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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 사고와 관련하여 그 불확실성이 

커서 실험적규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냉각유로 상하부 구조물 또는 핵연료 집합체

간 공간에서의 용융연료의 동결과 유로폐색(freezing and piugging)”을 들 수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용융연료의 거동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SFR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 중 하나인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을 위한 

모델 개발에 필수·기본적인 실험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금속연료의 용융 온도 및 

고화온도, 기동온도등의 기본 물성에 관한 실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냉각 유로에서의 용융연료의 용융/동결/재배치등의 거

동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온도에 관련된 

기술현황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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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re are some phenomenological uncertainties for partial or whole core 

melting of Sodium-cooled fast reator with the metal fuel. Especially, the major 

phenomenology to be experimentally resolved is the potential for freezing and 

plugging of milten metallic fuel in above-core and below-core structures and 

possibly in inter-subassembly spaces. For suspect to these phenomenological 

uncertainties, we are requir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 behavior of molten 

fuel. Also, proof of the capacity of the debris bed cooling that is one of the 

technical issue for safety of Gen IV SFR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n-vessel retention of the core debris. For these sequences, 

experimental data for liquidus/solidus temperature and mobilization temperature 

of metal fuel are required essentially. 

In this study, review of the technical status on the liquidus/solidus 

temperature of metal fuel was carried out to investgate the behavior of 

liquidus/solidus/relocation of meta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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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와 세계의 우라늄 자원량, 그리고 화석연료 과다 사용

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그 관심이 고속증식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경·중수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실증되어 상용로로써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우라늄 자원의 한계에 따른 궁극적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대규모 

확대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체금속

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

장이 필요하지 않은 액체금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다만 원형로 또는 실증로의 용도로 건설되었던 기존의 액체금속로 개념들이 경

제성 및 핵 확산성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듐 누출 사

고와 같은 문제 때문에 원자로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인 면도 있

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그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므

로, 액체금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탁월한 고유 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

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원자로임을 입증할 때, 대중인식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형 원자로 설계개념을 따르는 KALIME-600과 같은 액체금속로에서 대규모의 

핵연료 용융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심붕괴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는 중복성과 다양성 요건을 만족하는 심층방어 개념에 기반하여 설

계된 원자로 정지계통과 더불어 높은 신뢰도를 가진 피동식 안전계통으로 인해 그 

발생 가능성이 의해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은 특유의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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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반응도 궤환 효과로 인해 ATWS 사고시 노심 출력과 열제거 능력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상태를 찾아가기 때문에 노심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금속핵연료는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핵연료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작으므로 정

상적으로 원자로가 비상 정지된다면 냉각재 계통의 일부분은 물론 전부가 파손되는 

사고에서도 노심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핵연료노심의 고유 안전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 중대사고로 간주되는 HCDA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극단적인 다중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속핵연료는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금속핵연료의 도플러 반응도 궤환이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같거나 음의 반

응도 측면에서 더 작으므로 축방향 핵연료 열팽창 또는 반경방향 노심 열팽창에 의

한 반응도 궤환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2) 금속핵연료의 용융시 용융연료의 유동성이 뛰어나고 소듐 유동 내에서 잘 

분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음의 반응도를 궤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3) 재 응고되는 용융핵연료 debris bed는 높은 기공도를 가지므로 냉각성이 

좋다. 

(4) 금속핵연료는 핵연료 용융 과도사고시 핵연료 저장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풀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내의 소듐 재고량이 많으므로 자연

대류만으로 용융된 노심을 부분적으로 냉각시켜 노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노심 용융의 발생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원

자로 비상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심 유량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히 상실

되거나, 장기 냉각 열제거계통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다중사고 상황에서는 노심붕괴사고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HCDA의 사고특성은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듐 내에 다량의 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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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odium voiding)가 발생하면 노심 내에 큰 양의 반응도가 삽입될 수 있다. 또

는 ATWS처럼 다중고장을 가정함으로써 핵연료가 용융하고 또한 용용으로 인한 영향

이 주변으로 급격히 전파되는 경우에는 노심이 즉발임계에 도달하여 핵연료에서 발

생한 대규모의 열 에너지가 소듐 냉각재로 급격하게 전달된다.  

UTOP이나 ULOF같은 ATWS가 초기사고로 발생한 후 이것이 중대사고로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과도 열전달 및 유체 동력학, 냉각재 비

등, 핵연료 및 피복관의 용융 및 재배치등의 많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다.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 사고와 관련하여 그 불확실성이 

커서 실험적규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냉각유로 상하부 구조물 또는 핵연료 집합체

간 공간에서의 용융연료의 동결과 유로폐색(freezing and piugging)”을 들 수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용융연료의 거동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SFR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 중 하나인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을 위한 

모델 개발에 필수·기본적인 실험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금속연료의 용융 온도 및 

고화온도, 기동온도등의 기본 물성에 관한 실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냉각 유로에서의 용융연료의 재배치 및 동결등의 거동

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온도에 관련된 

기술현황분석을 하였다. 또한 KALIMER-600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융 거동 특성 파악을 위한 TRU 사용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TRU의 거동을 모

사할 수 있는 대체물질을 선정하고, 타당성 분석 및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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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연료 
 

 

금속연료는 고속증식로 개발 초기에 높은 증식성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핵분열 

원자로의 밀도를 높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로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핵분열 생성 

기체에 의한 swelling이 크고 당시의 설계 능력으로는 높은 연소도에서 핵연료와 

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 (Fuel 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FCMI)이 

발생되어 핵연료의 수명이 제한되었었다. 

또한 융점이 비교적 낮고 융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피복관 재료 성분과 확산, 

혼합되어 용융하는 공정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도시의 연료 파손에 대한 

여유가 적었다. 

결국 당시의 실용화를 목표로해서 가정했던 10 at% 이상의 고연소도와 냉각재 

원자로 출구 온도 600℃ 이상을 구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자연스럽게 

경수로에서 운전경험을 갖고있던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연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의 실험로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II (EBR-II)를 

이용한 연구는 되었으며, U-Pu에 Cr, Mo, Ti, Zr등을 첨가하여 용융점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됨으로써, 그 동안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었다. 특히 U-

Pu-Zr 합금연료가 기존의 스테인리스 강 피복관과의 양립성 관점에서도 가장 

우수함을 알게 되었으며, 핵연료주기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 (ANL)에서 1984년 시작된 IFR 프로젝트하에 U-

Pu-Zr 합금연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험연료 조사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금속연료 

실용화 가능성을 얻었다. 표 1은 그 동안 수행되었던 고속증식로의 핵연료의 

유형과 조성을 보여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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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uel type and compositions used for fast react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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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온도 

 

KALIMER-600은 설계 고유 안전성으로 ATWS 사고와 같은 설계기준 사고 발생시, 

냉각재 비등이나 핵연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비안전해석 결과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미래형 설계시에는 격납용기 요건 및 

안전성능 평가를 위해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 계통 3중 실패로 인한 노심 

용융사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시 노심 용융물은 원자로 

용기내에 제한(in-vessel retention)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노심 상,하부 구조물에서의 노심 용융물 응고 및 폐색 현상 

규명과 노심 붕괴 사고 후 Debris bed 열제거 능력 입증을 들 수 있다.  

노심 용융물 응고 및 폐색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심 용융물의 거동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노심 붕괴 사고 후 debris bed 열제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심 붕괴 후 용융물들의 거동 및 debris bed 생성 패턴등을 파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 개발은 결국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온도 및 기동온도등의 기초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제 4세대 원자로 개발과 맞물려 액체금속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금속연료의 열적 특성 자료들에 대한 재평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 비정상 

운전상황에서의 핵연료 용융 가능성 평가면에서 U-Pu-Zr의 용융/고화온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Kittel등에 의해서 U-Pu-Zr의 용융/고화온도에 대한 선행 

연구[2] 결과가 있지만 이들 데이터들은 연구범위와 신뢰성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에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ANL의 Leibowitz등은 두가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즉, 열역학적 계산과 실험, 선택된 조성의 U-Pu-Zr 금속 

연료의 용융/고화 특성 온도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Leibowitz이 제시한 

열역학적 해석 방법론에 주로 기술하였다. 

 

3.1 U-Pu-Zr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3.1.1 열역학적 계산방법론 

열역학적 상분석 방법론은 Bale[3], Spencer[4], Ansara[5], Pelton[6]등에 

의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알려져 있지 않은 3원계 상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2원상이 각각의 조성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열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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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수학적 표현을 얻기 위해,삼원계를 구성하고 있는 sub-system, 즉, 

관계되는 세개의 2원계에 대한 상태도와 열역학적 데이터들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Sulution model을 근거로한 보간법이 2원계상의 

특성값들로부터 3원계상의 열역학적 특성들을 유추하는데 사용되며, 삼원계 

상태도는 유추된 삼원계 Gibbs 에너지면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용액의 거동은 이상용액의 거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초과 깁스 

에너지(excess Gibbs Energy, EG )를 통상 몰 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 물질로 이루어진 2원계에서의  초과 깁스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
210 ⋅⋅⋅⋅⋅⋅+++= BBBA

E XaXaaXXG          (1) 

 

여기서 AX 와 BX 는 몰분률이고, 0a , 1a , 2a 는 결정되어야 할 경험적 계수이다. 

두 물질의 혼합에 의한 깁스에너지는 이상 

Raoult항의, )lnln( BBAA XXXXRT + ,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깁스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ln( BBAA
E XXRTG γγ +≡       (2) 

 

여기서 Aγ 와 Bγ 는 활동도 계수이다. 

일반적으로, EG 는 온도 T 에 따라서 변하지만, U-Pu-Zr 삼원계는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EG (따라서  

0a , 1a , 2a 도 함께)는 온도와 무관한 독립변수로 가정하였다. 이는 초과 엔트로피를 

0으로 가정하는 것과 같다. 

만약, 모든 계수 0a , 1a , 2a ,……가 0이면, 용액은 이상용액이고, 0a 만 0이 

아니면 용액은 규칙용액(regular)이며, 0a , 1a ,이 0이 아니면 용액은 

준규칙용액(sub-regular)dl 된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는 0a , 1a , 2a 을 0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상용액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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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용융점, 엔탈피, 용융 깁스에너지 

 

현재의 방법은 열역학적 분석을 위해 삼원계는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 즉, 

U, Pu, Zr의 용융 깁스에너지(The Gibbs energy of melting)가 요구된다. 

Oetting[7]등이 밝힌 Pu의 용융점은 640±2℃이며, 용융을 위한 엔탈피는 

680±25 cal/mol이다. 또한 신뢰성있는 고상, 액상의 열용량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Pu의 용융깁스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다. 

 

TTTG Pufusion ln6.1768.117860
)( −+−=Δ      (3) 

 

Zr에 대한 데이터는 JANAF 테이블 [8]에서 찾을 수 있다. Zr의 용융점은 

1852±5℃이며, 용융을 위한 엔탈피는 5000±7% cal/mol이며, 고상, 액상의 

열용량값도 함께 얻을 수 있다. Zr의 용융깁스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다. 

 

TTTTG Zrfusion ln446.21055.5474.162308 240
)( −×++=Δ −    (4) 

 

U의 용융점은 1132±3℃(Oetting[7])이며, 용융을 위한 엔탈피는 2185 cal/mol 

(Stephens[9])이다. 또한 고상, 액상의 열용량은 각각 JANAF 테이블 [8] 와 

Oetting[7]에서 차용하였다. U의 용융깁스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다. 

 

TTTG Ufusion ln48.2899.1812990
)( −+−=Δ        (5) 

 

3.1.3 2원계 해석 

  

별첨에 U-Pu-Zr 삼원계 합금을 구성하고 있는 2원계, 즉, U-Pu, U-Zr, Zr-Pu의 

상태도를 나타내었다. 

 

Pu-Zr 시스템 

 

Pu-Zr 시스템의 용융/고화 온도는 Marples[10], Bochvar[11]등에 의해서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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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까지 측정되었다.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액상선에서는 약 50℃, 고상선에서는 

약 10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ylor[12]는 약 10mol%까지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고화곡선의 경우 Bochvar[11]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용융곡선의 경우는 Marples[10], Bochvar[11]의 10% Zr 결과보다 약 40℃ 정도 더 

높았다. 또한 또 다른 연구[12]에서 15mol% 근처의 Zr 농도에서 다른 연구자와 약 

200℃ 정도 높은 액상온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많은 연구 사이에서 큰 

오차를 발견하였으며, 단지 Marples[10]의 결과가 다른 연구 결과보다 좀 더 

의미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Shunk[13] 또한 같은 의견을 보이고 했다. 

고체에 대한 이상용액과 규칙용액의 거동이 식 (6)과 같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Pu-Zr의 고상선과 액상선을 그림 1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ZrPu
E
sol XXG 1600)( =        (6) 

 

 

그림 1. Solidus and liquidus line of Pu-Zr system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점선으로 표시된 Marples[10]의 결과가 계산 

결과와 근접함을 볼 수 있으며, Pu-Zr 이원계에 대해서 액상선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 고상선에 대해서는 약 ±100℃ 정도의 오차 한계 범위를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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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Pu-U 시스템 

 

Pu-U 시스템의 액상선과 고상선은 Ellinger[14]와 Mound Laboratory[12]에 

의해 측정 보고 되었다. 액상선의 경우 두 연구의 결과가 약 15℃ 정도의 오차를 

두었지만, 고상선의 경우 약 40℃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Ellinger[14]은 

고상온도 실험시 재현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액상에서의 활동도 측정 연구는 chiotti[15]에 의해서 검토되었는데, 그 

결과는 용액에 대해서 음값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해석시 너무 많은 가정들을 

채택함으로써 그 결과가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 용액 거동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Pu-U 시스템의 초과 깁스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림 2에 다른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390730()( UUPu
E
sol XXXG −=      (7) 

 

 

그림 2. Solidus and liquidus line of Pu-U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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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실선은 계산된 용융/고화 온도이고 Mound[12](점선)과 

Ellinger[14](일점쇄선) 연구 결과이다. 분석 결과 액상선의 경우 약 ±15℃, 

고상선의 경우 약 ±40℃의 오차한계범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U-Zr 시스템 

 

U-Zr 시스템의 용융/고화온도는 Summer-Smith[16]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Mound 

Laboratory[12]에도 데이터는 보고되지 않고 다만 Summer-Smith[16] 결과와 

비교해서 약 50mol% Zr 농도까지 좋은 일치를 보였다는 언급만 되어 있을 뿐이다. 

Summer-Smith[16]의 상태도를 보면 lens 모양의 이상영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액상과 고상의 거동이 이상액체의 거동을 갖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온도 영역에서의 고상-고상 공용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상에서의 

매우 큰 양의 편차(positive deviation)가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Zegler[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체-고체 고용간극이 576.0=UX , 

89.0=UX 에서 공융온도인 693℃ 경계로 해서 70.0=UX , 772℃의 

공용점(consolute point)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Summer-Smith[16]와는 

차이점을 보이지만 Shunk[13]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용융체의 거동이 

Sub-regular 거동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액상,고상선을 표현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5123688()( UUZr
E
sol XXXG +−=     (8) 

)3800()( UUZr
E
liq XXXG =      (9) 

 

주어진 식을 바탕으로 Zr-U 시스템의 액상/고상선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U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의 고상선이 S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고체안에서의 양의 편차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Zr 농도가 높은 

곳에서의 좁은 이상영역(two-phase region)이 발생하는 것은 Zr의 용융엔탈피가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Zr-U 시스템의 경우 다른 이원계 시스템과는 달리 

상당히 큰 오차한계범위를 갖고있으며, 그 크기는 액상선이나 고상선 모두 약 

±7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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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lidus and liquidus line of Zr-U system  

 

3.1.4 3원계 해석 

 

U-Pu-Zr 시스템의 액상/고상의 초과 깁스에너지는 Kohler 보간식[18]을 

이용하여 세개의 이원계 값들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
PuUZr

E
PuZrU

E
ZrUPu

E GXGXGXG /
2

/
2

/
2 )1()1()1( −+−+−=    (10) 

 

 

그림 4. Solidus and liquidus line of U-Pu-Z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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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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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계산된 U-Pu-Zr 시스템의 액상/고상선을 보여주고 있다. Pu쪽에서 

700℃ 시작해서 Zr쪽이 1700℃이며, 100℃ 간격으로 도시하였다. 기본적으로 

kohler[18] 보간법이 갖는 근사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세개의 조성이 같은 곳, 

즉, 3/1=== ZrUPu XXX 에서 오차를 발생하고 있으며 액상선의 경우 ±75℃, 

고상선의 경우 약 ±125℃ 정도의 한계오차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kohler 방정식을 미분하여 활동도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Pu=1, U=2, Zr=3이며, 321 ,, XXX 는 각 구성 성분의 몰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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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Kelvin 온도이며, 987.1=R 이다. 만일 주어진 식에서 하나의 조성물질에 

대한 몰분율을 0으로 놓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조성물질의 이원계 활성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표 2는 U-Pu-Zr 삼원계의 조성 차이에 따라 계산된 용융/고화온도를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보여준다. 

 

표 2. Solidus and liquidus temperature of U-Pu-Zr[19,20] 

Solidus Temperature Liquidus Temperature 
Alloy (at%) 

Exp. Cal. Exp. Cal 

U-13Pu-16Zr 1105 1121 1240 1268 

U-12Pu-29Zr 1195 1187 1425 1394 

U-19.3Zr 1216±7 1221 1358±10 1371 

U-19.5Pu-3.3Zr 996±5 1012 1050±4 1060 

U-19.3Pu-14.5Zr 1093±8 1071 1321±23 1216 

 

 

 

3.2 TRU 대체 물질 선정 타당성 
 

원자로 운전중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을 간단하게 분류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희토류, Yttrium, Zirconium으로 구성된 Group 1은 산소와 상당한 친화성을 갖으며, 

고온에 장시간 노출시 휘발성이 희토류인 europium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비휘발

성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우라늄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사고시 연료내에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roup 2는 약간의 산소 분위기에서도 금속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내열성 금속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휘발성 특성을 갖고 있다. 

Group 3는 산소와 화학적 특성이 같은 tellurium등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우라늄과 Group 1의 원소들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telluride를 형성

하게되므로, 결국 비휘발성 특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 

Group 4, 5는 고온 환경에서 약간의 휘발 특성을 갖는 원소들로 구성된다. 대

부분의 경휘발성 금속들은 소듐에 녹을 수 있으므로, 사고시 소듐상에 갖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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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roup 6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염기성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연료 용융

사고시 즉각적으로 금속연료와 분리된다. 역시 강한 휘발성 때문에 냉각재인 소듐

에 녹은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Group 7 역시 강한 휘발성을 갖으며, 특히 소듐과 쉽게 반응하여 가용성염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다. 

Group 8은 noble gas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연료와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

고 Cover gas와 합류하게 된다. 

표 3. Fission products grouping 

Group Nuclide 

1 
Oxide Forming, Nonvolatile 

(Rare Earths, Yttrium, Zirconium) 

2 
Refractory Metals, Nonvolatile 

(Tc, Mo, Ru, Rh, Pd, Nb) 

3 
Tellurium, Bonded to Uranium and Oxide Formers 

(Te, Sb, Se, As) 

4 
Slightly Volatile Metals, Alkaline Earths 

(Sr, Ba) 

5 
Slightly Volatile Metals 

(Ga, Ge, In, Sn, Ag, Cd) 

6 
Volatile Metals, Alkali Metals 

(Rb, Cs) 

7 
Volatile, Halogens 

(I, Br) 

8 
Noble Gas 

(Kr, Xe) 

 

KALIMER-600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융 거동 특성 파악을 위

한 TRU 사용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TRU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선정해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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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 핵연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악티나이드 원소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희토류(rare earth, 또는 란타나이드) 원소들이 사용되고 있

다 [21-28]. 이미 산화물 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Pu4+ 또는 Am3+를 모사하

기 위해 Ce4+와 Nd3+등의 희토류 원소들이 사용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화학적으로 중요한 특성인 원자가(valence)와 이온반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29-32]. 그림 5는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대체물질로 주목받는 Ce의 P-T 상태도

와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녹는점을 보여주고 있다 [29]. 

 

 

그림 5. The P-T phase diagram for cerium and melting temperatures for 

the actinide elements 

 

표 2. Atomic value and ionic radius [32] 

atomic valence ionic radius 

Ce4+ 0.094 nm 

Pu4+ 0.093 nm 

Nd3+ 0.104 nm 

Am3+ 0.10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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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Pu-Zr 금속핵연료의 경우 Pu에 대한 대체물질을 이용하여 실험한 

예가 극히 드물며, 희토류인 Ce를 이용한 U-Ce-Zr 삼원계 합금에 대한 연구 자체

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33,34]. 특히 희토류 원소는 우라늄 내에서 고용한도가 2 

at%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단상 고용체인 U-Pu-Zr의 용융특성을 재현하지 못하고 

석출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상호반응 실험이나 용융/고화 실험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34,35]. 따라서 TRU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Pu 대체 물질로 U-

Zr에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U-TRU-Zr 핵연료의 용융 거동을 모사하

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금속핵연료의 경우, Ce이나 Nd는 U-Pu-

Zr에서 고용되지 않아 잘 석출되는 Minor Actinide 원소들은 거동을 모사하기에 매

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6].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모의 TRU 핵연료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희토류 원소는 

Ce과 Nd 두가지이다 [37]. ITU에서 실험한 모의 TRU 조성을 살펴봐도 Y가 첨가

되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은 편이다 (U61Pu19Zr10Am2Np3Nd3.6Ce1.2Y0.2)[38]. 그러

므로 U-Zr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희토류인 Nd, Ce를 첨가하여 Minor Actinide 일

부와 희토류를 대체 실험하여 U-Zr의 특성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TRU내의 

Minor Actinide와 희토류가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비교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U-Pu-Zr의 특성 자료

에 접목하면 U-TRU-Re-Zr의 용융/고화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U-TRU-Zr으로 이루어진 금속핵연료의 용융/고화 특성 온도실험을 위한 모의 

핵연료의 조성은 고용되지 않는 Minor Actinide인 Am과 ITU 모의핵연료에서 사용

된 Nd, Ce의 함량 (약 7wt.%정도)을 고려하여 83U-10Zr-7RE 부근이 될 것이다. 

그림 6은 U-TRU-Zr의 용융/고화 특성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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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ethodology for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U-TRU-Zr 

liquidus/solid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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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 사고와 관련하여 그 불확실성이 

커서 실험적규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냉각유로 상하부 구조물 또는 핵연료 집합체

간 공간에서의 용융연료의 동결과 유로폐색(freezing and piugging)”을 들 수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용융연료의 거동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SFR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 중 하나인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을 위한 

모델 개발에 필수·기본적인 실험자료 취득을 위해서는 금속연료의 용융 온도 및 

고화온도, 기동온도등의 기본 물성에 관한 실험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냉각 유로에서의 용융연료의 재배치 및 동결등의 거동을 규명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온도에 관련된 기술현황

분석을 하였다. 특히 U-Pu-Zr의 용융/고화 온도에 대한 Leibowitz의 용융/고화 온

도 추정식은 실험 결과와의 비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다만 U-19.3Pu-

14.5Zr의 용융온도의 경우 실험 결과와 약 115℃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

값의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kohler 보간법이 갖는 근사화에 따른 불확

실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개의 조성이 같은 곳, 즉, 

3/1=== ZrUPu XXX 에서는 액상선의 경우 ±75℃, 고상선의 경우 약 ±125℃ 정

도의 한계오차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KALIMER-600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융 거동 특성 파악

을 위한 TRU 사용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TRU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물

질로 Ce, Nd등의 희토류를 선정하였다.  

통상 MOX 연료의 경우, Pu의 대체물질로 희토류, 특히 Ce을 주로 사용하지만 

희토류 원소는 우라늄 내에서 고용한도가 2 at%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단상 고용

체인 U-Pu-Zr의 용융특성을 재현하지 못하고 석출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TRU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Pu 대체 물질로 U-Zr에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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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Zr 핵연료의 용융 거동을 모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금속핵연료의 경우, Ce이나 Nd는 U-Pu-Zr에서 고용되지 않아 잘 석

출되는 Minor Actinide 원소들은 거동을 모사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ITU에서 실험

한 모의 TRU 조성에도 사용된 바 있기 때문에, U-Zr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희토

류인 Nd, Ce를 첨가하여 Minor Actinide 일부와 희토류를 대체 실험하여 U-Zr의 

특성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TRU내의 Minor Actinide와 희토류가 금속연료의 

용융/고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비교 분석해

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U-Pu-Zr의 특성 자료에 접목하면 U-TRU-Re-Zr의 용융/

고화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U-TRU-Zr으로 이루어진 금속핵연료의 용융/고화 특성 온도실험을 위한 모의 

핵연료의 조성은 고용되지 않는 Minor Actinide인 Am과 ITU 모의핵연료에서 사용

된 Nd, Ce의 함량 (약 7wt.%정도)을 고려하여 83U-10Zr-7RE 부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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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 첨 

 

 

 
Pu-U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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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r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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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r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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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e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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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Zr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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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U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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