플레넘에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노심에서 방출

되는 냉각재가 중간열교환기(IHX) 입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냉각재 중 일부만이 제어봉 구

동축과 접촉하여 열전달이 일어난다. 원자로가 가열되는 과도사고 조건에서는 노심 출구 냉

각재 온도가 기준 온도에 비해 상승하므로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에 의해 음의 반응도 효

과가 나타난다. 원자로 과도상태에서 반응도 궤환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심에 

궤환되는 반응도 크기뿐만 아니라 반응도 궤환이 나타나는 시간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노심 출구에서 방출되는 적은 유량이 대규모의 고온풀로 방출되어 서로 혼합하

는 현상은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 변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므로 노심출구에서 방출된 제트

류가 제어봉 구동축을 따라 흐르면서 국부적으로 열전달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모의할 수 있

어야 한다. 

 

 

CRDL

그림 3.8 제어봉구동축 반응도모형에서 노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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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와 노심지지 하부 구조물의 열변형이 노심 위치를 변경시키는 영향은 서로 반

대 방향이다. 즉, 저온풀의 온도가 증가하여 원자로용기가 열팽창하면 노심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 오지만, 노심지지 하부 구조물이 열팽창하면 노심의 위치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게 된

다. 원자로 과도사고 시 열변형에 의한 노심의 공간 위치는 두 구조물의 상대적인 변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의 기하적인 구속조건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저온풀 내에서 온도 변

화는 고온풀에 비해 작으므로 고온풀의 온도분포 정보가 더 중요하다.  

 

(나)  SSC-K 의 계산모형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제어봉 구동축에 대한 열균형 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  -  )crcr
cr cr cr Na cr

dTMCp h A T T
dt

=                                         (3-7) 

 
여기서  

 crMCp = 제어봉 구동축의 열용량, J/K 

 crT =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 K 

   t  = 시간, sec 

 crh = 제어봉 구동축과 냉각재간의 열전달계수, W/m2 K 

crA = 열전달 면적, m2 

 cr
NaT = 제어봉 구동축과 접촉하는 고온풀의 소듐온도, K 

 

위의 식을 시간에 관해 차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crcr cr
cr cr cr Na cr

T t T t tMCp h A T t T t
t

∆
=

∆
                        (3-8)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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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crcr cr
cr Na

cr
cr

cr cr

cr

t h AT t t T t
MCpT t t h A

MCp

∆
∆ +

=
∆

+
                              (3-9) 

 

위 식에서 )(tT Cr
Na 는 고온풀에서 제어봉 구동축과 접촉하고 있는 소듐의 온도이다. SSC-K

는 노심출구 제트유동의 관통거리를 기준으로하여 고온풀을 그림 3.9 와 같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상부영역의 온도 TA, 하부영역의 온도 TB 를 각각 구한다. 따라서 )(tT Cr
Na 은 제트유동

의 관통거리에 비례하여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

)()(
)(

)(
)(

)( tT
tH

tZtH
tT

tH
tZ

tT A
j

B
jcr

Na

−
+=            (3-10) 

여기서 

( )jZ t = 노심출구 제트유동의 평균 고온풀 관통거리, m 

 ( )H t = 노심출구에서 고온풀 액위까지의 거리, m 

( )AT t = 고온풀 상부영역 A 의 온도, K 

( )BT t = 고온풀 하부영역 B 의 온도, K 

 

정상상태 조건에서는 고온풀과 내부의 구조물이 온도평형을 유지할 것이므로 고온풀의 

두 영역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제어봉 구동축 역시 소듐 냉각재 온도와 같다. 정상상태에서

의 고온풀 온도를 Tcr(0) K, 이라고 하면 제어봉 구동축의 정상상태 시 제어봉 구동축의 초기 

길이는 다음과 같다. 

 

0   1  ( (0) -  )ref ref
cr cr cr cr crZ Z T Tα= +                                       (3-11) 

여기서 
0
crZ = 정상상태에서 제어봉 구동축의 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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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crZ = 기준 온도(제작 온도)에서 제어봉 구동축의 길이, m 

crα = 제어봉 구동축의 선팽창계수, K-1 

 ref
crT = 제어봉 구동축의 기준 온도, K 

 

과도상태시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은 온도 차이가 구동력이다.  

 

[ ])0()()( 0
crcrcrcrcr TtTZtZ −=∆ α  (3-12) 

 

한편, 원자로용기의 열균형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 vs
vs

Navsvs
vs

vs TTAh
dT
dTMCp −=                                         (3-13) 

 
여기서 

vsMCp = 원자로용기의 열용량, J/K  

WC

Zone A

Zone B

z
to

p

zb
o
t

Zj

m3

m
1

m2

TA EA

TB

EB

TC EC

H

Tg

Core outlet

IHX
inlet

그림 3.9 SSC-K 의 고온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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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T = 원자로용기 온도, K 

vsh = 원자로용기와 냉각재간의 열전달계수, W/m2K 

vsA = 원자로용기와 냉각재간의 열전달 면적, 2m  

vs
NaT = 원자로용기와 접촉하는 냉각재의 온도, K 

 

식 (3-13)을 Tvs 에 관해서 정리하면, 

 

vs

vsvs

vs
Na

vs

vsvs
vs

vs

MCp
Aht

tT
MCp

AhtttT
tT

∆
+

∆
+∆−

=
1

)()(
)(                                     (3-14) 

 

여기서 )(tT vs
Na 는 원자로용기와 접촉하는 소듐 냉각재의 온도로서 저온풀의 평균온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상태 조건에서는 열평형을 이루므로 원자로용기와 저온풀의 온

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원자로용기의 초기 길이는 다음과 같다. 

 
0 {1  ( (0)) ( (0) -  )}ref ref
vs vs vs vs vs vsZ Z T T Tα= +                                 (3-15) 

여기서 
0
vsZ = 정상상태에서 원자로용기 길이, m 

ref
vsZ = 기준온도에서 원자로용기, m 

vsα = 원자로용기의 선팽창계수, K-1 

      ref
vsT = 원자로용기의 기준 온도, K 

 

과도상태 시 원자로용기의 열변형량은 다음과 같다. 

 

0 0( ) -  vs vs vs vs vsZ Z T t Tα∆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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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내부에서 제어봉 구동축의 실제 열변형량은 식(3-12)와 식(3-16)의 차이며 이로 인한 

제어봉 구동축의 반응도 궤환량은 아래 식 (3-18)과 같다. CRC 은 노물리 계산에서 제공되는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환 계수이며 단위 길이당 /k k∆ 이의 단위를 가진다. 

 

 - cr vsZ Z Z∆ = ∆ ∆  (3-17) 

 
 CR CRC Zρ = ∆                                               (3-18) 

 

SSC-K 의 제어봉 구동축 열팽창 모형은 제어봉 구동축이 위치하는 고온풀의 평균 온도

와 원자로용기와 접촉하는 저온풀의 평균온도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SSC-K 는 일

차원 열유체 계산코드이므로 고온풀의 공간적인 온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수 없다. 

특히 풀형 원자로에서는 과도사고시 원자로의 열적 관성 (thermal inertia)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고온풀로 설계하므로 고온풀 내의 온도 구배가 크게 나타난다. SSC-K

전산코드의 원형인 참조코드 SSC 는 루프형 원자로인 CRBR 를 모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

로 일차원적 계산으로도 작은 부피의 고온풀 열유체 특성을 모의할 수 있지만 풀형 원자로

에서는 상세한 고온풀 열유체 계산이 필요하다.  

 

현재 SSC-K 에서 채택하고 있는 두 영역 고온풀 모형은 노심출구 제트류의 고온풀 관통

거리에 의해 고온풀을 비록 두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을 상세

히 계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어봉 구동축 주변의 냉각재 온도 분포를 계산할 수 있

는 열유체 모형을 개발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 계산과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3.3 노심 반경방향 열팽창 반응도 궤환 

 

3.1.1 에서 금속핵연료 노심의 ATWS 사고시 안전성 측면에서 반경방향 팽창에 의한 영향

이 가장 우세하다고 파악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상세 계산모형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팽창 현상에 대한 시험이나 운전 데이터 등의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마저 국내에서는 수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노심 반경방향 열

팽창량을 정량화하는데 많은 불확실도가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안전해석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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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반응도궤환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

도 궤환은 과도사고 시 음의 반응도를 삽입하여 노심 안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반응도 궤환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그 영향

을 저평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기간 동안에는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의 현상 이해 및 계산모형 개

발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현상과 관련된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수준과 FFTF 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ANL 은 FFTF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SAS4A 의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모형 (Wigeland, 1986)을 개발하였는데 자세한 내

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계산모형의 개념은 참고문헌 (Wigeland, 1987; Hill and Wigeland, 

1988)에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기술적인 관점

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엿다. 

 

(가) 노심 반경방향 열팽창 현상 

 

금속핵연료의 조사시험 결과에 의하면 금속핵연료의 비등방성 특성으로 인해 초기 연소

도에서 핵연료심의 반경방향 팽창은 축방향 팽창보다 2 배나 빨라서 핵연료심과 피복관은 

곧 접촉하게 된다. 핵연료심이 피복관에 접촉하고 나면 피복관의 억제효과로 인해 더 이상

의 반경방향 팽창이 불가능하므로 핵연료가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므로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은 핵연료 온도 보다는 냉각재 온도에 의한 노심지

지 구조물의 열변형에 의해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은 노심의 반경 방향 바깥으로 갈수록 감

소하므로 노심 중심에 위치한 집합체는 외곽의 집합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열팽창율이 상

대적으로 크다. 같은 이유로 단일 집합체 덕트에서도 노심 중심측에 가까운 벽면이 반대측 

벽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노심 중심측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변형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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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모형에서 노심 반경방향 팽창은 원자로 노심의 반경방향 치

수의 변화를 의미하며, 노심의 기하적 변형 결과로 인해 반응도 궤환이 수반된다. 그림 3.10

은 노심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체의 반경방향 휨 현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과 같

이 그리드판에 수직으로 체결된 집합체가 과도사고시 그림의 우측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 

인접한 주변 집합체와 노심구속 구조물간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노심의 경계가 바깥으로 휘

어지면 노심의 중성자 효율을 저하시킨다. 얇은 두께의 집합체 덕트는 열용량이 작고 집합

체 덕트의 기하적인 휨 현상이 핵연료 영역 내 또는 상부에서 발생하므로 집합체 휨 현상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과도사건 시작 후 수초 내에 발생하는 빠른 응답특성을 가진다. 

노심의 부피가 열팽창하여 추가적으로 증가된 소듐 냉각재의 중성자 방사포획 영향과 유효

연료 영역의 표면이 증가함으로써 중성자 누설율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인해 노심에 음의 반

응도가 궤환된다.  

 

노심 반경방향 팽창의 구동력은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온도 변화나 또는 온도 구배

의 변화는 집합체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화시키고 노심을 둘러싼 주변 구조물의 기하적 

치수를 변경시킴으로써 결국 노심의 반경방향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이와 관련된 현상을 전 

노심 차원에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집합체간의 above core 

load pad (ACLP)의 마찰력과 변형만을 고려하여 노심 반경방향 팽창의 열적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액금로 노심 설계에 따라 집합체의 형상과 노심 구조물의 기하적 형상이 다를 수 있

Grid Plate

Core Former Ring
Core Support Barrel

Active
Core

ACLP

TCLP

Off Power On Power

그림 3. 10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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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반적인 열팽창의 원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ㄱ) 온도효과 

 

KALIMER-600 노심에 장착되어 있는 집합체는 육각형의 덕트 모양이며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핵연료봉이 위치하고 있다. 집합체의 최하단인 nosepiece 는 노심지지판 (core support 

plate) 또는 그리드판 (grid plate)에 설치되어 있는 receptacle 에 꼭 끼워져 있지만 축방향으로

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팽창할 수 있다. 그리드판의 receptacle 과 집합체 noispiece 간에 

간극이 유지되면 집합체는 그리드판에서 자유롭게 기울어질 (tilt) 수 있지만, 그리드판의 열

팽창으로 인해 간극이 사라지면 집합체는 그리드판에 수직인 기울기를 가지는 구속조건을 

받는다. 그리드판의 일정한 황방향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각 집합체는 두개의 부하패드 

(load pad)를 가지고 있다. 유효 핵연료 영역 바로 위에 위치하는 ACLP 와 집합체 상부 끝단

에 위치하는 top load pad (TLP) 는 집합체의 반경방향 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집합체 부

하패드는 집합체 덕트 바깥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의 밴드를 만들어 준 것으로서 패드간의 

간극이 집합체간의 최소 간극이 된다. 부하패드는 집합체들간 또는 노심지지링 (core restraint 

ring, CRR)과 최외곽의 집합체간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그리드판에 수직으로 꼽혀 있는 각 집합체들은 출력이 증가하면 핵연료 영역에서 축방향 

온도 구배를 가지게 된다. 즉 집합체 하단에서 핵연료 영역에 이르기 까지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다가 핵연료 영역에서 온도 구배를 가지고 핵연료 영역 이후부터 집합체 상단까지는 

다시 일정한 온도를 가진다. 엄밀한 의미에서 핵연료 영역 상단 이후부터의 집합체 온도는 

소듐 냉각재의 온도 영향을 받으므로 축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있겠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무시할 만하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단일 온도로 가정한다. 집합체의 축방향 온도 증가는 

ACLP 와 TLP 의 온도를 증가시켜 열변형을 증가 시킨다.  

 

노심 내에서 집합체는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도 온도 구배를 가진다. 이들 수평 방

향 온도 구배는 출력 운전 중에 집합체간뿐만 아니라 단일 집합체 내에서도 반경과 방사선 

방향으로 나타난다. 집합체 덕트의 한쪽 면은 반대쪽 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축방향 팽창

율이 커져서 집합체는 수직선에서 반경방향으로 열변형을 하여 휘어진다 (bowing). 노심 내 

반경 방향 위치에서 각 집합체는 출력 크기에 비례하여 반경 방향 온도구배가 형성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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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향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으로 기하적 변형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액금로 노심의 모든 

집합체가 경험하지만, 축방향 온도 증가, 반경 방향 온도 구배의 방향과 크기는 각 집합체마

다 다르다. 특정 집합체의 반경 방향 변형은 주변의 다른 집합체와 집합체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노심지지링의 영향을 받는다.  

 

(ㄴ) 노심 구속물 (Core Restraint System) 설계의 영향 

 

노심구속 구조물은 원자로 설계에 따라 다른 형상을 취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은 집합체

를 노심에 장전하거나 인출할 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노심이 가질수 있는 최대 

크기를 나타낸다. 노심구속 구조물은 운전기간 동안 노심의 기하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곽

에 존재하는 집합체와 상호접촉을 하게 되며, 이는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를 제한하거

나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설계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심 상부에 존재하는 노심구속 구조

물은 링(ring) 형상이며 노심 설계에 따라 집합체 중간 부분과 최상단에 위치하며 core barrel

에 접촉하여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노심구속 링을 다른 노심 구조물과 구별하기 위해 노

심지지링(CRR)이라고 부르겠다. 

 

집합체 부하패드의 개수와 위치는 노심지지링과 같이 노심 설계에 따라 다르므로 유일한 

설계는 없지만 노심 반경방향 팽창시 보다 유리한 반응도 궤환 효과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설계원칙이 존재한다. 노심지지링은 core barrel 에 붙어 있으며 집합체의 반경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KALIMER-600 의 노심지지링의 재질은 316 SS 이다. FFTF 는 집합체 상단뿐만 

아니라 중간부위에도 노심지지링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부위 지지링은 노심이 급격하게 밀

착(compaction)될 때 유발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진 발생시 

노심의 과도한 기하적 변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는 서

로 접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집합체간의 모든 간극은 마지막 집합체와 노심지지링간의 간

극으로 표현된다. 핵연료 재장전 운전 시에는 노심 내부의 온도가 동일하여 온도 구배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집합체의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집합체를 인출하는데 과도한 힘

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온정지 운전 시에도 노심 내부에서 온도 구배는 없으므로 집합체간 

간극이 유지된다. 노심지지링의 재질이 316 SS 이고 집합체 덕트가 HT9 재질을 사용하는 경

우는 HT9 의 열팽창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도 구속링과 집합체

간의 간극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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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지지링 내부영역에서 집합체들간에 간극이 형성되어 있으면 각 집합체가 간극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핵연료의 위치가 정의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된 반응도의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 집합체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중성자 조사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집

합체의 위치를 결정하여 반응도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집합체 덕트의 반경

방향 온도 구배에 의해 각 집합체가 팽창하여 간극이 거의 없어지게 하면 된다. 

 

(ㄷ) 중성자 조사 영향 

 

원자로가 운전하는 동안 집합체 덕트가 받는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집합체와 노심구속 

지지물간의 상호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크맆이나 팽윤과 같은 구조물의 직접 변형 

원인과 무관하게 집합체는 비탄성적으로 반경 방향으로 휘어지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집합

체에서 비탄성 변형을 겪는 부분은 핵연료 영역이고 다른 부분은 수직을 유지한다. 중성자

속 구배, 온도 구배, 덕트의 크맆과 팽윤의 영향에 따라 집합체 변형은 노심 중심선을 기준

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 만약 집합체가 초기에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집합체의 온도 구배로인한 열변형 결과 취할 수 있는 위치가 변화된다. 이러한 효과는 주변 

집합체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집합체가 조사 영향에 의해 바깥쪽으로 변형되고 온도 구배에 의한 집합체 휨 역시 같은 

방향이면 노심지지링과 집합체간의 간극이 열팽창으로 인해 사라지는데 요구되는 출력 크기

는 조사 영향을 받지 않은 집합체일 때의 출력보다 작아진다. 집합체의 조사 영향으로 인한 

집합체의 휨 정도는 그에 상응하는 열팽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출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당연히 이 환산된 출력과 간극을 없에는데 필요한 출력의 차이는 영출력일 때 초기 수직인 

집합체에서 간극을 없에는데 요구되는 출력차이보다 작다. 만약 중성자 조사 영향으로 집합

체가 노심 안쪽 방향으로 휘어지면 간극을 없에는데 요구되는 출력은 더 커지며, 이때 출력

은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력보다 커진다. 왜냐하면 조사영향으로 

노심 안쪽으로 휘어진 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액금로 노심 설계에서는 중성자 조사 영향을 고려하여, 노심에서 출력-대-유

량 비가 0.7 인 경우에 초기 간극이 없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최근에는 이 값이 0.6 에서 0.8 사

이 또는 그 이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SSC-K 계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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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반경방향 크기는 집합체간의 간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집합체 간극

은 단순하게 집합체 하단의 그리드판과 집합체의 ACLP 및 TLP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

다. 반경방향 반응도계수 dk/dr 는 다음처럼 정의된다. 

 

  
Rdk

dr r
α

=                                                        (3-19) 

 
여기서 αR 은 선팽창계수이다. 위식을 노심 반경인 r 에 대해 적분하면 반경방향 반응도

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임의의 온도에서 정의되는 노심 반경이 r 이며, 초기 온도에서 정의

되는 노심 반경이 ro 이다.  

 

0

   1n( )R R r
r

ρ α=                                                    (3-20) 

 
변형율(ε) 의 정의를 이용하면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는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1  )R R nρ α ε= +                                               (3-21) 

 
선팽창계수인 αR 은 노심반경 변화를 대표하는 평균온도에서 결정한다. ACLP 는 노심 출

구의 소듐 온도 영향을 받고, 그리드판 (GP)은 노심 입구의 소듐 온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

정한다. ACLP 와 GP 의 변형율이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치 WLP 와 

WGP 를 도입하여 고려하면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는 최종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1 (1      )R R

LP LP GP GPn W Wρ α ε ε= + +                                  (3-22) 

 
SSC-K 에서 ACLP 의 변형율은 노심 중심에서 유효 반경방향까지 존재하는 모든 집합체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때 K 는 집합체의 종류이고, NK 는 K 집합체의 개수

이며, ε LP
K 는 K 집합체의 변형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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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LP LP

K

Nε ε= ∑                                                    (3-23) 

 

이 때 K 집합체의 변형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온도가 필요한데 아래 식에서 K
avgT

와 0
KT 는 K 집합체의 임의의 시간과 초기상태에서의 부피 평균온도이다.  

 

0 (  -  )K K K
LP LP avgT Tε α=                                                 (3-24) 

 
한편 그리드판의 변형율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며 이 때 기준온도는 노심 입구의 구조

물의 온도이지만 구조물을 모형화하지 않은 경우는 노심 입구의 소듐 온도를 사용할 수 있

다.  αLP 와 αGP 는 ACLP 와 GP 의 선팽창계수이다. 

 

0 (  -  )GP GP
GP GP T Tε α=                                                (3-25) 

 

SSC-K 계산모형에서는 노심 반경방향 열변형률을 식 (3-22)와 같이 단순히 ACLP 와 GP

의 열변형율 상관식으로 구성하고 WLP 와 WGP 와 같은 가중치 변수를 사용하여 SSC-K 의 

전체적인 반응도 효과가 참조계산과 비슷하게 계산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

계산이나 시험결과가 이용 가능한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지

극히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SSC-K 는 KALIMER-150 계산에서 WLP 와 WGP 값으

로 0.65 와 0.35 를 사용하였다. 이들 값은 GE 의 PRISM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SSC-K 의 

결과를 그에 맞추도록 보수적으로 조정하여 얻어진 값이다. 그러나 KALIMER-150 에 비해 

노심의 크기가 증가하고 노심 설계 개념이 변경된 KALIMER-600 에서 이들 상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할뿐 아니라 계산 결과가 사실을 크게 왜곡할 수도 있

다.  

 

SSC-K 계산모형은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을 단일 대표값으로 단순화할뿐 아니라 모

든 집합체의 부하패드가 전 과도기간 동안 접촉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집합체의 휨 현상을 모의할 수 없으며 과도기간 동안 집합체

가 겪는 하중의 변화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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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궤환효과의 상세 분석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일 중 한 가지인 상세 핵

적 동특성 코드와 상세 열유체 해석 코드간의 연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두 코드의 특성 자

체 및 두 코드간의 연계 기술로 나누어 설명한다. 

 

3.2.1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특성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코드의 특

성이 충분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고속로에 사용할 수 있는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계통해석 코드와의 연계 측면에서 앞으로의 개발과정에서 반

영되어야 할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연계 조건과 필요한 주요 계산 변수의 특성을 도출하였

다.  

 

3 차원 동특성 코드는 시간 의존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Time-dependent multi-group 

neutron diffusion equation)의 해를 얻음으로써 노심 전체의 출력과 국소 출력 분포를 얻기 위

한 프로그램이다. 이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한 해법은 공간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법, 공간-시간 분할법, 그리고 modal 및 synthesis 법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법은 다시 유한차분법, coarse-mesh 법, nodal 법으로 분류된다. 유한차분법은 확산 길이 

(diffusion length) 정도의 크기를 가진 아주 많은 격자로 구성하여 그 격자 내에서의 시간 의

존 확산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얻는다. Coarse-mesh 나 nodal 법은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상

당히 큰 영역을 균질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등가 균질 군 확산 인자 

(equivalent homogenized group diffusion parameter)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단위 

격자는 상당히 크게 구성하여 효과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고차 공간 차분을 적용하

여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Nodal 법에서 발전한 횡적분(transverse-integrated) 

Nodal 법은 node 경계에서 정의되는 평균 current 와 node 평균 중성자속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 계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연결(coupling) 인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

은 연결 인자를 계산하는 기준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상당히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결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 방법은 상당히 큰 균질 node 로 모의할 수 있는 문제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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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큰 균질 영역만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

문에 적용 한계를 가진다. 직접법 중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해법으로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시간 차분은 음해법 (implicit)을 택하고 공간 차분은 AFEN(analytic function expansion 

nodal)과 같은 발전된 nodal 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간-시간 분할법은 중성자속(flux)을 시간만의 변수인 진폭 함수(amplitude function)와 공

간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함수인 형태 함수(shape function)로 분할하여 정의함으로써 계산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된 형태 함수는 많은 경우에 시간 

의존성이 약하기 때문에 매 시간 구간마다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DIF3DK, FX2-TH 

코드 등에서 사용하는 Improved quasi-static 법은 공간-시간 분할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방

법은 진폭함수의 해는 점근사 방정식을 풀어 얻을 수 있고, 형태 함수의 해는 형태 함수만

의 3 차원 동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얻는 것으로 요약된다 (Cho, 2005). 

 

Modal 및 synthesis 방법은 중성자속을 군전개 계수와 미리 얻어진 군전개 함수의 다항식

으로 정의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동특성 계산 목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다.  

 

노심의 출력 분포 계산에 있어서,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와 감속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핵적 단면적의 변화만 고려 대상인 반면, 고속로에서는 두 코드의 연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핵연료와 감속재의 온도변화에 따른 핵적 단면적뿐만 아니라 핵연료, 집합체, 노심 구

조물의 열변형에 의한 핵종의 수 밀도 변화와 국소 반응도 변화를 계산하는 모형이 개발되

어야 한다. 열변형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계통 열유체 코드 또는 독립

적인 구조해석 코드에서 얻어진 열변형량을 토대로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공간 단위 격자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노심 내 모든 부분의 온도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핵연료 

도플러 효과, 냉각재 밀도 변화 효과, 핵연료 축방향 및 노심 반경방향 효과 등을 모두 반영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상세 반응도 모형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있다. 열변형 효

과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공간 격자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계통열유체 코드에서 얻어진 

온도 및 열변형량을 토대로 각 격자 내의 핵연료 및 냉각재, 그리고 구조물의 밀도를 계산

하여 새로운 핵적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경수로 등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방

법이지만, 고속로에서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의 격자 구성 처리, 그리고 경계에서의 

연결성 처리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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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3 차원 동특성 코드는 그 해법으로 

Improved quasi-static 법을 사용하며, 제어봉의 움직임에 따른 단위 격자 내의 수 밀도의 변화

와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수 밀도 변화를 계산하여 해당 격자에 대한 반응

도를 얻는다. 그러므로 이 코드는 노심의 기하학적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 대한 해석 기능

을 가진다. 노심 구조물 및 핵연료의 변형에 의한 격자의 수 밀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가 수반되는 과도 상태를 모의하는 기능은  제 4 세대 원자로 연구를 통해 개발될 계획이다. 

 

전노심 3 차원 계통 열유체 코드의 노심 모형은 질량, 축방향 운동량, 횡방향 운동량, 에

너지 보존식을 부수로 방법으로 근사하며, 그 외 계통은 일차원으로 모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심 내에서 횡방향 최소 격자 단위는 부수로 크기로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집합체 단위의 열변형에 의해 유발되므로 동특성 격

자와 같이 대부분의 노심은 집합체 단위로 모의하고 특정 노심 부분은 부수로 단위로 계산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집합체 또는 부수로 단위로 얻어지는 냉각재

와 핵연료, 구조물의 온도 분포는 상세한 축방향 핵연료 팽창, 반경방향 노심 팽창, 제어봉 

축팽창 등에 의한 열변형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 동특성 코드의 단위 격자 구성 또는 각 

격자의 구성 성분 결정을 위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또한 냉각재와 핵연료, 구조물의 온도 분

포는 동특성 코드의 단위 격자에 대한 평균 온도로 환산되어 핵적 단면적의 변화와 냉각재 

및 구조물의 밀도 변화에 따른 해당 격자의 거시적 핵적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동특성 

코드에 반영된다.  

 

3.2.2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 연계 기술  

 

고속로용 전노심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는 열유체 계산과 중성자 계산의 연계계산 진행 논

리이므로, 지금까지 다른 노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연계 계산 논리를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두 코드 간의 연계 방안을 수

립하였다. 또한 고속로용 전노심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시, 3 차원 동특성 

코드는 새로운 온도 등의 열유체 정보를 토대로 핵적 단면적을 재계산하여 각 부수로 및 집

합체의 출력 분포를 제공하고, 계통 열유체 코드는 노심 입구 유속과 온도, 출구 압력, 그리

고 핵연료, 냉각재 및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제공하도록 코드간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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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구간에서의 값을 얻기 위해 열유체 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과 중성자 계산

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경수로용 3 차원 동특성 및 계통열유체 코드의 연계 체

제에서 사용되는 여러 연계계산 진행 논리와 ANL 의 SAS/VARIANT-K 코드의 연계 시 사용

되었던 연계 계산 논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립된 연계 방안으로서, 새로운 

시구간 종점에서의 값을 얻는데 있어서 열유체 계산을 중성자 계산보다 우선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새로운 출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림 3.11 의 SAS 와 VARIANT-K 연계 시 사용된 것과 같이 중성자 계산 시간 간격을 열유

체 계산 시간 간격보다 작게 하고, 순차적으로 시구간 종점에서의 중성자속과 출력을 계산

해 가는 방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열유체 계산 시간 간격과 중성자 계산 시간 간격을 동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외삽법이 가능하므로 실제 개발 단계에서 그 정확도를 비교,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12 에서는 열유체 계산을 중성자 계산보다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각 계산의 시구간

이 동일한 경우 사용 가능한 출력 추정 방법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 구간 tn+1 에서의 출

력 추정 값으로서 이전 시구간에서의 값, Pn 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전의 두 시구간의 값인 

Pn-1 과 Pn 을 선형 외삽한 출력인 P’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수로에서의 평가 결과(주

한규 외, 1998)를 보면 선형 외삽한 출력, P’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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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lculate thermal-hydraulic properties at t n+1 with the power at t n

2) Evaluate cross-sections at t n+1 from micro cross-sections,  
temperatures and density at t n+1

3) Calculate macro cross-sections at k 1 by the interpolation of the Σn

and Σn+1

4) Evaluate flux and power distributions at k 1

5) Repeat the procedures 3) and 4) to get the flux and power 
distributions at tn+1

6) Calculate thermal-hydraulic properties at t n+2 with the power at t n+1

Time stepping scheme:

>>
n-1 n n+1 n+2

k1 k2 k+1k…

∆tn

∆tk

Kinetics ∆tk

TH ∆tn

 

그림 3.11 SAS/VARIANT-K 연계 계산 논리 (Cahalan, J. E., 2002) 

 

 

P

t

Pn-1

Pn

P’

tntn-1 tn+1

= Kinetics ∆tkTH ∆tn

 

그림 3.12 새로운 시구간에서의 출력 추정 방법 (주한규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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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검토한 연계 방법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속로에서의 동특성 및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시 포함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유체 시구간을 동특성 

시구간보다 크게 하여 열유체 계산을 우선으로 하면서 동특성 계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시구간에서의 중성자 분포와 출력 분포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새로운 시구간의 출력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전 시구간에서의 

출력을 외삽하여 추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고속로용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시 코드가 제공하여야 할 코드

간 데이터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3 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3 차원 동특성 

코드는 새로운 온도 등의 열유체 정보를 토대로 핵적 단면적을 재계산하여 각 부수로 및 집

합체의 출력 분포를 제공하고, 계통 열유체 코드는 노심 입구 유속과 온도, 출구 압력, 그리

고 핵연료, 냉각재 및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심 각 부분의 열변형량을 

계산하는 모형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일부분으로 개발되어서 그 결과를 3 차원 동특성 코드

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뿐만 아니라 노심 내부 지지구조물과 

ACLP 와 TLP 의 기하적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해석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세한 

3 차원 동특성 모형의 해를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확한 노심 출력 분포를 얻는 방법이지

만, 상세한 격자 구성으로 인해 계산 시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간략한 동특

성 모형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Azekura(1989) 등이 제시한 방법과 유사하게 중

성자 확산 계수와 거시 핵 단면적을 재계산하여 계산 소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동특

성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연계 방식으로는 직접 연계 방식 또는 동적 연계 방식이 가능한데, 직접연계

방식은 각 코드의 부프로그램(subroutine)과 common block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동적 연계 방식은 각각의 코드를 수정하는 노력은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계라이

브러리를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가 각각 완성되지 않

은 개발 단계에서는 직접 연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동시에 반영하기 

용이하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듈이 완성된 후에는 한 코드의 개선 사항을 다른 코

드에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독립적인 동적 연계라이브러리(DLL)을 구성하여 두 

코드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 유지 보수 측면에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된다.  

 

 



 39

계통열수력 코드

열변형 
해석 
모형

열수력 
해석 
모형

3차원 동특성 코드

핵적 
단면적
재계산
모형

3차원 
동특성 

모형

- 노심 입구 유속, 온도
- 출구 압력
- 핵연료, 냉각재, 
   구조물 온도 분포
- 노드별 열변형량

부수로 및 집합체 
출력 분포 

 

 

그림 3.13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 간 데이터 흐름 설계 

 

 

 

4. 개발 방안 설정  

 

상세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설정하였으며 그 개

발 방안을 계산모형의 활용 가능한 시간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적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

립하였다. 단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산모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개발 방

안보다 상세한 모형이 아니지만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하는 기존의 SSC-K 계통안전해석코드

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반응도 궤환 모형으로서 기존의 SSC-K 계산에 포함된 과도한 보수

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인 개발 방안은 전노심 3 차원 동특성 코드가 개

발되어서 계통 열유체 코드와 연계되는 싯점이며, 이 때 완성되는 통합 코드 체계의 특성을 

활용하여 반응도 궤환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계산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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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궤환모형의 개발은 단기, 장기적인 추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는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기반으로한 SSC-K 코드에 개발한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을 적용하

여 사용하다가, 전노심 3 차원 동특성코드가 개발되고 이 코드와 계통 열유체 안전해석 코드

가 통합되면 그 때에 장기적인 개발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1 상세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 궤환 모형 개발 방안 

 

핵연료봉 축방향 열변형량 계산을 위해 두 가지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방안

은 SSC-K 의 기존 계산모형을 개량한 것으로서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개발 방안이다. 이 계산모형은 핵연료봉을 핵연료심과 피복관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이 반응

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계산한다. 이 때 열변형의 기준 온도로서 핵연료 또는 피복

관의 온도를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사고 조건에 따라 보수적인 반응도가 노심에 궤환되도

록 하였다.  

 

두 번째 방안의 물리현상을 기반으로한 역학적인 상세 계산모형이다. 이 모형의 기본개

념은 서로 다른 물성치를 가진 핵연료심과 피복관이 반경방향으로 접촉하기 전에는 핵연료

심이 피복관 내에서 자유 열팽창하고, 접촉 이후에는 두 물질의 힘 균형에 의해 핵연료봉의 

열팽창이 제어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핵연료심과 피복관이 접촉한 후에는 핵연

료봉을 핵연료와 피복관의 Young's modulus 를 가중치로 사용한 복합물질로 모의하여 열적 

변형량을 계산한다. 개발방안 1 은 기존 SSC-K 의 단순모형의 과도한 보수성을 개량한 단기

적인 개발방안인 반면에 개발방안 2 는 이 보다 실제적이고 복잡한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이

다.  

 

SAS4A 전산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모형은 개발방안 2 와 같은 수준이지만 반응도 

계수의 정의가 다르므로 SSC-K 와 다른 이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SAS4A 의 계산모형은 본 

연구 결과인 두 개발 방안을 비교 검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SAS4A 

핵연료봉 축방향 반응도 궤환모형의 알고리즘과 관련변수들을 수정하여 SSC-K 에 적용 가

능하도록 하였다.  

 



 41

4.1.1 개발방안 1  

 

핵연료심의 자유 열팽창을 기반으로 한 SSC-K 의 보수적인 계산모형을 개량하여 핵연료

심 및 피복관의 열팽창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계산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의 기본적 

개념은 핵연료심과 피복관이 각각 따로 열변형을 한다는 것이며, 핵연료봉의 온도는 핵연료

심과 피복관의 온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고 조건에 따라서 핵연료 또는 피복관의 온도를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수적인 반응도가 노심에 궤환되도록 하고 있다.  

 

핵연료봉은 핵연료심과 피복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핵연료봉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한 

반응도 변화는 각각의 팽창효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하첨자 JK 는 

K 번째 챈널의 J 번째 축방향 노드를 의미한다. 

 

Na Na F F
0 0    (  -  )   (  -  ) JK JK

AX C C F F
JK JK JK JK

JK

T T T Tρ α ρ α ρ = + ∑  (4-1) 

또는  

0  (   ) (  -  )JK JK
AX C C C F Nq Nq

JK JK
JK

T Tρρ α ρ α ρ= +∑                            (4-2) 

 

윗 식에서 

  Cα  = 피복관 열팽창계수, K-1 

   Fα = 핵연료심 열팽창계수, K-1 

   JK
Cρ = 피복관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k∆  

   JK
Fρ = 핵연료심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 k∆  

   JK
CT = 피복관 중간 온도, K 

   JK
FT = 핵연료심 평균 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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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
NaT = 소듐 냉각재 온도, K 

 

첫번째 식은 핵연료심과 피복관 각각의 온도를 기준으로 열팽창 반응도를 계산한다. 저

냉각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연료심 온도는 감소하고 소듐 냉각재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보다 낮은 온도인 핵연료심 온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노심에 삽입되는 음의 반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두번째 식은 냉각재 온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반응도 변화를 계산

하므로 과도출력 사고와 같이 핵연료심의 온도가 상승하는 과도상태시 노심에 삽입되는 음

의 반응도 궤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즉, 핵연료심의 열팽창 계산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온도를 핵연료심이 아닌 소듐 냉각재에서 취하였다.  

 

식 (4-1)에서 사용되는 반응도 계수 αC, αF 는 핵연료심과 피복관 각각에 대해서 정의된다. 

SSC-K 기존 계산모형에서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을 포함한 핵연료봉을 균일하게 가정하고 섭

동이론에 의해 단일 혼합 반응도 계수를 계산하지만, 여기서 개량된 계산모형에서는 두 재

질에 대한 반응도 계수가 필요하다. 반응도 계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심 설계자료를 사

용해야 하므로 노물리 계산을 수행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계산 방법론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

다. 현재 KALIMER 노심 설계분야와 개량된 계산모형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통해 본 모형

과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반응도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반응도 계수 

생산 방법론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기술하지 않는다. 

 

개발방안 1 은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SSC-K 의 계산모형보다 나은 

점이 있으나 핵연료봉의 축방향 팽창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실제적으로 모의하지는 못하

는 단점을 가진다. SSC-K 의 기존 계산모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정계수를 도입함으로써 

계산모형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수성

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즉, 식 (3-6)에 도입된 보정상수 e 값은 물리적인 배경에 의

해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현상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개량된 계산모형에서

는 최적의 반응도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기준온도 선택에 따라 반응도 효과의 보수성은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보수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SSC-K 의 기존 계산모형보다는 개량된 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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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발방안 2  

 

개발방안 2 의 상세 반응도 궤환모형의 기본 개념은 서로 다른 물성치를 가진 핵연료심

과 피복관이 반경 방향으로 접촉하기 전에는 핵연료심이 피복관 내에서 자유 열팽창하고, 

접촉 이후에는 두 물질의 힘 균형에 의해 핵연료봉의 열팽창이 제어된다는 물리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금속핵연료의 초기 연소기간 동안에는 핵연료가 구조적으로 재배열되면서 이완된 응력이 

핵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지만 핵연료심과 피복관 사이의 접촉력은 거의 없

는 상태이다. 그러나 과도기간 동안 피복관이 핵연료심 보다 빨리 팽창하면 핵연료봉의 간

극은 존재하므로 핵연료심은 피복관 내에서 자유롭게 열팽창한다. 만약 핵연료심이 피복관 

보다 빨리 팽창하면 핵연료심의 팽창이 피복관에 의해 구속되므로 이 때 부터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힘 균형에 의해 핵연료봉은 축방향으로 팽창한다. 즉, 핵연료심과 피복관이 접촉한 

후부터는 핵연료심이 피복관내에서 꽉 끼여서 두 재질은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이 때 핵연

료심과 피복관의 미끄러지는 현상은 무시한다.  

 

핵연료봉 축방향 반응도 변화는 열변형에 의한 핵연료봉의 길이 변화량에 의해 결정된다.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 계수 dk/dz 는 다음처럼 정의된다. 

 

  
AXdk R

dz z
=                                                        (4-3) 

 

여기서 RAX 는 핵연료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이며 단위는 ∆k 이다. 윗 식을 z 에 대해 

기준온도 T0 에서 임의의 온도 T 까지 적분하면 일반적인 반응도 변화식을 얻는다.  

 

0

  l  ( )AX AX zR n
z

ρ =                                           (4-4) 

 
이 식을 모든 집합체 챈널에 대해 핵연료심과 피복관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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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첨자 F 와 C 는 각각 핵연료심과 피복관을 나타내며, ,
K K

F CR R  는 K 챈널에서 핵연료심

과 피복관의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이며 단위는 ∆k 이다. zK 와 z0K 는 온도 T0 와 T 에서 K

챈널의 축방향 길이이다. 

 

0 0

   ln ln
F C

AX F CK K
K KF C

K K K

z zR R
z z

ρ
    

= +    
    

∑                        (4-5) 

 
챈널 K 는 축방향으로 J 개의 계산노드로 나누어지고, 각 노드에서 변형율과 반응도 계수

가 정의된다. 변형율은 온도의 함수이므로 집합체의 종류와 축방향 온도 분포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K 챈널 J 노드에서의 변형율을 εJK, 반응도 계수를 JKR 라고 하면 

반응도 변화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 ) ( )   ln 1 ln 1AX F F C C
JK JK JK JK

JK

R Rρ ε ε = + + + ∑                           (4-6) 

 
정의에 의해 JK 노드에서의 변형율은 다음과 같다. 

 

0

0

 -     JK JK
JK

JK

z z
z

ε =                                            (4-7)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변형율은 정의에 의해 다음처럼 구한다. JK
Fα 와 JK

Cα 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선팽창계수이며 단위는 K-1 이다. 선팽창계수는 물성치이므로 핵연료의 성분에 따

라 다르며, 또한 온도의 함수이므로 축방향의 온도분포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F

JKT 와 C
JKT 는 K 챈널, J 노드에서의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평균온도이다. 하첨자 0 는 기준온도

를 뜻하며 과도상태 계산에서는 정상상태의 온도이다.  

 

0   (  -  )JK
F F F F
JK JK JKT Tε 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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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C C C C
JK JK JK JKT Tε α=                                       (4-9) 

 

이 때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크면 핵연료심은 피복관 내에서 독립

적으로 자유팽창하므로 그 결과 반응도 변화량은 식 (4-6)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만약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작으면 피복관과 핵연료심은 서로 접촉

하게 되고 이후 부터는 동시에 같은 변형량을 가진다. 즉, 핵연료봉은 핵연료심과 피복관으

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재질로 취급할 수 있다. K 챈널의 J 노드에서 유효 변형율을 Young’s 

modulus, Y 를 가중치로한 평균 변형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는 각 영역의 단면적이다. 

 

  
F F F C C C
JK JK JK JK JK JK

JK F F C C
JK JK JK JK

Y A Y A
Y A Y A

ε εε +
=

+                                        (4-10) 

 

이 때의 핵연료봉 반응도 궤환량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R  1n 1
F F F C C C

AX AX JK JK JK JK JK JK
JK F F C C

JK JK JK JK JK

Y A Y A
Y A Y A

ε ερ
 +

= + + 
∑                       (4-11) 

 

여기서 R AX
JK 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질량 M 에 비례하여 다음처럼 정의한 복합재질의 

반응도 계수이다. 

 

R   
F F C C

AX JK JK JK JK
JK F C

JK JK

M R M R
M M

+
=

+
                                           (4-12) 

 

축방향 팽창 반응도 계수인 AXR 의 형태에 따라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의 최종식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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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금까지 식들은 각 챈널의 각 노드마다 반응도 계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여 유도하였다.  

 

그러나 각 챈널이 축방향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챈널에서 핵연료봉 팽창 반응도 

계수가 단일값으로 주어지면 최종 반응도 궤환식은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 경우

는 반응도 계수를 생산하기 위한 노물리 계산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지는 장점이 있다. 기존 

SSC-K 계산에서는 이러한 반응도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식 (4-6)과 식 (4-12)는 다음

과 같아진다.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클 경우, 

 

( ) ( )0 0
0 0

1 1   ln 1 ln 1AX F F C C
K JK JK K JK JK

K J JK K

R z R z
z z

ρ ε ε
 

= + + + 
 

∑ ∑ ∑      (4-13)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작을 경우, 

 

0
0

1  R  1n 1  
F F F C C C

AX AX JK JK JK JK JK JK
K JK F F C C

K JK JK JK JK JK

Y A Y Az
z Y A Y A

ε ερ
  +

= +   +  
∑ ∑             (4-14) 

 

핵연료봉 축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은 반응도 계수의 형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노물리 계산에서 반응도 계수를 생산할 때 사용한 가정과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응도 계수가 축방향 단위길이당 반응도가로 주어

진다면 열팽창으로 인한 노드의 변위 변화량이 필요하고, 반응도 계수가 단위질량당 반응도

가로 주어지면 열팽창으로 인한 노드의 질량 변화량이 필요하다. 심지어 질량을 기준변수로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SSC-K 계산모형에서처럼 열팽창으로 인해 노드에서 배제되는 질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SAS4A 처럼 노드가 가지는 현재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반응도 계수

를 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핵연료심과 피복관을 혼합하여 단일 핵연료봉의 반응도 계수를 사

용할 수도 있고 두 영역의 반응도 계수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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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개발한 핵연료봉 축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SAS4A 코드에

서 사용하고 있는 반응도 궤환모형의 알고리즘과 관련 변수들을 수정하여 SSC-K 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SAS4A 는 개발방안 2 와 동일한 방법으로 핵연료봉의 열변형량을 계산

하지만 반응도 계수는 서로 다르게 정의된 값을 사용한다. SAS4A 계산모형은 핵연료심과 피

복관 각각에 대해서 노드의 단위 질량당 반응도가로 정의되는 반응도 계수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의 개발방안과는 차이가 난다. 특히 SAS4A 는 핵연료봉의 좌표체계가 SSC-K 와 다르므

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SSC-K 에 적용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다음은 

SAS4A 의 핵연료봉 축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모형이며 이 모형을 SSC-K 에 적용하기 위해 

SAS4A 의 관계식들을 앞에서 정의한 SSC-K 의 변수들로 변경하였다.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변형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 (4-8)과 식 (4-9)와 동일하다. SAS4A

에서는 열변형으로 인한 질량 변화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반응도가 변화한다는 가정을 기반

으로 하여 반응도 변화량을 계산한다. 열변형으로 인해 초기 노드의 질량이 노드 경계선을 

벗어나 인접한 노드로 확장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식을 잘 설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앞에서 

개발한 계산모형과 같은 변수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온도차이에 의한 핵연료봉과 피복관

의 변형율은 앞에서 동일하다.  

 

0   (  -  )F F F F
JK JK JK JKT Tε α=                                     (4-15) 

 

0   (  -  )C C C C
JK JK JK JKT Tε α=                                    (4-16)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클 경우에는 핵연료심과 피복관이 독립적으

로 열변형하므로 각각의 변형율은 위의 두 식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복관의 변형율이 

핵연료심의 변형율 보다 작을 경우는 두 재질이 접촉하여 하나가 되어 움직이므로 앞에서와 

같이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변형율은 같으며 다음 식으로 계산 된다. 

 

  
F F F C C C
JK JK JK JK JK JK

JK F F C C
JK JK JK JK

Y A Y A
Y A Y A

ε εε +
=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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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4A 는 열변형에 의해 계산노드의 경계가 이동함으로써 야기되는 각 노드의 질량변화

를 기준으로 하여 반응도 변화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열변형 전후로 계산노드의 경계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림 4.1 은 SAS4A 의 계산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드 좌표 의 개념

도이다. Y0JK 는 열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K 챈널의 축방향 계산노드의 초기 좌표이며 핵연

료심과 피복관은 동일한 초기좌표를 가진다. Y01K 은 핵연료 영역의 밑바닥 위치이며 0 의 값

을 가진다. zJK 는 앞에서 정의한 데로 열변형 후 K 챈널 J 위치에서 노드의 축방향 길이이다.  

K 챈널 집합체의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초기 좌표는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01 0KY =               (4-18) 

 

0 1 0J K JK JKY Y z+ = +          (4-19) 

 

열변형한 후의 K 챈널의 핵연료와 피복관의 노드 경계는 각각 F
JKY , C

JKY 로 식 (4-15)와 

(4-16)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oJ

YoJ+1

Y
oJ+2

YJ

YJ+1

YJ+2

Yo1 Y1

zJ

FUEL

CLAD

GAP

그림 4.1 핵연료 축방향 팽창 계산모형의 좌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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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0F C
K KY Y= =         (4-20) 

 

1 0

0 0(  -  )

F F F
J K JK JK JK

F F F F
JK JK JK JK JK

Y Y z

Y z T T

ε

α
+ = +

= +
      (4-21) 

 

1 0

0 0(  -  )

C C C
J K JK JK JK

C C C C
JK JK JK JK JK

Y Y z

Y z T T

ε

α
+ = +

= +
       (4-22) 

 

SAS4A 는 JK 노드의 핵연료심과 피복관의 축방향 반응도 계수인 ,F C
JK JKR R 를 단위질량당 

반응도가로 정의한다. 열변형된 노드 J 는 다음 위치에 존재한다. 

 

0 1 0 0 1 0,F C
J K JK JK J K JK JKY Y Y Y Y Y+ +≥ ≥ ≥ ≥       (4-23) 

 

        0 2 1 0 1 0 2 1 0 1,F C
J K J K J K J K J K J KY Y Y Y Y Y+ + + + + +≥ ≥ ≥ ≥     (4-24) 

 

JK 노드에서 핵연료봉과 피복관의 축방향 반응도 변화량은 각각 다음과 같다.  

 

0 1 1 0 1
1

1 1

F F
F F F F FJ K JK J K J K
JK JK JK J K JKF F F F

J K JK J K JK

Y Y Y YM R R R
Y Y Y Y

ρ + + +
+

+ +

 − −
= + − − − 

     (4-25) 

 

0 1 1 0 1
1

1 1

C C
C C C C CJ K JK J K J K
JK JK JK J K JKC C C C

J K JK J K JK

Y Y Y YM R R R
Y Y Y Y

ρ + + +
+

+ +

 − −
= + − −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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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노심에 영향을 주는 총 핵연료봉 반응도 변화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AX F C
JK ex JK JK

JK
Cρ ρ ρ= +∑         (4-27) 

 

식 (4-15)에서 (4-27)로 표현되는 SAS4A 반응도 모형과 본 연구의 개발방안 2 에의해 계

산된 반응도 궤환효과와 그와 관련된 변수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계산모형을 간접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된 계산모형을 수정함으로써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상세 제어봉 구동축 궤환 모형 개발 방안 

 

앞에서 지적한데로 일차원 열유체 계산코드에서는 저온풀과 고온풀을 하나의 제어체적으

로 모의하므로 근본적으로 풀에서의 상세한 온도 분포를 계산할 수 없다. SSC-K 에서는 비

록 고온풀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의 온도를 따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 모형은 제어

봉 구동축의 열변형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구동축과 열전달 현상을 상세히 모의하기

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SAS4A 코드는 일차원 열유체 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큰 부피

의 고온풀 대신에 제어봉 구동축과 열전달을 일으키는 가상의 소듐체적을 설정하고 이 체적

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 변위를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구동축과 

열전달을 하는 가상 체적의 크기를 정의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참조값이 반

드시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풀의 다차원 열유체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량

을 계산하는 개발방안를 수립한다. 고온풀의 열유체 특성을 정확하게 모의하기 위해 이미 

HP-2D(이용범, 2000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SC-K ver 1.2 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다. HP-2D 

프로그램은 상용코드인 CFD 와의 비교계산을 통하여 계산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일본의 

MONJU 원자로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이용범, 2000b). 현재 SSC-K 사용자는 코드 입력에 의해 HP-2D 또는 두 영역 고온풀 계산모

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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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환 모형은 기본적으로 HP-2D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출력

을 활용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 구동력인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반응도 변화는 기존 

SSC-K 의 계산모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계산한다. HP-2D 프로그램은 참고문서 (이용범, 2000a, 

2000b, Kwon, 200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로운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

환 계산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HP-2D 와 SSC-K 코드를 수정해야만 하는 부분만 자세히 설명

한다.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을 고려하기 위한 기존 SSC-K 의 계산모형은 제어봉 구동축을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단순화하여 식 (3-9)에 의해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 Tcr 을 계산한다. 그

리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량을 식 (3-12)에 의해 구한다.  

 

HP-2D 프로그램에서는 고온풀을 가로와 세로축의 노드로 구성하여 계산하므로 제어봉 

구동축과 접촉하는 계산노드를 일반화된 인덱스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고온풀의 세로축 노

드 좌표에 일대일 대응하도록 제어봉 구동축의 계산노드를 구성한다. 구동축의 직경은 크지 

않으므로 구동축의 반경 방향의 온도 변화는 무시하고 일차원적인 축 방향으로만 계산노드

를 만든다. 제어봉 구동축이 N 노드로 구성된다면 각 노드에서 열균형 식은 다음과 같다. 

 

 [ ]cr
J

cr
JNa

cr
J

cr
J

cr
Jcr

J TTAh
dt

dTMCp −=        J=1, N-1                 (4-28) 

식 (4-28)을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인 cr
JT 로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D

tTDttTtT
cr

JNa
cr

Jcr
J +

+∆−
=

1
)()()(         J=1, N-1 (4-29) 

cr
J

cr
Jcr

J MCp
AhtD ∆

=         J=1, N-1    (4-30) 

 

여기서 )(tT cr
JNa  는 HP-2D 에서 계산되는 소듐 냉각재 온도이다. 제어봉 구동축의 열변형

량 계산은 기존 SSC-K 의 방법과 동일하며 그 최종식은 다음과 같다. 

 

 [ ]∑ −=∆
J

cr
J

cr
J

cr
J

cr
J

cr
J TtTZtZ 00 )()( α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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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r
JZ0 와 cr

JT0  는 정상상태 때 제어봉 구동축 J 노드의 초기 길이와 초기 온도이다. 

첨자 0 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나타낸다. 원자로용기의 열변형량을 계산하는 방법

은 식 (3-16)과 동일하게 저온풀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어봉 구동축과 원자로용기의 상

대적인 변위차이에 의해 반응도 궤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기존의 SSC-K 와 동일하다.  

 

[ ]cr
vs

cr
J

J

crCR ZtZCt ∆−∆= ∑ )()(ρ             (4-32) 

 

윗 식에서 Ccr 은 노심에 삽입 또는 인출되는 제어봉의 반응도 계수이다. 이 반응도 계수

를 단일값으로 가정하면 노심에 삽입되는 제어봉의 길이에 비례하여 반응도량이 결정된다. 

즉, 제어봉의 반응도가 제어봉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제어봉 길이에 따라 균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노심 특성에 따라 특

별한 곡선 분포를 가진다. 현재 KALIMER-600 제어봉의 구체적인 설계가 결정되지 않았으

므로 이에 대한 계산모형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노심에 삽입되는 제어봉의 길이에 상응하

는 반응도가를 삽입길이 vs 반응도가의 형식으로 테이블화 하여 입력으로 제공하면 제어봉

의 삽입거리에 따른 실제 반응도값을 반응도 궤환 계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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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비보호과출력사고시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환 모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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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상세 반응도 계산모형의 영향을 예비 평가하기 위해 KALIMER 설계에 대해 비

보호과출력 (UTOP) 과도상태 시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궤환모형만을 변경하여 계산해 보았

다. 그림 4.2 는 비보호과출력사고시 제어봉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에 따른 노심 출력의 변화

와 제어봉 반응도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예상한대로 상세 계산모형에서는 고온풀의 실제적

인 온도 분포를 사용하여 제어봉 구동축의 열팽창 변위를 계산하였으므로 열변형량이 기존 

계산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 영향이 반응도와 출력 계산 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

다. 반응도 계산모형이 변화하여도 원자로 계통의 열균형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200 초 

후에는 두 반응도 궤환모형에 대한 계산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 초가 지나면 제

어봉 구동축과 인접한 노드의 소듐 온도가 고온풀의 평균 소듐 온도와 거의 비슷해지기 때

문이다. 예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은 물리적인 현상을 잘 예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상세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모형 개발 방안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를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기구에 근거

하여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을 모의할 수 있는 상세 계산모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세 계산모형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유도하였으며 그 개발 방안을 

계산모형의 활용 가능한 시간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적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두 개발 방안은 모두 전노심 3 차원 열유체 계산결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론

적인 기본틀을 공유하고 있다. 노심 반경방향의 반응도 궤환 계산은 앞에서 언급한데로 우

선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량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반응도 궤환량을 다음 단계에

서 계산한다. 두 개발 방안에서 열변형량 계산은 동일하지만 반응도 궤환량 계산은 차이가 

난다. 개발방안 1 은 단기적인 모형으로서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하는 기존의 SSC-K 와 연

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발방안 2 인 장기적인 모형은 전 노심 동특성 계산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를 통합한 계산체제에서 활용 가능한 계산모형이다. 따라서 핵연료 축방향 

반응도 궤환모형과 같이 단기적인 방안에 따라 개발된 계산모형을 우선 활용하다가 이후에 

장기적인 개발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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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개발방안 1  

 

SSC-K 노심 반경방향 열팽창 계산모형은 핵연료 축방향 중심에 대응하는 노심 반경을 

전 노심을 대표하는 반경으로 가정하여 노심 반경의 열변형율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가정으

로는 반응도 변화를 실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노심의 반경방향 변형이 그리드판과 

ACLP 의 열변형으로만 결정된다는 가정은 집합체와 노심지지 구조물의 기하적인 구속관계

를 너무 단순화한 가정이다. 더욱이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가 전 과도기간 동안 서로 밀착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집합체의 휨 현상을 모의할 수 없다.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보다 역학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세 노심 변형모형의 개발방안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SSC-K 의 단

순 가정을 극복하고 노심 집합체의 변형 및 응력 특성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NUBOW-3D 

(Mclennan, 1978)의 계산결과를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제 1 개발방안은 공학적인 단순모형과 복잡한 모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계산모형으로 과

도상태나 사고상태시 노심 반경방향 형상 변화로 인한 반응도 궤한효과를 모의하기에는 충

분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복잡한 상세 계산모형이 아니므로 계산시간 측면에서도 빠르므

로 계통사고해석코드에 적용하기 용이하므로 단기적으로 개발하여 SSC-K 의 기존모형을 대

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액금로의 계통 안전해석 코드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 아

르곤 국립연구소가 개발한 SAS4A 코드의 계산모형을 참조로 하여 개발방안을 설정하였다. 

SAS4A 의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모형은 FFTF 에서의 시험결과와 EBR-II 운전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제 1 개발방안은 그림 4.3 과 같이 노심에서 중성자 분포가 

급격히 변화하는 최외곽 영역에 존재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하여 노심 전체의 휨 

변위를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선정된 집합체는 노심 반경방향 변위에 대한 반응도 변

화가 가장 큰 동심원 배열(row)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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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집합체는 반경방향 온도 구배 영향을 받고 있는 단순빔 (simple beam)으로 취급하

며, 노심 지지 구조물과의 접촉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극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노심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빔과 노심지지 구조물간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빔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 계산모형을 유도하고 휨 형상의 변화를 반응도 변화량과 연계시킨다.  

 

제 1 개발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림 4.3 과 같이 노심 전체 변형으로 인한 반응

도 변화량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선택하는 일이다. 즉, 최대의 반경 변위 

반응도가를 가질뿐 아니라 반경 방향 온도 구배도 큰 집합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성자속

은 결국 원자로 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체가 원자로 내

에 존재한다. 액체금속 고속로의 경우 노심 내부 영역의 출력 구배는 비교적 평탄하다. 제어

봉 집합체 부근에서 국부적인 출력 변화가 존재하지만 평탄한 전체 구배 특성을 변화시키지

는 못한다. 따라서 노심 내부에서는 집합체들의 반경방향 이동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한 반

응도 변화량은 크지 않다. 그러나 노심의 최외곽 핵연료 영역 에 위치하는 집합체 열과 다

음 바깥 집합체 열 사이에는 중성자속이 매우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 두 집합체 열 사

이의 출력 구배 역시 매우 크다. 이들 집합체의 반경변위 반응도가는 노심이 균일하게 팽창

한다는 조건에서 전 노심 반응도 변화량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변화량은 집합체 덕트가 노심 바깥 방향으로 움직인 변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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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Core
Subassemblies

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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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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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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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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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계산을 위한 대표 집합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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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육각형 형상의 집합체 덕트에서 마주보는 두 면의 온도 구배는 출력 구배가 가장 큰 

집합체에서 가장 크다. 육각형 집합체 덕트의 온도는 인접하는 집합체와의 열전달과 집합체 

내부의 벽면 근처에 위치하는 핵연료핀의 출력 영향을 받지만 핵연료핀의 출력이 더 지배적

이다. 결론적으로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는 큰 중성자속 구배의 영향으로 반경 변위 반응도

가가 가장 클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인해 온도 구배도 가장 크다. 따라서 이 집합체의 반경 

변위 반응도는 전 노심의 반경 변위 반응도를 대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그림 4.4 처럼 휨이 자유로운 단순빔 

(free-bow beam)으로 모의한다. KALIMER-600 집합체는 ACLP 와 TLP 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

은 축방향으로 균질한 물성치를 가지며 탄성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육각형 집합체 덕트

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 미분 방정식은 다양한 구속조건을 경계조건으로 취할 수 있으나, 어

떤 조건에서도 빔의 변위를 나타내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대수 방정식 모양으로 얻을 수 있

다. 반응도 변화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노심 영역의 반경방향 변위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

체 덕트의 중심축이 아니라 최외곽 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4.4 단일집합체 모형에서 단순빔의 기하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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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상태 또는 과도상태에서 빔이 가질 수 있는 하중조건

에 따라 휨 변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다. 모든 기계적이고 열적인 부하조

건에서 빔은 그림 4.4 와 같이 몇 군데에서 구속조건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그리드판의 

receptacle 과 집합체 하단의 nosepiece 사이에 간극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리

드판에 단순히 끼워져 있는 집합체 nosepiece 와 receptacle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면 집합체는 

그리드판 접촉 부분에서 경사지게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드판이 열팽창하여 간극이 

없어지면 집합체는 그리드판과의 접촉 부분에서 항상 수직인 기울기를 가진다. 그 외에도 

ACLP, TLP, 노심지지링(CRR)에서 집합체와의 접촉 여부가 빔의 휨 형상을 결정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하적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그리드판의 유효반경 

ACLP 의 최소 유효 반경(R1) 

TLP 의 최소 유효반경 (R2) 

최외곽 집합체의 유효반경 

노심지지링(CRR)의 유효반경 (R3)  

그림 4.5 는 집합체의 휨형상을 도식화 한 것이며 x, y 좌표의 설정 위치를 보여준다. 그

림에서 수직선을 기준으로 집합체 휨 변위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5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의 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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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x
d yEI M
dx

=                (4-33) 

여기서 

                E = 탄성계수, N/m2 

  I = 집합체 단면적의 관성모멘트, m4 

  Mx = 벤딩 모멘트, N-m 

  x = 집합체 축상의 거리, m 

  y = 집합체 축에 수직인 거리, m 

 

벤딩 모멘트는 그리드판과 부하패드에서 받는 힘에 의하거나 집합체 덕트의 대응면(flat-

to-flat)에서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집합체의 반경방향 온도 구배는 덕트 대응

면의 온도 차이이며 이는 노심 영역과 노심 상부 영역에서 다음 식에 의해 열적 벤딩 모멘

트를 야기시킨다.  

 

        /TM T D
EI

α= ∆            (4-34) 

여기서 

  TM = 열적 벤딩 모멘트, N-m 

  α = 집합체 덕트의 선팽창계수, K-1 

  T∆ = 집합체 대응면의 온도차이, K 

  D = 집합체 대응면의 거리, m 

 

중성자 조사의 영향도 같은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집합체 상단과 노심 상단에서

의 초기 변위가 사용자 입력 형태로 주어지면 프로그램에서 이를 벤딩 모멘트로 환산하여 

열적 벤딩 모멘트와 합하여 아래 식과 같이 집합체의 각 위치에 부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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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T IM M M= +             (4-35) 

 

  2 2 2T IM M M= +             (4-36) 

여기서 

1IM = 노심 영역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벤딩 모멘트, N-m 

2IM = 노심 상부 영역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벤딩 모멘트, N-m 

1TM = 노심 영역에서 열적 벤딩 모멘트, N-m 

2IM = 노심 상부 영역에서 열적 벤딩 모멘트, N-m 

 

중성자 조사의 영향이 모두 노심 영역에 부가되는 경우 집합체 상단과 노심 상단의 휨 

변위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부하패드와 노심지지링(CRR)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

면 노심 상부와 하부는 수직 변위를 유지한다. 

 

  ( ) ( )2 1 11 3 /I Iy y L a a x = + − −             (4-37) 

여기서  

1Iy = ACLP 의 변위, m 

2Iy = 집합체 상단의 변위, m 

L = 집합체 길이, m 

a = 집합체 하단에서 ACLP 까지의 거리, m 

1x = 집합체 하단에서 노심하단까지의 거리, m 

 

집합체의 형상 데이터, 온도 구배, 중성자 조사 영향 등이 집합체의 휨 형상을 결정한다. 

그리드판, ACLP, 노심지지링에서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총 10 가지의 휨 형상이 존재할 

수 있다. ACLP 와 TLP 위치에서 집합체의 휨 변위는 벤딩 모멘트를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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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1 / 6ay M a x EI= −             (4-38) 

 

  ( )( ) ( ) ( )2 21 2
1 13

6 2L
M My L a a x a x L a
EI EI

 = − − + − + −       (4-39) 

여기서 

ay = ACLP 의 변위, m 

Ly = TLP 의 변위, m 

1M = 노심 영역에서의 벤딩 모멘트, N-m 

2M = 노심 상부 영역에서의 벤딩 모멘트, N-m 

 

반응도 궤환 효과 측면에서는 노심 영역의 휨 변위가 중요하므로 집합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부하조건에서 노심 휨 변위 ( 1x x a≤ ≤ )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들

에서 새로 정의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GRS = 그리드판에 수직선에 대한 집합체의 기울기 

  GRMAXS = 그리드판에 수직선에 대한 집합체의 최대 기울기 

  GRV = 그리드판에서 반경방향 반작용 힘 

  GRM = 그리드판에 작용하는 모멘트 

  P = 노심 부하패드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힘 

 

집합체 휨 계산은 그리드판과 집합체 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각 경우마다 5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한 휨 형상을 구하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4.6 은 경우 1 에서 경우 10 까지의 집합체 휨 형상을 도식화한 것으로 

그림에 나타난 집합체와 부하패드, 노심지지링(CRR)과의 간극은 실제 스케일이 아니고 휨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확대하였다. 앞으로는 문맥에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로 선정된 집합체를 대표 집합체라고 명시한다. 

 

A. 그리드판과 집합체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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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ACLP, RR, TLP 무접촉 

집합체 열적 벤딩 모멘트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대표 집합체와 ACLP 나 TLP 에서의 간

극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의 집합체 휨 변위는 식 (4-40)으로 구할 수 있

으며 변수 x 는 x1 보다 크고 a 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ACLP 와 TLP 위치에서 간극이 존재

하는 조건에서는 집합체 변위가 결정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구속조건이 필요하다. 그리드판

에서 집합체가 수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집합체의 휨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대형노심에서 출력이 증가하면 열적 벤딩 모멘트가 증대되어 음의 반응도 궤환 영향이 

나타난다.  

 

 
( ) ( )31

1
1

( )
6

My x x x
EI a x

= −
−

                   (4-40) 

 

경우 2:  ACLP, TLP 무접촉, CRR 접촉 

집합체 열적 벤딩 모멘트가 충분히 커서 집합체의 TLP 와 CRR 사이의 간극이 없어지고 

대표 집합체 바깥쪽의 모든 집합체들이 CRR 쪽으로 밀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TLP 에서의 

구속 영향으로 인해 대표 집합체가 ACLP 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노심 안쪽으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출력이 증가하면 노심 크기가 감소하여 양의 반응도 궤환 영향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경우 1)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구속조건이 없으면 휨 변위가 결정되지 않

지만 그 범위는 계산이 가능하다. 

 

( ) ( )31
1

1

( )
6 GR

My x x x S x
EI a x

= − +
−

              (4-41) 

 

( ) ( ) ( ) ( )2 2
1 11 2

3 /
2 6 2GR

a x L a a x L aM MS R L
EI EI

  − − − −
 = − + − 
    

         (4-42) 

 

경우 3:  ACLP, CRR 무접촉, TLP 접촉 

집합체 열적 벤딩 모멘트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대표 집합체가 TLP 위치에서 밀착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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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 영역에 접촉하고 ACLP 나 CRR 에서의 간극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대표 집합체의 반경 방향 온도 구배가 바깥 부분 쪽으로 커지므로 출력이 증가하면 

노심 형상이 커져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난다.  

 

 
( ) ( )31

1
1

( )
6 GR

My x x x S x
EI a x

= − +
−

            (4-43) 

 

 
( ) ( ) ( ) ( )2 2

1 11 2
2 /

2 6 2GR

a x L a a x L aM MS R L
EI EI

  − − − −
 = − + − 
    

 (4-44) 

 

경우 4:  ACLP 접촉, TLP, CRR 무접촉 

이 경우는 (경우 3)과 비슷한 조건이지만 집합체가 ACLP 와 접촉하는 것이 차이이다. 부

하패드의 팽창이 그리드판의 팽창보다 크고, 더불어 열적 밴딩 모멘트가 집합체의 부하패드 

영역을 밀착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한다. 출력 증가는 노심 크기를 증가

시켜 음의 반응도 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휨에 미치는 열적 

벤딩 모멘트의 영향은 부하패드의 열팽창 효과의 30 ~ 4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열적 밴딩 모멘트가 과도하게 커지면 노심 크기를 감소시켜 양의 반응도 궤환 효과가 나타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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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  ACLP, CRR 접촉 

이 경우는 정상상태 운전 조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합체의 휨 형

상이다. 집합체의 열적 밴딩 모멘트가 충분히 커서 TLP 위치에서 CRR 과의 간극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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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CLP 위치에서 대표 집합체 내부의 밀착된 집합체들과의 간극이 없어진 상태이다. 집합

체를 노심 바깥쪽으로 휘게하는 반경방향 온도 구배가 정해지면 집합체의 변위는 결정된다. 

노심 출력이 증가하면 ACLP 영역의 열팽창과 열적 밴딩 영향으로 가장 큰 음의 반응도 궤

환 효과를 나타내므로 정상적인 출력과 유량 조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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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리드판과 집합체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경우는 그리드판의 열팽창 변위가 그리드판과 집합체 하단 노즐 사이의 설계 간극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그 영향으로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부위에 반경 방향으로 반작용 힘

이 작용하거나 또는 힘과 함께 모멘트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드판 접촉 지점의 구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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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합체의 휨 변위는 결정될 수 있다. 

 

경우 6:  ACLP 무접촉, CRR 접촉 

이 경우는 (경우 2)와 비슷하지만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 지점에서 간극이 없으므로 그 

점에서 집합체는 최대 경사 (SGRMAX)를 가지고 기울어 질 수 있다. 집합체를 바깥쪽으로 오

목하게 휘어지게 하는 반경 방향 온도 구배의 경우는 출력 증가가 집합체를 더욱 굽혀지게 

하므로 양의 반응도를 궤환시킨다. 그리드판 접촉 지점의 구속조건으로 집합체의 휨 변위는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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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7:  ACLP 무접촉, TLP 접촉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 지점에 간극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경우 3)과 비슷하

고 집합체의 경계조건은 (경우 6)과 동일하다. 그림 4.6 에서 보듯이 반경방향 온도 구배의 

영향으로 집합체의 끝단이 안쪽으로 휘어져 TLP 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밀착된 TLP 

영역이 그리드판의 유효반경보다 보다 클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반응도 궤환의 크기나 방향은 반경 방향 온도 구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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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8:  ACLP 접촉, CRR, TLP 무접촉 

(경우 7)과 비슷하지만 집합체의 접촉 부위는 ACLP 쪽이다. (경우 7)과 같이 출력 증가

로 인해 야기되는 반응도 궤환의 크기나 방향은 반경방향 온도 구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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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9:  ACLP, CRR 접촉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 지점에 간극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경우 5)와 비슷하

며 출력이 증가하면 (경우 5)만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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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  ACLP, TLP 접촉 

이 경우는 대표 집합체 내부에 위치하는 집합체들의 부하패드 영역이 충분히 팽창해서 

집합체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상태이다. 출력이 증가하면 (경우 5)나 (경우 9)만큼 크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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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상당히 큰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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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집합체에 작용하는 부하조건에 따라 위의 식들에서 구한 반경방향 변위와 정상상태 기준 

온도 때의 반경방향 변위와의 차이가 결국 임의의 싯점에서의 노심의 반경방향 변형량이된

다. 노심의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 구해진 변형량에 반경방향 변위 반응도가를 곱하면 각 위

치에서의 반응도 변화량이 된다. 노심의 축방향 노드는 축방향 출력 분포를 위해 세분화한 

노드와 같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상 편리하다. 이렇게 구해진 모든 축방향 노드의 반

응도가를 더하면 노심의 전체 반응도 변화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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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반경방향 팽창에 대한 반응도가 곡선은 노심이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얻어진다. 중성자 계산에서 집합체간의 피치를 증가시키면 노심이 균일하게 반경방향으로 

팽창하게 된다. 이는 그리드판이 팽창하면 항상 그리드판에 수직으로 꼽혀있는 집합체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런 노물리 계산은 보통 일정하고 균일한 온도 조건에

서 수행한다. 균일한 반경변위 반응도가가 원자로의 축방향 출력 분포와 같은 노드에 분포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분포는 과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핵연료 영

역에서 축방향 계산노드를 세밀하게 하면 각 위치에서의 반응도계수가 필요하며 이를 생산

하기 위한 노물리 계산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SSC-K 계산모형과 같이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계수가 단일 값으로 주어지면 유효 노심 반경 변위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장래에 

집합체 내부 유로에서 국부적인 소듐 비등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상세 영역의 반응도계

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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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개발방안 2  

 

개발방안 1 에서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 하나를 선정하여 노심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

하였다. 단일 집합체의 휨 형상이 전 노심의 휨 형상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은 선정된 

집합체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하는 다른 집합체들의 변위는 선정된 집합체의 변위를 기준으

로 하여 노심 중심선에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방안 1 은 기존의 

SSC-K 코드에 곧장 적용할 수 있다. 

 

전노심 3 차원 동특성코드와 계통 열유체 안전해석코드가 통합되는 환경에서는 구태여 

한 집합체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집합체 및 노심의 변형 및 응력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NUBOW3 코드와 같이 노심 내의 집합체를 열유체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집합체의 휨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액체금속로는 반경방향 출력분포가 평탄한 특성을 가지므로 전 노심의 각 집합체에 대해 휨 

변위를 계산하는 것은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최외곽 핵연료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주방향의 집합체들에 대해서 제 1 개발방

안에 따라 각 집합체의 휨 변위를 구하고 반응도 궤환량을 계산하면 삼차원적인 노심의 반

경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집합체의 휨 변위를 계산하는 식은 모두 단순

한 대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 계산 시간마다 요구되는 계산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풀 스케일의 집합체 밀집 시험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집합체 부하패드가 

모두 한 방향으로 밀착되지 않고 집합체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이 간극은 무작

위적으로 전 노심에 걸쳐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노심에서 집합체의 초기 위치를 

변화시킬뿐이므로 앞에서 개발한 반응도 궤환 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집합체간 간극의 존재 여부는 전 노심에 대한 3 차원 열유체 계산결과를 활용하면 이

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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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을 기초로 고속로용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코드의 연

계 방안을 다음처럼 설정하였다. 노심 전체 출력과 국소 출력 분포를 계산하는 3 차원 특성 

코드의 해법으로는 직접법과 공간-시간 분할법이 있으나, 고속로에서는 중성자의 확산 길이 

(diffusion length)가 크기 때문에 공간적인 형태함수의 변화가 완만하므로 공간-시간 분할법을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해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고속로에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그룹 수는 150 개 정도의 단면적 군을 축약하여 공명(resonance) 영역의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할 수 있도록 25 개의 소수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횡방향 단위 

격자는 작게 할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속로 노심내에서 중

요한 집합체의 열변형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반경방향 격자는 

집합체 단위로 구성한다. 현대적인 nodal 법은 약 20cm x 20cm 의 단위 격자를 사용하여도 충

분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계통 열유체 코드 또는 독립적인 구조해석 

코드에서 얻어진 열변형량을 토대로 3 차원 동특성 코드의 공간 단위 격자를 재구성하는 것

이 핵연료, 집합체, 노심 구조물의 열변형에 의한 핵적 단면적과 국소 반응도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3 차원 동특성 코드가 현재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한편, 전노심 3 차원 계통 열유체 코드

의 노심 모형은 질량, 축방향 운동량, 횡방향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을 부수로 방법으로 근

사하며, 그 외 계통은 일차원으로 모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심 내에서 횡

방향 최소 격자 단위는 부수로 크기로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집합체 단위의 열변형에 의해 유발되므로 동특성 격자와 같이 대부분의 노심은 집합

체 단위로 모의하고 특정 노심 부분은 부수로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 

고속로용 전노심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의 연계 계산에 사용 가능한 여러 논리

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코드의 연계 시 포함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열유체 시구간을 동특성 시구간보다 크게 하여 열유체 계산을 우선으로 하면서 

동특성 계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시구간에서의 중성자 분포와 출력 분포를 찾아

가는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새로운 시구간의 출력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전 시구간에서의 출력을 외삽하여 추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으로 제시된다. 이 외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개발 단계에

서 그 정확도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의 연계 방식으로는 직접 연

계 방식 또는 동적 연계 방식이 가능한데,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유체 코드가 각각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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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개발 단계에서는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동시에 반영하기 용이한 직접 연계 방식을 사

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5. 결론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 안전성 계산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핵연료봉, 집합체 및 

노심지지 구조물, 제어봉 구동축 및 원자로용기의 열변형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 상세 반응도 궤환 모형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핵연료봉 축방향 반응도, 노심 반경

방향 반응도, 그리고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계산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틀

을 설정하였으며 계산모형의 활용 가능한 시간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적인 개발 방안 두 가

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산모형은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하는 기존의 SSC-K 계통

안전해석코드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반응도 궤환 모형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

인 개발 방안보다 상세한 모형이 아니지만 기존의 SSC-K 계산에 포함된 과도한 보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인 개발 방안은 전노심 3 차원 동특성 코드와 계통 열

유체 코드가 통합된 환경에서 반응도 궤환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계산모형이다. 한편 점근사 동특성 계산에서는 각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과 부합되는 

반응도 계수가 필요하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한 노물리 계산 방법론을 더불어 설정하였다. 

 

따라서 반응도 궤환모형의 개발은 단기, 장기적인 추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기적으로는 점근사 동특성 계산을 기반으로한 SSC-K 코드에 개발한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

을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전노심 3 차원 동특성코드가 개발되고 이 코드와 계통 열유체 안전

해석 코드가 통합되면 그 때에 장기적인 개발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어봉 구동축 반응도 모형은 본 연구기간 동안 수립된 개발방안에 따라 계산모형

을 완성한 후, SSC-K 전산코드의 기존 반응도 궤환 모형을 대체하여 비교계산을 수행함으로

써 개발 방안의 타당성을 예비평가 하였다. 비교계산 결과 예상한대로 개발된 계산모형이 

기존의 보수적인 단순 계산모형보다 제어봉 구동축의 열적 변형을 실제적으로 계산하였으며 

그로 인한 안전 여유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시한 개발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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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장기적인 개발방안으로 제시된 상세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을 포함한 계통 열유체 코드와 

전노심 동특성 코드의 연계 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설정하였으며, 코드 

간의 데이터 흐름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계코드 체계는 반응도 변화 요인이 되는 핵적 

단면적의 변화를 직접 고려하여 노심의 출력 분포를 계산하기 때문에 국부적인 노심 구조물

의 열변형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인 반응도 기인사고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제시된 반응도 궤환 모형은 금속연료의 연소 특성뿐만 아니라 집합체 및 노심 구조물의 

설계 형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발된 계산모형은 원자로 내 시험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험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시험 자료로 이미 

검증된 다른 코드와의 비교 계산을 통하여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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