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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KALIMER-600 은 설계 고유 안전성으로 ATWS 사고와 같은 설계기준 사고
발생시, 냉각재 비등이나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예비안전해
석 결과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미래형 설계에 대해서
는 격납용기 요건 및 안전성능 평가를 위해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 계통
3 중 실패로 인한 노심 용융사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시 노
심 용융물은 원자로 용기내에 제한(in-vessel retention)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Debris bed 냉각 능력 입증은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로용기내(in-vessel) 핵연료저지(fuel retention)에 관한
것으로 Debris bed 의 냉각과 용융풀의 냉각 모델에 대한 기술 현황분석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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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reliminary safety analyses of the KALIMER-600 design have shown that the
design has inherent safety characteristics and is capable of accommodating double-falut
initiators such as ATWS events without coolant boiling or fuel melting. However, for the
future design of sodium cooled fast reactor,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containment requirements may be worth due consideration of triplefault accident sequences of extremely low probability of occurrence that leads to core
melting. For any postulated accident sequence which leads to core melting, in-vessel
retention of the core debris will be required as a design requirement for the future design
of sodium cooled fast reactor. Also, proof of the capacity of the debris bed cooling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n-vessel retention of the core debris.
In this study, review of the technical status on the debris bed cooling model was carried
out for in-vessel retention of the core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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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심손상사고(core disruptive accidents)는 액체금속로의 고유안전성과 설계특성
으로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이지만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해석은 액체금
속로에 의해 야기되는 전체 위험도(risk)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
진다. 사고후 열제거(post-accident heat removal: PAHR)기술은 가상노심사고후 물
질의 거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가상사고 이후의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한 형상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제거능력
은 다음과 같이 3 지점에서 연구된다. 1) 원자로 노심내(in-place), 2) 노심외부의
바깥과 원자로용기내(in-vessel), 3)원자로용기 외부 구조물내(ex-vessel). 원자로
노심내의 냉각은 손상된 핵연료가 원래의 노심위치에서 냉각되는 것을 다룬다.
노심손상사고후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핵연료가 쌓이게 되면 원자로용기의 용
융에의한 관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격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에서

는 원자로용기내(in-vessel) 핵연료저지(fuel retention)에 관한 것으로 파편층의
냉각과 용융풀의 냉각 연구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1

2

파편층의 냉각

파편층의 냉각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용융된 핵연료와 철은 냉각재와 접촉하
여 소듐 속에서 급속히 냉각이 되면 파편화되고, 고체 파편을 형성함을 알수
있었다. 이 파편의 크기분포는 파편층의 궁극적인 냉각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ANL 에서 수행한 TREAT(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실험에서 소듐
과 접촉한 UO2 의 분포는 파편의 70 ~ 80%가 1000 µm 이하임을 보였다(그림 1
참조).
파편층의 냉각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파편층의 깊이이다. 노심영역에
서 분출된 연료와 철의 파편은 원자로용기의 수평바닥면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균일하게 쌓인 파편층에서 파편층의 깊이는 질량평형, 표면적, 파편
층 다공도에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깊이는 수 밀리미터가 예상되
는데, 예로서 FFTF 의 경우 상부 열배플(25.18 m2)에 전 연료의 체적을 적용하
면, 50%의 다공도를 가정할 때 깊이는 45.72 mm 정도이다.
파편층에서 발생하는 열은 주변의 소듐이나 구조물로 전달된다. 파편층에서
아래방향의 전열은 구조물 아래에 소듐의 유동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하며, 대
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유동은 없으므로 상방향의 열전달이 보다 중요한 관심
사가 된다.

그림 1. Range of UO2 particle diameters upon contact with sodium from in-pile and outpile experiments
내부발생열이 적당히 높을 때는 베드(Bed)내 소듐의 자연대류 혹은 비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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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베드에서 제거되는 최대열속은 베드 Dryout 발생때 일어나며, Dryout 이
후에는 베드의 온도는 올라가 베드내 연료의 용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융
풀내의 열발생이 계속되면 풀에 비등이 발생할 것인가, 풀 경계면의 구조물은
용융에의한 관통과 구조적 파손이 일어나지않도록 충분히 냉각이 되는가가 관
심사가 된다.

2.1 단상 소듐상태의 다공성 매질의 열전달
베드의 형상은 그림 2 와 같다. 베드의 아래면과 옆면은 단열되어있고 내부에
서 가열되는 경우이다. Ra 수(Rayleigh number)가 충분히 적은 경우에는 다공성
베드의 열전달은 열전도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베드의 온도차이는 다음 식
과 같다. 여기서 K 는 베드의 체적 열전도도이다.

Liquid Pool
TC

Porous Bed
Q’
TB

L

그림 2. Geometry of a porous generating bed

TB − TC =

L2
Q′
2K

참고로 Ra 수 및 Nu 수는 다음과 같다.

 Q′L2 

ρgβLk 
K

 , Nu =
Ra =

µα

Q′L2
2 K (TB − TC )

열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즉 Ra 수가 커지면 다음 2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첫번째는 TB 가 소듐의 포화온도인 Tboiling 에 도달하여 이상유동대류가 시작하
는 것이고, 두번째는 특정 Ra 수에 도달하면 불안정한 수직방향 밀도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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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상자연대류가 일어난다.
베드의 자연대류에 대하여 많은 이론 및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모든 연
구의 목적은 특정 Ra 수와 자연대류 상관식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Buretta 의 계산에 의하면 RaC=33, 그러나 Sun 의 실험자료에 의하면 자연대류
는 RaC=43 일때 발생하고, 이에 상응한 열발생율은

QC′ =

86 µαK
ρgβ kL3

Buretta 와 Sun 은 베드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험적인 연구를 통
하여 아래 상관식을 개발하였으며, Ra 수 및 Nu 수의 정의를 적용하면

Nu = (

1
Ra ) 0.573
43

Elder 는 바닥면 가열시의 베드에 대한 경험식을 개발하였다.

Nu = (

Ra K =

1
Ra K )
40

ρgβLk (TB − TC )
(q / A) L
, Nu =
µα
K (TB − TC )

Elder 의 상관식을 내부 열발생의 경우로 확장하면 베드의 온도차는 다음식과
같다.

  L  µα
TB − TC = 20

Kk

 ρgβ


 
Q ′
 

1/ 2

윗식을 Ra 수로 표현하면

Nu = (

1
Ra ) 0.5
40

Buretta 와 Sun, Elder 의 상관식을 비교하면 바닥가열형과 내부가열형 사이에 상
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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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형상의 차이로 초기 연구자에서 보고된 특정 Ra 수의 차이때문에 Beck[20]
은 아래에서 가열되는 경우에 형상비(너비/높이)에 따른 유동의 안정성을 실험
하여, 특정 Ra 수는 형상비가 감소함에따라 증가하고, 형상비가 1 보다 클 경
우에는 4π 2 에 근접함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은 Buretta 와 Berman[21], Yen[22]
에의해 확인되었다.
Sun[23]은 상부 소듐층을 갖고, 아래에서 가열되는 베드의 자연대류 개시점을
이론과 실험으로 연구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상부소듐층에 대한 특정 Ra 수는
상부소듐층과 베드의 깊이비율, n 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반면에 베드에 대
한 특정 Ra 수는 n 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특정 Ra 수에 대한 파편의 열전도도와 다공성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14, 18, 17]
Buretta 와 Berman[21], Sun[23]은 바닥가열형이고 윗면 등온조건인 내부체적 가
열되는 베드의 자연대류의 개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체적가열은 전해액으로
적은 양의 CuSo4 을 가진 물을 이용하였다. 두 연구에서 내부 특정 Ra 수는
31.8 이었다.
Hardee and Nilson[9]은 Convective Roll Cell Model 을 이용하여 특정 Ra 수를 구
하고 Sun 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론치는 32 이고, Sun[23]의 실험치는
32.38 였다. Buretta[21]의 이론치는 32.76 이었다.
상부유체의 깊이와 다른 체적가열방법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Rhee, Dhir,
Catton[27]은 바닥과 벽은 단열된 상태에서 유도가열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부소듐층과 베드의 깊이 비율이 1 혹은 보다 클 때 특정 Ra 수
115 일 때 자연대류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부유체가 없을 경우에는 특정 Ra
수는 46 으로 Joule heating[21, 23, 9]으로 실험결과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이다.
저자는 보다 높은 Ra 수의 원인으로 파편에서 냉각수로 열전달의 부가적인 저
항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모든 Joule heating 연구에서 유리나 모래의 열전도도
는 냉각수의 열전도도와 거의 같다. 따라서 파편은 수력저항만 작용하고, 열적
으로는 무관하다.
바닥냉각의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Rhee et al.[27]는 앞의 Rhee, Dhir, Catton[28]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바닥 단열조건인 경우, 특정 Ra 수는 32, 상부소듐층과
베드의 깊이 비율이 1 이고 바닥 단열조건인 경우에는 특정 Ra 수는 12 임을
관찰하였다.
Gasser and Kazimi[29]는 해석적 방법으로 내부열발생시에 대류개시점을 조사하
였다. 상부 자유경계면과 하부 강체구조면(rigid solid suraface)에 대하여 Linear
5

Stability of Small Disturbance 방법을 적용하여 상하부 등온조건을 적용한
Lapwood[16]의 결과, Ra= 4π, 와 일치하였다.
Somerton and Catton[30]은 하부에 냉각과 가열되는 내부가열베드에 대한 대류
개시점을 예측하기위한 목적으로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배식은
Gasser and Kazimi[29]의 지배식과 유사하지만 상층부 유체와 유속과 점성전단
응력(Viscous Shear Stress) 경계조건을 가지는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였다. 해
를 구하는 과정에서 온도섭동(Perturbation)은 Sine 함수 조합의 형태를 갖는다
고 가정하였다. 결과는 n Æ ∞ 인 겨우에는, 즉 아래에서 가열되는 수평유체층,
버나드(Bernard) 문제 임을 보였다. 그러나 상부소듐층과 베드의 깊이 비율이
큰 경우에는 특정 Ra 수는 일정하지만, 그래도 열전도도의 비율 kf/km 의 함수
이다. 열전도도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상부유체층에도 대류 회전(Roll)이 있고,
베드에도 작은 대류 Roll 이 존재한다. 이에 상응하여 베드층에는 적당한 온도
섭동이 존재한다. 보다 큰 형태의 2 대류 Roll 은 일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보다
큰 열전도도 비율을 갖는 경우가 보다 안정적이다. 상부소듐층과 베드의 깊이
비율, n 이 클때는 n 이 증가함에따라 RaIC 는 증가한다. n 이 2 에 근접하면 RaIC
는 급격히 감소하고, 최저점을 향한다. n 의 감소는 가열체적의 증가를 의미하
기 때문에 RaIC 는 감소한다. 일단 최저점에 도달하면 n 의 감소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은 버나드문제(Bernard Problem)에서 L 이 감소할 때 ∆T 의 거동
과 유사하다.
그림 3 은 단상 열전달시의 Nu 수와 Ra 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Hardee
and Nilson, Buretta and Sun, Elder 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Ra 수 이하에서
는 열전도에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서는 자연대류에의한 전열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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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u relating to Ra in the case of single phase heat transfer

2.2 대류 회전셀 모델 (Convective Roll Cell Model)
단상 대류 roll cell 의 해석적 모델은 일차원 근사법으로 구할 수 있다. 앞 절
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모델은 대류개시점과 열전달 특성을 적절히 예측하였
다. 이 근사해석방법은 좁게 제한된 기하형태에서 muliticell 대류의 가능성을
시험하는데 사용된다. 다공성 매질에서 대류가 시작할 때는 Bernard cell 처럼
육각형 유동모양이지만, Buretta and Hwang 은 이후에 Ra 수가 증가하면 유동형
태는 대류 roll 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대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열전달을 평가
하기위해 대류 roll 에 근거한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육각형모델의 결과
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림 4 는 대류 cell 모델의 속도분포의 근사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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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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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1

TC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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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elocity profiles in a convective roll model

상방향유동에서 주요한 힘 즉, 압력과 부력의 평형에서 다음 식을 얻는다.

(∆P)δ dz = ( ρgβ ∆T )δ L dz
∆P
= ρgβ∆T
L
∆T = Tavg − Tref
T + TC 


 TB + B
2  1

=
− (TB + TC )
2
2
1
= (TB − TC )
4
Darcy’ law 를 이용하면,

dP
= Uµ / k
dy
∆P
= Uµ / k
L
3 식을 종합하면

U =

1
Rak α / L
4

그림 4 에서 유동이 상방향유동 1 지점에서 하방향 2 지점을 통과할 때 대류에
의해 전열되는 양 즉, 상부경계에서 유출되는 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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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 ρ C (T1 − T2 )
2

q=

1
1
1
 3
TB + (TB + TC ) = TB + TC

2
2
4
 4

T1 =

1
1
3
 1
TC + (TB + TC ) = TB + TC

2
2
4
 4
1
∆T = T1 − T2 = (TB − TC )
2

T2 =

Darcy’ law, 에너지 평형식, 온도차의 3 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다.

q/ A =

1
Ra k ( K / L)(TB − 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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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매질에서 내부열발생의 경우에 이 결과는 앞에서 정의된 Ra 수의 항으
로 나타낼 수 있다. Cell 의 옆면과 바닥이 단열면일 때 발생된 모든 열은 정상
상태에서 윗면을 통과해야 한다.

q / A = Q′ L
윗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다.

Q′ L =

ρgβkL
1
( K / L)(TB − TC ) 2
16
µα

식을 재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Q′ L2 (TB − TC )
=
Ra
K
8
이 식을 앞에서 정의한 Nu 수 및 Ra 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Nu = (

1
Ra )0.5
32

대류가 시작되는 특정 Ra 수는 윗식에서 Nu 수가 1 이 되는 경우 즉, 대류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를 구하면 된다.

9

1
Ra ) 0.5 = 1
32
Ra = 32

(

이 값은 Buretta 가 구한 아래의 이론적인 값과 잘 비교된다.

Ra = 32.76
다공성 베드의 온도차이는 윗식을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L  µα
TB − TC = 16

  Kk  ρgβ

 
Q ′
 

1

2

이 식은 앞의 Buretta 의 결과와 Elder 의 실험과 잘 비교되고, 식 내의 상수값
은 Buretta 결과의 25.7 과 Elder 의 20 과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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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시의 파편층의 냉각

Dryout 조건 직전의 대류 이상유동상태하의 파편층내의 거동은 별로 연구가
되지않았다. 연구는 실험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7, 8]
실험연구에서 초기단계에서는 주울(joule)가열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이후에는
유도(inductive)가열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다아시(Darcy)의 법칙에 근거한 일차원 층류모델이나, 혹은
어간(Eurgun)식에 나온 층류 및 난류 유동모델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3.1 실험적 연구
파편층의 비등냉각은 단상유동에 대한 작업의 연장으로 Hardee and Nilson 에의
해 실험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등이 시작할 때의 열발생율은 대류 Roll
Cell 모델에서 유도된 단상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유도되었다. 실험에서 연
료 파편층을 모의하기위해 웨드론 실리카(Wedron silica) 모래가 사용되고, 열은
소금물에 전류를 통과시켜 발생시켰다. 사각형 상자의 바닥은 단열시키고 상
부는 일정한 아냉각온도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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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예측치와 실험치는 일반적으로 잘 일치하고, 비등시점은 예견된 열발
생율 근처에서 일어닜다. 그림 5 는 실험자료와 해석 예측치를 비교한 그림이
다. Hardee and Nilson[9]은 비등개시 RaB 수와 Dryout RaD 수는 특정형상에 의존
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베드의 형상비(L/D)는 전반적인 전열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6 ).

그림 5A. Bed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Generating Rate (L=12 cm, k =100
Darcys, L/D=0.4)

그림 5B. Bed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Generating Rate (L=5 cm, k =100
Darcys, L/D=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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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bined Test Results for Porous Media with Heat Generation

Lee and Nilson[10]은 샌디아(Sandia) 연구소[64]에 수행된 노내 파편층 실험을
옹호하기위하여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다양한 형상의 열발생
다공성 매질내의 유동장과 온도분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특히
비등영역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배적인 transport process 의 인식과 해
석적 및 수치적 모델에 사용가능한 정성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데 목적이
주어졌다. 이들은 소금 전해액의 흰색 실리카 베드에 유체가 가득찬 다공성
매질을 모의하였다. 평균 파편 직경은 대략 200 µ 에서 500 µ, 400 µ 에서 1000 µ
로 분포하였고, 바닥은 단열되었다. 상부 유체 속의 직접접촉 열교환기는 상부
유체 풀을 아냉각상태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염료(dye)기술로 유동 가시화에
적용하였다.
이상유동

냉각영역에서

유동형태는

세포형태의

회전이라기보다는

역류

(countercurrent) 유동을 보였다. 그림 7 은 유동형태가 온도분포와 염료추적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아냉각이 없을 때에는 큰 보이드의 급속한 압력누적으로
베드의 상부에서 큰 변동(upheaval)과 챈널링(channeling)을 야기한다. 그러나
상부가 아냉각인 베드에서는 상부의 열전도 영역은 응축이 일어나게한다. 출
력이 증가되면 챈널링영역이 즈증가하고 모래의 유동화가 뚜렷해진다.
상기의 관찰에서 그들은 아냉각은 베드내에서 증기의 응축을 일으키고, 결과
로 큰 변동과 챈널링의 파괴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상부표면의 아냉
각정도는 베드의 비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연구에 남
아있는 의문은 모의실험이 소듐의 높은 열전도도를 포함하여 얼마나 실제상황
과 연관되어 있는 가에 있다. 액체 소듐의 아냉각층은 챈널링과 물질의 물성
12

치에 의존하는 다른 현상(channeling, leveling, dryout)의 발생에 상대적 시간 스
케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7. Isotherms and Flow(220 Watts)

Barleon and Werle[11]는 아래방향 열전달에대한 하부냉각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도가열방법으로 노외실험을 수행하였다. UO2 파편은 2 mm 에서 3mm
의 크기를 가지는 강철 파편으로 모의하였다. 바닥냉각조건에서의 실험결과와
아랫방향 출력비율은 그림 8 에 있다. 아랫방향 열속비율은 일정 베드출력에서
베드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와 같은 거동은 베드가 단열 경계면에
서 분리되어 상부층에서 열은 비등에의하여 윗방향으로, 또 하부층에서 아랫
방향으로 열전도로 제거되는 2 층모델(two layer model)로 설명된다. 그림 9 는
이 모델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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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ownward Power Fraction as a Function of the Power Density of a Freon-113
Cooled Bed with 3 mm SS-spheres for Different Bed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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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haracteristic zones for the Heat Transfer in a Volumetric Heated Particle Bed
with Free Convecting and/or Boiling of the Bed

Barleon et al.[7]은 수행한 넓은 범위의 변수에 대하여 구한 실험자료와 다양한
이론모델과 비교하였다. 바닥 냉각조건에서 냉각재로서 물과 프레-113 을 이용
하고, 파편크기가 0.06 ~ 16 mm 의 범위에서 유도가열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여 비등과 dryout 거동을 연구하였다. 아냉각층의 챈널통과(channel penetration)
와 작은 파편크기에서의 강한 모세관 영향으로 인한 아랫방향 비등이 관찰되
었다(그림 10, 그림 11). 베드의 가열중에 약간의 교란이 관찰되었으며, 이로인
하여 국부 다공성을 증가시키고, dryout 열속을 증가시켰다. 상부 아냉각유체의
심각한 영향은 발견되지않았다. 단열바닥인 경우 베드의 성층화는 혼합(mixed)
베드에 비하여 dryout 열속을 크게 감소시켰다. 반면에 바닥이 냉각되는 경우
에는 성층화 베드와 혼합베드의 dryout 열속은 동등하였다.
비등 베드의 유동역학을 이해하기위해 MacBeth and Trenberth[32]는 비등베드압
력을 관찰하였다. 가열방법으로는 전기저항법을 이용하고, 파편직경이 0.22mm
에서 5 mm 이고, 베드의 높이가 50, 100, 150 mm 인 3 종류의 베드를 사용하였
다. 그림 12, 그림 13 은 입력출력에 따른 보이드율변화와 파편직경에 따른 압
력손실에 대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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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ormalized Total Heat Fluxj=j/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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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Normalized Mean Vapor Fraction α ∗ = α / α do

3.2 해석적 연구
다공성 매질내의 층류유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보통 Blake-Kozeny 식[33, 34]
을 이용한 Darcy’ law[33]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난류에는 Ergun 식[35, 36, 37]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다공성 매질에서 수력학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형
태로 알려진 Ergun 식은 단순히 층류에는 Blake-Kozeny 식을 더하고, 난류에는
Burke-Plummer 식을 더한 것이다.[34]
다공성매질내의 이상유동에서 지배식은 각 상에 적용되고, 상변화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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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면적변화는 상대 다공성을 적용하여 보상된다. 모든 이 식은 포화 액체 및
기체의 향류 일차원 유동을 가정한다.

그림 12. Measurments of Liquid in a Boiling Bed at Power Inputs up to Dryout Using a
Larg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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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iquid and Vapor Phase Pressure Loss in a Boiling Bed. Measured over Bed
Height ‘H’ at Dryout

3.2.1 층류유동 모델
Hardee and Nilson[9]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보존법칙에 근거한 모델을 개발한
이분야의 첫번째 연구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상유동에 대한 베
드내에서 일어나는 전과정을 기술할 수 없었다. 그들은 dryout 에대한 베드상
부의 보존방정식을 제안하였다. 그림 14 와 같이 한쪽 영역에서 액체는 아래로
흐르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위로 흐른다고 가정하였다. 아래로
흐르는 액체의 온도는 초기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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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iquid and Vapor Flow in the Two-Phase Regime

TC 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 TB 로 상승한다. 이 영역의 액체는 발생하는 에너지
를 흡수하여, 온도 또는 내부에너지는 상승한다. 상부 액체는 아냉각상태, TC
로 유지되므로 기체의 일부는 베드의 상부에서 응축된다. Dryout 조건에 도달
하기 직전까지 이상유동에 대한 더 이상의 고려없이 윗방향으로 흐르는 유체
가 베드의 상부에서 기화된다는 가정하에 보존식의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는 유체비율(γ)의 함수로 최대 베드열속을 평가하고, 이 열속을 dryout 열속으
로 정의하였다. 이 해석에서 고려된 베드의 상부에서 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γρ lU l C l (TB − TC ) + (1 − γ )ρ vU v hlv = q ′′′L
γρ lU l = (1 − γ )ρ vU v
Ul =

K
dP 
 ρl g −

dX 
µl 

Uv =

K dP
µ v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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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eformulation of the Liquid and Vapor Flow in the Two-Phase Regime

Hardee and Nilson 은 이 모델을 만들었지만 위로 향하는 이상유동영역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의 열발생 다공성매질의 유동형태 가시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10]에서 아래로 향하는 포화액체와 윗방향 포화기체의 향류
유동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Hardee and Nilson 의 이론적 가정과 실험적 관찰과
의 차이점을 설명하기위한 시도는 없었다.
Rivard[38]는 Hardee and Nilson[9]모델의 아랫방향 유체는 D-2 및 D-3 실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이상유동영역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
다. 이 관찰에서 모델은 수정되어 소위, 열전도모델로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그림 15 에 있다. Rivard 는 Hardee and Nilson 모델과 비슷한 방법으로 dryout 열
속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상유동을 모델하기위한 시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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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oordinate System
Udell[39]은 실험 및 이론적 관점에서 모세관현상으로 구동되는 다공성매질내
에 존재하는 열과 질량전달을 연구하였다. 실험은 유리섬유관에 2 가지 크기
(833 - 589µ,

208 - 149µ)의 모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래노심은 구리블록

에 심겨진 니크롬코일로 상부에서 가열하였다. 동일한 구리블록으로 바닥을
아냉각온도로 제어하기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정상태조건에서는 3
개의 구별되는 영역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그림 16). 상부와 하부의 열전도
영역을 분리하는 지역은 거의 포화온도로 등온상태이고, 따라서 지배적인 열
전달 모드는 대류다. 이 등온영역에서 모세관 압력차이로 인하여 바닥에서 상
부까지 액체상태의 상방향 질량속(mass flux)이 있음을 에너지와 질량보존식으
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 영역의 상부에서의 열속은 liquid flux 에 역방향으
로 흐르는 증기와 물의 증발율과 평형을 이룬다. 그림 16 에 보이는 시스템은
이상유동에 대한 아래의 Darcy’ law 로 나타낸다.

Ul = −

Uv =

ρ l KK rl dΦ l
µl
dX

ρ v KK vl dΦ
µv
dX
22

Φ lv =

Plv

+ gX

ρ lv

PC = Pv − Pl
윗식에서

Φ lv = liquid and vapor potentials
PC = capillary pressure
K rl = S3 relative permeability of the liquid
K rv = (1-S)3 relative permeability of the vapor
K = permeability
S = effective saturation
위의 4 식을 무차원화하면 다음 식과 같다.

dδ
=
ds

f′
 1
β 

1 + ω 
+
 K rv K rl 

여기서,

P K
f = C 
σ ε 

ω=

1

2

− q ′′ν v
Kh fg (ρ l − ρ v )g

X (ρ l − ρ v )g  K 
δ=
 
σ
ε 

β=

νl
νv

윗 식의 그림은 그림 17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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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17A. Two-Phase Zone Pressure Profiles

그림 17B. Height of Two-Phase Zone vs. Heat Flux

3.2.2 층류 및 난류 유동 모델
층류모델은 모세관힘이 중요한 작은 파편베드의 거동은 잘 기술하지만, 그러
나 난류유동이 지배적인 큰 파편 베드의 거동은 잘 예측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층류 및 난류유동에 맞춘 Ergun 식[35, 36, 37]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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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nski[8, 40, 41, 42]는 이전의 모델에서 부분적으로만 고려되었던 영향을 모두
포함한 일반 모델을 개발한 첫번째 연구자이다. 이 모델은 실제로 그의 무차
원모델(zero-dimensional model)[43]을 연장한 것으로, 베드의 내부상태와 dryout
직전의 비등거동 모두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상유동 향류에 적용한 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d
( ρ vVv + ρ l Vl ) = 0
dz

1.75(1 − ε ) ρ vVv Vv
dε 3 (1 − s ) 3
1.75(1 − ε ) ρ lVl Vl
dε 3 s 3

+

150(1 − ε ) 2 µ vVv dPv
+
+ ρv g = 0
dZ
d 2ε 3 (1 − s ) 3

+

150(1 − ε ) 2 µ lVlv dPl
+
+ ρl g = 0
dZ
d 2ε 3 s 3

d
(ρ vVv h fg ) = q ′′′
dz
Pl − Pv =

150 (1 − ε ) cos θ J
εd

(s
J=
위의

식들을

조합하면

아래와

−1

)

−1

0.175

5

같은

1

차원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q ′′( z ) 〉 w h fg 일때 상부기호가 적용되고, q ′′( z ) 〈 w h fg 일때 하부기호가 적용
된다.

− 150 cos θ σ (1 − ε ) dJ ds
d 1− ε 
− 150 cos θ 
 + (ρ l − ρ g )g
ds dz
dz  εd 
εd
1.75(1 − ε )(q ′′′z ) 2
=
d 2ε 2 h 2fg


1
1 
±


3
ρl s 3 
 ρ v (1 − s )

+

µv
µv 
150(1 − ε ) 2 (q ′′′z ) 
+


3
d 2 ε 3 h fg
ρl s 3 
 ρ v (1 − s )

+

(1 − ε )W 
3.5q ′′′z 150(1 − ε ) µ l 
W
1
.
75
±
±
−


h fg
d
ε 3 dρ l s 3 


윗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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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net mass flux through the bed

θ = wetting angle of liquid on the particle surface
J = semi-empirical Leverett function
S − Sr
s= t
= effective satyreation
1 − Sr
St = true saturation
1  (1 − ε ) 2 σ cos θ 
Sr =


22  d 2ε 3 ρ l g 

0.264

= residual saturation

그림 18 은 이 모델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18. Lipinski’s One-Dimens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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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onduction Model and Downward Boiling Model

윗 식에서 열유동이 없는 위치를 z = 0 으로 놓으면 이 식은 단열바닥인 경우
와 바닥이 냉각되는 조건이 된다. 이 모델은 모세관힘을 포함하므로 바닥이
냉각되는 조건에서는 아랫방향 비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그림 19). 챈널길
이를 결정할 때는 챈널 바로 밑에서 증기압력과 상부 파편과 액체사이에는 평
형이 이루어진다. 역으로 이전의 모델은 모세관힘과 상부베드의 무게사이의
평형에 근거하고있다. 윗식의 해는 dryout 직전 출력뿐만 아니라 정상 dry 영역
도 예측한다. 정상상태 dry 영역의 두께는 상기 dryout 출력의 함수로 결정된다.
깊거나 혹은 큰 파편 베드(특히 수냉각 원자로의 경우) 모세관힘은 무시할 만
하고, 앞 식에서 처음 2 항은 무시된다. 추가로 생성항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q ′′′ 와 z 사이의 변환은 간단하다. 그러면 식은 z 에 관한 2 차식형태
의 간단한 모양이 된다.

1.75(1 − ε )( s z ) 2 
1
1 
+


3 2
3
d ε h fg
ρl s3 
 ρ v (1 − s)

+

µv
µ 
150(1 − ε ) 2 (q ′′′z ) 
+ v 3  = (ρ l − ρ v )g

2 3
3
d ε h fg
ρl s 
 ρ v (1 − s)

이후의 논문[42]에서 저자는 난류유동항에서 상대다공도(relative permeabil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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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3~5 로 변화시켰다. 이 새로운 지수는 최근의 dryout 데이터와 비교할
때 약간 보다 일치하였다.
Moore and Turland[44]는 그들의 이전 모델[45]과 Lipinski 의 semi-theoretical 모
델을 보다 개발하고 응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 모델은 이전의 모델과 비
슷하지만 특별히 논의된 토픽은 다음과 같다.
(1) 깊은 베드의 dryout 에대한 과도기 접근
(2) 파편 크기의 점진적 변화의 영향 (즉, 파편 평균 직경이 베드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
(3) 1 차원 모델에서 dried-out layer 의 포함
이 모델에서 고려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ε

∂
((1 − s )ρ v + sρ l ) + ∇ • (ρ vU v + ρ lU l ) = 0
∂t

ε

∂
((1 − s )ρ v + sρ l ) + ∇ • (ρ vU v ) = q ′′′ h
fg
∂t

ρ vυ vU v 
K rv

 ρυU
0.01d
Uv  − l l l
1 +
K rl
 (1 − ε )υ v




0.01d
U l  = K [zˆ (ρ l − ρ v )g − ∇(Pl − Pv )]
1 +
 (1 − ε )υ l


Pc = Pl − Pv = σ (ε / K ) 2 J ( s )
1

여기서

J(s) = Leverett function

= 1.5 - 9.25 + 88s 2 / 3 − 880s 3 / 27
= 0.62 - 0.4s
= 14.7 - 53.2s + 66s 2 − 55s 3 / 2
ẑ = unit vector

(0 〈 s 〈 0.3)
(0.3 〈 s 〈 0.8)
(0.8 〈 s 〈1)

첫째식과 넷째식은 무차원화하여 two-layer bed 와 degraded bed 에 적용된다. 저
자는 다른 모델 또는 실험자료와 비교하기보다는 변수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러나 dryout 열속과 과도 dryout 거동은 실험자료[46]와 Bergeron 이 개발한
과도모델[47]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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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편층의 Dryout

파편층의 Dryout 연구는 넓은 변수의 범위에서 실험적 및 해석적으로 이루어
졌다. 실험적 접근은 2 가지 범주로 나뉜다. 즉, 노내(in-pile) 및 노외(out-pile)
실험이다. 노내 실험은 핵물질(UO2)베드가 핵분열로 가열되는 원자로내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노외실험은 보통 유도가열방법을 채택한다. 이론적 모델은
실험적 상관식, 반실험적 층류유동모델, flooding 모델, 난류모델로 구성된다.

4.1 실험적 연구
이 분야의 연구는 초기에는 바닥가열방법[48]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주울
(joule)가열방법이 이용되었다[49, 50]. 그들은 베드에서 2 가지 다른 종류의 열
전달 메커니즘을 관찰하였다. 그림 20 에 얕은 베드와 깊은 베드의 거동이 나
타나있다. 그 차이는 dryout 열속을 증가시키는 얕은 베드의 경우에 바닥까지
의 챈널길이이다.
Sowa et al.[51]은 파편형성과 열전달실험을 수행하였다. 목적은 dryout 거동에
대한 열생성항의 영향을 알아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영향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21 은 3 가지 다른 종류의 가열방법에의한 결과를 나타
낸다. 가장 낮은 dryout 열속은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9, 50]
Catton, Dhir, Brinsfield, McDonough, Ostrander[52]는 파편베드의 냉각성과 dryout
현상을 이론적 및 실험적 2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저자는 파편의
가라앉는 시간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파편화 과정에서 성층화 형상
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경우에 작고 덜 무거운(비 열가열)
파편이 베드의 상부에 우선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추정된다.
Dhir and Catton[53, 54, 55]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이론(semi-theoretical)상
관식을 제시하고,유도가열 베드에서 새로운 dryout 열속데이타를 구하였다. 이
전의 연구[56, 57, 58]와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다양하게 다른 직경의 파편에 대한 dryout 열속데이타를 구하고, 체적가열 및
베드내 비가열파편의 경우에 데이터를 구하기 위하여 확장되었다. 그러나 실
험자료는 이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29

그림 20. Schematic of Liquid and Vapor Flow in Particle UO2 Beds
Shires and Stevens[59] 및 Trenberth and Stevens[60]는 dryout 에대한 물-증기사이의
표면장력에의해 야기된 모세작용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22
에 있다.
Barleon and Werle[11]는 dryout 열속에 대한 바닥냉각의 영향을 시험하였다. 단
열인 경우의 dryout 열속은 바닥냉각되는 경우보다 예상대로 다소 낮았다(대략
3 ~ 11%).
Square and People[61]은 유도가열방법으로 바닥에 다공성이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실험하였다. 결과는 파편베드에 약간의 윗방향흐름은 비다공성 바
닥판에 비하여 베드 dryout 을 발생시키지않는 출력밀도를 아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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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ryout Heat Fluxes for Teflon-Coated Steel Particulate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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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ffect on Dryout of Adding Teepol to Coolant to Change Surface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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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and Preczynski[62]는 비교적 큰 사이즈(0.55 – 11.1mm)의 파편베드를 시험
하였다. 이 실험의 동인은 경수로는 액체금속로에 비하여 보다 큰 파편을 분
산시키는 중대사고의 모의에 있있다. 결과는 만약 베드직경이 파편크기보다
충분히 크다면 베드의 직경은 dryout 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냈다.
압력증가와 함께 베드의 dryout 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압과정동안 사
고이후 초기의 파편베드의 냉각성은 확보된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실험은 실험실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실험을 위하여 대체
물질과 냉각재가 사용되었지만, 반면에 노내 실험에서는 실제 연료물질과 냉
각재로 원자력 연구로내에서 싷행되었다. 초기에 언급되었듯이 실제 원자로의
파편베드 거동을 가깝게 모의하는 이 실험의 목적은 노외실험에서 얻어진 실
험데이타의 확인에 있다. 이 모든 실험은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이 일련의 노내실험은 D-시리즈 실험으로 불리고, 1976 년 중반에 시작되었다.
모든 이 실험은 파편층 거동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보기위해 다른 조건에서
수행되었다.[38, 63, 64, 65, 66]
Rivard[63, 65, 67]는 D-1, D-2, D-3 실험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비등 직전까지 열전도영역의 온도는 열전도모델로 상당히 잘 예측된다.
2) 관찰된 dryout 은 기존 예측치의 일반적인 범위내에서 일어난다.
3) 아냉각이 400 K 정도일때 D-3 의 제한적인 실험은 dryout 은 아냉각 정
도에 덜 민감하다.
4) 안정적인 dry zone 은 약 1 시간동안 관찰되었고, 영역의 크기는 고정된
출력에서 급격히 팽창하지 않는다.
5) dryout 동안에 관찰되는 온도과도는 팽창영역에서만 열전도과정으로 설
명될수있다
6) dry zone 내에서 온도증가율의 감소는 연료용융이 발생할수 있는 필요
한 조건이 될수있지만, 항상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D-4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냉각의 변화는 dryout 출력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반면에 D-2, D-3 실험에서 아냉각 상부 소듐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발견되지않았다. 큰 아냉각(460 K)에서 상부 아냉각베드는 챈널의 형성을 억제
하고, 따라서 dryout 열속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낮은 아냉각(190 K 에서 320 K)
의 경우에는 관찰된 dryout 열속이 챈널베드에 대한 모델과 근접하게 예측되므
로 챈널은 아냉각영역을 관통한다. 그림 23 은 이론예측과 함께 이 실험에서
얻은 dryout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 1 은 파편층 실험변수를 요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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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3. Observered Dryout Heat Fluxes for D-Series Experiments
표 1. In-Pile debris bed experiment parameters
Parameter
Bedloading(UO2),
kg/m
Bed depth, mm
Particle
diameter
range, mm
Averrage effective
particle
diameter,
mm
Bed porosity

D-1
300

D-2
600

D-3
899

D-4
454

58
0.1 to 1.0

106(99 to 113)
0.1 to 1.0

158
0.1 to 1.0

82.5
0.1 to 1.0

0.35

0.27

0.29

0.24

0.48

0.43

0.43

0.44

Bulk
sodium
temperature, ℃
Saturation
temperature,
Subcooling,
Max. specific
power, KW/kg UO

400,500,550,565 400,600

500,400,600

300,600,450

900,940,960,955 863,909

918,885,910

760,795,770

500,440,410,390 463,409
1.0
1.28

418,485,310
0.43

460,195,32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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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와 동시에 베드내 어느 지점이던 dryout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출
력레벨에서 베드로부터의 열속을 예측할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모델은 베드부하(bed loading)의 관점에서 소듐-UO2 베드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의 간단한 경험상관식이다. 바닥가열형과 체적가열형에 대한 dryout 열
속치의 차이를 설명하기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상부챈널영역보다 하부
packed-bed 영역에서 증기유동저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pack-bed 영역의 깊이는
바닥가열형 및 체적가열형 모두에서 열속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근본적인 기
준이다.
Dhir and Catton[53, 54, 68, 69]은 수많은 dryout 실험에 근거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dryout 열속의 표현은 실험자료로 결정되어야할 미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반경험적(semi-empirical) 모델로 불린다. dryout 열속은 평판가열기의 최
대열속에 대한 Zuber 의 식[70]과 함께 무차원화된다. 결과로 얻는 무차원 열속
식은 다음과 같다.
1
2
q ′′
= C 2 K 1 r 2 (d ) M
q ′z′

여기서

4 x10 −8 〈 C 2 〈 13x10 −8
q ′′ z = Zuber ' s critical heat flux
윗식은 깊은 베드에서 다른 상수 C2 를 이용하여 비닥가열형, 체적가열형에 적
용된다.
얕은 베드에는 Zuber 식[70]이 근거한 방법과 유사하게 증기젯트챈널의 상부지
역의 최대증기속도를 결정하기위하여 Helmholtz instability[76]가 이용된다. 바닥
가열형에대한 결과식은 다음과 같다.[53]





q ′′
(
1 − ε )h


= C 4 1 −

q ′z′
σ

 C5
g (ρ f − ρ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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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뿔모양의 증기챈널은 체적가열형 얕은 베드에 실험으로 결정되는 다른 상수
와 함께 윗 식이 적용된다.
Hardee and Nilson[9]은 그림 14 의 층류유동에 근거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
델에서 상방향 유동은 베드의 꼭대기에서 증발하고, 액체비율의 함수로 최대
베드열속이 평가된다.

q ′d′ =

ρ l gd 2 ε 3 h fg [1 + C l (TB − TC ) / h fg ]

[

180(1 − ε ) 1 + (ν l /ν v )
2

1

2

]

2

Ostensen and Lipinski[71] 및 Groger, Mirtchell, Lipinski and Ostensen[72]은 flooding
dryout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Barleon and Werle[73] 및 Dhir and
Barleon[74]에의해 보다 더 시험되었다. 이 모델에서 액체 증기 역방향유동은
액체와 증기사이의 drag 에의해 제한된다. dryout 열속은 다음과 같다.

q d′′ =

[

]

0.245h fg ρ l ρ v gdε 3 / (1 − ε )

[1 + 4(ρ / ρ ) ]
1

v

l

1

2

2

2

또한 Lipinski and Rivard[75]도 일차원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후에 이 모델은
Gronger et al.[72]에의해 모세관힘을 포함하여 개량되었다.
Lipinski[43]는 원래 Shires and Stevens[59]에의해 도입된 모세관힘 영향과 함께
난류유동을 포함하기위해 Hardee and Nilson[9]의 접근방법을 확장한 zerodimensional 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Lipinski[8, 40, 41]에의해 개발된 one-dimensional 모델은 현재까지
dryout 열속을 가장 잘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림 24 는 이 장에서 논의된 이론
적 모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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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ependence of Dryout Heat Flux on Particle Diameter, Adiabatic Bottom,
Saturated Conditions, Void Fraction 0.4, Bed Diameter 8 cm, Theoretical Curves are for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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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편 debris bed 에 대하여 이전에 수행된 중요한 연구를 간단하
게 검토하였다.

첫째 장에서는 다공성 매질에 대한 자연순환에의한 열전달자

료를 검토하였다. 자연대류가 시작되는 특정 Ra 수와 열전달 상관식 모두에
대한 실험결과와 이론적 예측치가 제시되었으며, 예측치와 실험치가 일반적으
로 잘 일치하였다. 둘째 장에서는 모의 연료 debris bed 내의 이상유동 대류를
검토하였다. 이상유동시의 debris bed 거동은 Two-layer 모델로 설명되며, 베드
는 단열층을 경계로 아래 및 위방향으로 열이 제거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dryout 열전달에 대한 연구가 검토되었다. 실험적연구를 통한 결론으로 비등
직전까지 온도분포는 열전도 모델로 잘 예측되고, dryout 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측치 범위내에서 발생하였고, 고정된 출력에서 안정적인 dry zone 이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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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미래형 설계에 대해서는 격납용
기 요건 및 안전성능 평가를 위해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 계통 3 중 실패로
인한 노심 용융사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시 노심 용융물은 원
자로 용기내에 제한(in-vessel retention)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Debris
bed 냉각 능력 입증은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로용기내(in-vessel) 핵연료저지(fuel retention)에 관한 것으
로 Debris bed 의 냉각과 용융풀의 냉각 모델에 대한 기술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 단어내외)

Core Debris, Debris bed 냉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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