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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CRDL)

제어봉구동축

열팽창은

산화물핵연료나

금속핵연료

노심의

모든

비보호사고 조건에서 중요한 피동 완화방안이다. 노심 출구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냉각재 유동에 CRDL 이 노출되면 CRDL 은 열팽창하여 제어봉을 유효노심에
삽입시킴으로써 부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한다. 한편, CRDL 은 원자로 용기
상부해드에 매달려 있고 노심은 원자로용기 하단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므로
원자로용기 열팽창은 상대적으로 노심 위치를 낮춤과 동시에 제어봉 지지대 위치를
위로 올린다. 이런 원자로용기의 상반되는 열팽창 효과는 제어봉을 노심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열팽창의 시간상수가 비교적 크므로 과도사고 초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CRDL 열팽창에 의한 제어봉의 노심 삽입 위치는 CRDL 열팽창
효과에 원자로용기 열팽창 효과를 뺀 값에 의해 결정된다.

계통안전해석코드인 SSC-K 는 CRDL/RV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궤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현재 SSC-K 는 제어봉과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을 각각의 금속질량에 대해
단일 온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KALIMER 설계에서 CRDL 은 상부구조물지지대
(UIS)

외곽에

위치하므로

노심에서

방출되는

고온

소듐

냉각재에

열전달이 일어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CRDL 열팽창을 상세히 계산하는

노출되어
방법을

제안한다. 고온풀의 열성층 현상 해석을 위해 개발된 이차원 고온풀 열수력 모델을
사용하여 고온풀 유동장 내에서 CRDL 금속의 열전달 효과를 계산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온도는 기존의 SSC-K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iii

SUMMARY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control rod drivelines (CRDL) is one important passive mitigator
under all unprotected accident conditions in the metal and oxide cores. When the CRDL are
washed by hot sodium in the coolant outlet plenum, the CRDL thermally expands and causes
the control rods to be inserted further down into the active core region, providing a negative
reactivity feedback. Since the control rods are attached to the top of the vessel head and the core
attaches to the bottom of the reactor vessel (RV), the expansion of the vessel wall as it heats will
either lower the core or raise the control rods supports. This contrary thermal expansion of the
reactor vessel wall pulls the control rods out of the core somewhat, providing a positive
reactivity feedback. However this is not a safety factor early in a transient because its time
constant is relatively large. The total elongated length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vessel
expansion from the CRDL expansion to determine the net control rod expansion into the core.

The system-wide safety analysis code SSC-K includes the CRDL/RV reactivity feedback model
in which control rod and vessel expansions are calculated using single-nod temperatures for the
vessel and CRDL masses. The KALIMER design has the upper internal structures (UIS) in
which the CRDLs are positioned outside the structure where they are exposed to the mixed
sodium tepmperature exiting the core. A new method to determine the CRDL expansion is
suggested. Two dimensional hot pool thermal hydraulic model (HP2D) originally devoped for
the analysis of the stratification phenomena in the hot pool is utilized for a detailed heat transfer
between the CRDL mass and the hot pool coolant. However, the reactor vessel wall temperature
is still calculated by a simple lump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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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금속인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 (액금로)는 고온 조건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열적 변형이 크다. 예를 들어 KALIMER-600 의
원자로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각 390oC 와 545oC 로서 경수로에 비해 출구
온도가 약 200oC 높다. KALIMER-600 은 열전달 특성이 좋은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므로

액체금속인

소듐의

높은

열전달

특성과

더불어서

과도사고

시

금속핵연료 노심의 열부하 변화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게 신속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냉각재 온도의 증감에 따라 구조물은 팽창 또는 수축과 같은 열적 변형을
쉽게 겪는다.

열적 변형을 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중 일부는 노심 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연료 집합체 하단 노즐이 장착되어 있는 노심 하부의 그리드판 (grid plate)의 열적
변형은 노심 반경을 변화시켜 반응도 궤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노심
상부에서 집합체 번들의 외곽 위치를 고정시키는 노심구속링 (core restraint ring)의
열변형 역시 노심 반경방향 팽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집합체는 열적부하에 의해
반경방향으로 변화하는 휨현상 (bowing)이 발생하는데 열-유체-기계-핵적 특성이
매우 복잡하여서 일반적으로 사고해석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을 낮게
평가한다. 집합체 및 노심지지물의 설계요건 중 하나가 노심 온도가 증가하면
집합체들이 노심 중심으로 밀착되지 않고 노심 바깥쪽으로 부풀어져 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휨현상은 부 반응도를 궤환하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그림 1 은 KALIMER-600 원자로 내에서 제어봉구동축 (Control Rod Drive Line;
CRDL)과 원자로용기 (Reactor Vessel; RV)의 상대적 열팽창 현상을 나타낸다.
KALIMER-600 설계에서 CRDL 은 상부구조물지지대 (UIS) 외곽에 위치하므로
노심에서 방출되는 고온 소듐 냉각재에 노출되어 열전달이 일어난다. 원자로
상부헤드에 고정된 CRDL 은 고온풀의 온도가 증가하면 열팽창하여 제어봉을
노심에 삽입시켜 음의 반응도 궤환을 유발한다. 반면에 노심을 원자로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하부구조물과

고정시키는
연결되어

노심지지구조물
있고

이는

결국

7

(core

support

원자로용기와

barrel)은
접착하고

원자로용기
있으므로

원자로용기의 온도가 증가하여 열팽창하면 노심의 위치가 초기 위치에 비해 아래로
내려 온다. 이는 노심에 삽입되어 있는 제어봉을 상대적으로 위로 빠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므로

양의

반응도

궤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제어봉구동축과

원자로용기의 상대적인 열변형 크기에 따라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 궤환의 영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어봉구동축 및 원자로용기 (CRDL/RV)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구조물의
온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심부하 변화에 대해 시간지연 (time delay)이
크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원자로용기의 열전달 시간상수는 약 700 초이고 CRDL 은
약 28 초이다. 따라서 RV 열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CRDL 열변형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므로 과도사고 초기에는 부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난다.

CRDL 반응도 궤환 효과는 제어봉의 노심 내 초기위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ANL 이 개발하고 있는 PRISM 설계에서 주제어봉의 위치는 노심 내 10% 위치에
정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최근 KALIMER-600 설계에서 제어봉의 초기 노심삽입
길이는 0.076 m 이고 일차 및 이차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BOEC 조건에서 3103, 1093
pcm, EOEC 조건에서 3061, 1123 pcm 이다. BOEC 의 전체 제어봉가는 4428 pcm 으로
7.37$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CRDL 은 316 SS 로 만들며 이 금속의 열팽창계수는
HT-9 금속보다 30% 크다.

CRDL

그림 1

KALIMER-600 에서 CRDL/RV 의 상대적인 열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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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도해석코드인 SSC-K (Kwon, 2002)의 CRDL/RV 반응도 궤환 계산모형인
crdl5t.f90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의 계산모형은 너무 단순할 뿐 아니라
사용된 열전달 계수 및 기하적 데이터가 KALIEMR-600 설계에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아서

열변형

현상이라는

기본적인

물리현상에

근거하여

역학적인

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SSC-L (Guppy et al., 1983)에서부터 지원하고 있는
두영역 고온풀 모델 (two-zone model)을 활용하는 해석모형 1 과 이차원 고온풀 해석
결과를 활용하는 해석모형 2 를 개발하였다. 해석모형 2 는 (이용범, 2000a, 2000b,
2001)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산과 프로그램 해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부 모델의 코딩을 개선하였다.

2.

제어봉구동축 열팽창 반응도 궤환 모형

2.1 Two-zone Hot Pool Model 을 기반으로 한 해석모형

기존 SSC-K 는 고온풀에서의 열유체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그림 2 와 같이 노심출구의 제트유동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Zj 를 기준으로 하여
상부와 하부 영역으로 고온풀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질량,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적용하여 일차원적인 열유체 해석을 수행한다. CRDL 반응도 궤환모형 1 은 그림
2 와 같은 유동조건을 기반으로하여 계산된 열유동 변수를 사용하여 CRDL 과
RV 의 열적변형을 계산한다.

m3

Tg
m2

m1
Zone A

IHX
inlet

T A EA

W IHX

zbot

Zj
Zone B

ztop

H

TB
EB

Core outlet

그림 2

W C T C EC

SSC-K 의 two-zone hot poo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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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DL 온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 가능하다.

M cr Cpcr

dTcr (t )
dt

[

= hcr Acr T HP (t ) − Tcr (t )

]

(1)

여기서
Mcr = CRDL 질량 [kg]
Cpcr = CRDL 의 비열 [J/kg K]
Tcr =

CRDL 의 온도 [K]

T = 시간 [sec]
hcr = CRDL 의 열전달계수 [W/m2 K]
Acr = CRDL 의 전열면적 [m2]
THP = 고온풀의 소듐 평균온도 [K]
Mcr , Cpcr , hcr , Acr 은 입력값으로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crdl5t.f90 프로그램에서
변수명 MCR, CPCR, HCR, ACR 로 주어진다. 열전달 계수는 Lyon-Martinelli 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Nu = 4.55 + 0.016 × (Re× Pr)0.86

Nu =

h × Dh
, Nusselt 수
k

Re =

W × Dh
, Reynolds 수
µ×A

(2)

Pr = Prandtl 수

KALIMER-600 의 고온풀 온도 (545 oC) 조건에서 Pr=0.0044, µ=0.0002 이다.

식 (1)을 차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M cr Cpcr

Tcr (t ) − Tcr (t − ∆t )
= hcr Acr [THP (t ) − Tcr (t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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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을 정리하면

Tcr (t ) =

Tcr (t − ∆t ) + Dcr THP (t )
1 + Dcr

(4)

윗 식에서 Dcr 은 다음처럼 정의된다.

Dcr =

∆t hcr Acr
M cr Cpcr

(5)

(3)식에서 고온풀의 평균온도인 THP 은 two-zone hot pool model 에서 다음처럼
정의된다.

THP (t ) =

Z j (t )
H (t )

TB (t ) +

H (t ) − Z j (t )
H (t )

TA (t )

(6)

여기서
Zj(t) = 노심 출구에서의 제트유동이 고온풀 내부에서 도달하는 거리 [m]
H(t) = 노심상부에서 고온풀 액면까지의 거리 [m]
TA(t) = 고온풀 상부영역(A)의 소듐온도 [K]
TB(t) = 고온풀 하부영역(B)의 소듐온도 [K]
CRDL 의 초기 길이 Zcr(0)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Z cr (0) = Z crref [1 + α cr (0)(Tcr (0) − 298.15)]

(7)

여기서
Zcrref = CRDL 유효길이 [m]

α cr = CRDL 열팽창계수 [1/K]
298.15 = CRDL 제작온도 (25 oC)에 해당하는 절대온도 [K]
윗 식에서 Zcrref 는 프로그램에서 변수 LCRDL 에 해당하며 입력으로 그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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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다. 초기값인 Tcr(0)와 α cr (0) 는 정상상태에서 계산된 값이며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시간 변수인 S6COOL 가 0 일 때의 값이다. KALIMER-600 의 CRDL 재질은 316
SS 이고 이 재질의 열팽창계수는 SSC-K 에서 제공하는 다음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다.

α cr (T ) = 1.7887 × 10−5 + 2.3977 × 10−9 T + 3.2692 × 10−13 T 2

(8)

과도기간 동안 고온풀의 온도 변화로 인해 CRDL 의 길이 변화는 초기조건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Z cr (t ) = Z cr (t ) − Z cr (0)

= Z cr (0)α cr (Tcr )[Tcr (t ) − Tcr (0)]

(9)

원자로용기의 열변형 길이도 CRDL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RV 의 온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M vs Cpvs

dTvs (t )
= hvs Avs [TCP (t ) − Tvs (t )]
dt

(10)

여기서
Mvs = RV 질량 [kg]
Cpvs = RV 의 비열 [J/kg K]
Tvs = RV 의 온도 [K]
T = 시간 [sec]
Hvs = RV 의 열전달계수 [W/m2 K]
Avs = RV 의 전열면적 [m2]
TCP = 저온풀의 소듐 평균온도 [K]
Mvs , Cpvs , hvs , Avs 은 입력값으로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crdl5t.f90 프로그램에서
변수명 MVS, CPVS, HVS, AVS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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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을 차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M vsCpvs

Tvs (t ) − Tvs (t − ∆t )
= hvs Avs [TCP (t ) − Tvs (t )]
∆t

(11)

식 (11)을 정리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Tvs (t ) =

Tvs (t − ∆t ) + Dvs TCP (t )
1 + Dvs

(12)

윗 식에서 Dvs 은 다음처럼 정의된다.

Dvs =

∆t hvs Avs
M vs Cpvs

(13)

(11)식에서 TCP 는 저온풀 온도이다. SSC-K 는 저온풀을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모델링하고 있으므로 저온풀 온도는 단일온도로 정의된다. 프로그램에서 저온풀
온도의 변수명은 T6CLDP 이다.

RV 의 초기 길이 Zvs(0)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Z vs (0) = Z vsref ⎡⎣1 + α vs (0) (Tvs (0) − 298.15 ) ⎤⎦

(14)

여기서
Zvsref = RV 유효길이 [m]

α vs = RV 의 열팽창계수 [1/K]
298.15 = RV 의 제작온도 (25 oC)에 해당하는 절대온도 [K]
윗 식에서 Zvsref 는 프로그램에서 LRVWALL 에 해당하며 입력으로 그 값이
설정된다. 초기값인 Tvs(0)와 α vs (0) 는 정상상태에서 계산된 값이다. KALIMER-600 의
RV 재질은 316 SS 이며 식 (7)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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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간 동안 저온풀의 온도 변화로 인해 RV 의 길이 변화는 초기조건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Z vs (t ) = Z vs (t ) − Z vs (0)

(15)

= Z vs (0)α vs (Tvs ) [Tvs (t ) − Tvs (0) ]

노심에서 제어봉의 위치변화는 CRDL 과 RV 의 상대적 이동거리인 식 (9)와
(15)의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Z (t ) = Z cr (t ) − Z vs (t )

(16)

식 (16)에 의해 결정된 제어봉의 순 이동거리 [m]에 반응도계수 [Δk/k / m]를 곱하면
그로 인해 노심에 궤환되는 반응도량을 계산할 수 있다.

ρ (t ) = C crdl ∆Z (t )

2.2

(17)

Two-Dimeensional Hot Pool Model 을 기반으로 한 해석모형

KALIMER-600 의 CRDL 길이 중 소듐에 잠겨 있는 부분은 약 9m 에 이른다.
과도사고 시 고온풀은 노심 출구에서부터 고온풀 액면에 이르기까지 수직방향
온도분포를 가지므로 이를 기반으로하여 CRDL 의 열변형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SSC-K 의 HP2D 프로그램 (이용범 외, 2000a, 2000b, 2001)은 고온풀을 2 차원적인
계산노드로 구성하여 각 노드에서 열유동 변수를 계산한다. HP2D 를 사용하는
CRDL 반응도 궤환 해석프로그램의 FORTRAN 리스트가 부록 A 에 첨부되어 있으며
해석모형의 개념적 설명은 부록 B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은 HP2D 를 사용하여
UTOP 시 고온풀의 온도장을 계산한 예이다.

사용자는 고온풀 계산영역을 수평방향(J 방향)으로 M 노드, 수직방향(I 방향)으로
N 노드로 나눌 수 있다. 즉, 고온풀 입구 높이에서부터 헬륨가스로 채워진
원자로헤드까지의 수직 길이를 N 개의 노드로 나누며 고온풀 액면이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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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는 계산노드를 보다 세밀하게 분포시킬 수 있다. HP2D 계산결과로부터
CRDL 표면적과 인접한 고온풀 계산노드에서의 소듐온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P2D 프로그램에서 I_WALL 은 계산노드 좌표에서 UIS (Upper Instrument Structure)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I 노드 번호이며 J_WALL 은 CRDL 과 인접한 J 노드 번호이다.
I_WALL 과 J_WALL 은 CRDL 과 열전달하는 고온풀 영역의 계산노드를 지정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이다.

CRDL 길이를 수직방향으로 N 개 노드로 나누고, 각 CRDL 노드는 인접한
소듐노드와 열전달 하므로 CRDL 노드의 온도변화는 앞의 해석모델 1 과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다. 즉, 식 (1)을 다음처럼 세분화하여 계산한다.

i
cr

M Cpcr

dTcri (t )
dt

[

= hcr Aicr T HPi 2 D (t ) − Tcri (t )

]

i = 1, N − 1

(18)

위식에서 THP2D(i)는 HP2D 에서 계산한 (I, J_WALL) 노드의 온도이다. 따라서 인접한
소듐온도 변화로 인해 I 노드 CRDL 노드의 열변형 길이 변화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

∆Z cri (t ) = Z cri (0)α cr (Tcri ) Tcri (t ) − Tcri (0)

]

(19)

전체 CRDL 길이 변화는 식 (18)을 i=1 에서 N 노드까지 적분하면 된다.
N −1

∆Z cr (t ) = ∑ ∆Z cri (t )

(20)

i =1

한편 RV 의 열변형 길이는 해석모델 1 과 동일하며 식 (15)에 의해 계산된다.

2.3

KALIMER-600 의 입력계산

현재 CRDL 반응도 궤환모형의 사용자 입력은 crdl5t.f90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변수에 직접 입력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추후 SSC-K 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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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면서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해석모형의

정확성과

더불어

사용되는 코드입력은 해석모형에 맞게끔 계산되어야 한다. CRDL 반응도 궤환모형의
입력을 ALIMER-600 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CRDL 반응도계수 (F5CRDL) =

-0.04428 [∆ k/k / m]

일차 및 이차 제어봉의 전체 반응도가는 4428 pcm 이고, 노심 길이가 1.0 m 이므로
균일하게 반응도가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역 S 자 모양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값이 정해지면 이를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초기 제어봉의 노심삽입 길이 (DZ0) =

0.076 [m]

초기에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된 길이는 0.076 m 이다. 식 (16)에서 계산된 값이
-0.076 보다 작으면 초기에 노심에 삽입된 제어봉이 모두 빠져버린 상태이므로 그
이상의 변화는 반응도 궤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DZ0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유효 CRDL 길이 (LCRDL) = 9.116 [m]
운전 중에는 제어봉 집합체가 DZ0 만큼 노심에 삽입되고 나머지는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LCRDL 은 고온풀 액면에서 제어봉 집합체 상부까지의
거리이다.

그림 3

SSC-K HP2D 모델의 고온풀 계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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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 RV 길이 (LRVWALL) = 5.0 [m]
저온풀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로 용기는 아래 방향으로 열팽창하는 반면에 노심
하부구조물은 윗 방향으로 팽창한다. 이를 고려하여 LRVWALL 은 저온풀 액면에서
유효노심 하단까지의 거리이다.

(5) CRDL 질량 (MCR) = 1995.3 [kg]
제어봉구동축의 반경은 0.095 m 이고 SS316 의 밀도는 7720 [kg/m3] 이다.
그러므로 MCR = 3.14 * (0.095)2*LCRDL*7720.0 = 1995.3 [kg] 이다.

(6) RV 질량 (MVS) = 135821.0 [kg]
전체 원자로 용기의 무게 275200 kg 에서 LRVWALL 에 해당하는 RV 질량값이다.

(7) CRDL 및 RV 의 비열 (CPCR, CPVS) = 600.0 [J/kg-K]
600 oC 에서의 SS316 의 비열은 600 [J/kg-K]이다.
(8) CRDL 의 전열면적 (ACR) = 5.44 [m2]
ACR = 3.14*(2*0.095)*LCRDL
(9) RV 의 전열면적 (AVS) = 177.7 [m2]
LRVWALL 에 해당하는 전열면적이다. 원자로용기의 내경 Drv = 11.31 [m] 이므로
AVS = 3.14 * (11.34) * LRVWALL
(10) CRDL 열전달 계수 (HCR) = 2207.0 [W/K]
고온풀 온도, 545oC = 818.15 K 를 기준으로하여 다음 물성치를 구한다.
KNa = 66.18 [W/m-K],

Pr = 0.0044, µ = 0.000224 [kg/s-m]

Support barrel(Dsb)과 UIS(Duis)가 이루는 동심 환형공간의 수력반경은 Dh = Dsb - Duis
로 표시된다. Dsb = 5.81 [m],
유로면적 A = (π/4 ) *

(Dsb2

Dusi =3.10 [m] 이므로 Dh = 2.71 [m] 이다.
– Dusi2) = 18.96 [m2]

Reynold number = (Dh * W) / (µ A) = (2.71 m * 7731.3 kg/s ) / (0.000224 kg/s-m * 18.96 m2)
= 4933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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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let number = (Re * Pr) = 21706.4
Nu = 4.55 + 0.016 * (21706.4)0.86 = 90.37

hcr = (K * Nu)/Dh = (66.18 * 90.37)/2.71 = 2206.9 [W/K]
(11) RV 열전달계수 (HVS) = 59.6 [W/K]
저온풀 온도, 390oC = 663.15 K 를 기준으로하여 다음 물성치를 구한다.
KNa = 73.35 [W/m-K],

Pr = 0.0044, µ = 0.000255 [kg/s-m]

Reactor vessel(Drv)과 support barrel(Dsb)가 이루는 동심 환형공간의 수력반경은 Dh =
Drv - Dsb 로 표시된다. Drv =11.41 [m],
2

유로면적 A = (π/4 ) * (Drv –

Dsb2)

Dsb = 5.81 [m] 이므로 Dh = 5.6 [m] 이다.

= 75.74 [m2]

저온풀의 부피가 크므로 유속을 무시하면 Re = 0 이다.
Nu = 4.55

hcr = (K * Nu)/Dh = (73.35 * 4.55)/5.6 = 59.60

[W/K]

(12) CRDL 표면과 접촉하는 i-th node (J_WALL)
HP2D 모델에서 J_WALL = 8 이다.

(13) UIS 하단부에 해당하는 j-th node (I_WALL)
HP2D 모델에서 I_WALL = 7 이다.

2.4

KALIMER-600 UTOP 계산에서 두 해석모형의 비교

두 종류의 CRDL 반응도 궤환 해석모형을 사용하여 KALIMER-600 UTOP 계산을
수행한 결과, 사고시간 동안 반응도 변화는 그림 4, 5 와 같다. 두 해석모형에 의한
계산결과에서 반응도 크기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UTOP 시 일차계통 펌프가
정격운전을 하므로 강제순환에 의해 고온풀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혼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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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2

차원

고온풀

계산에서

CRDL 부근의

소듐온도가

고온풀의

평균온도와 비슷하므로 고온풀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에 ULOF 경우는 일차펌프가 사고 시작과 동시에 트립되므로 펌프 관성운전
기간인 사고 초기 이후에는 해석모형에 의한 계산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
6 과 7 은 ULOF 시 각 반응도 궤환 거동을 나타낸다. 해석모형 1 은 노심출구의
소듐온도가 고온풀의 하부 영역과

(그림 2 의 zone B) 순식간에 균일하게

(instantenously homogeious) 혼합되고 상부 고온풀 영역은 하부 영역과의 계면에서의
열전달에 의해 가열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노심 출구에서 분출되는 고온 소듐의
영향은 해석모형 1 에 비해 해석모형 2 의 경우가 반응도 궤환이 나타나는 시간이
빠를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크다. ULOF 시 CRDL 반응도는 사고 전 기간 동안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내므로 음의 반응도 크기를 작게 예측하는 해석모형 1
을 사용하는 것이 보수적 측면에서 사고결과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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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0 ¢ UTOP 시 해석모형 1 에 의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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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UTOP 시 해석모형 2 에 의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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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F 시 해석모형 1 에 의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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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LOF 시 해석모형 2 에 의한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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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SSC-K 에 적용할 수 있는 제어봉구동축 반응도 궤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해석모형을 제안하였다. 반응도 궤환모형은 노물리 계산에서 제공하는 반응도
계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KALIMER 노심설계팀에서 반응도
계수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가정과 일치하는 반응도 궤환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존
SSC-K 의 계산모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론적인 틀과 중요한 계산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KALIMR-600 제어봉구동축 및 제어봉 운전논리가 구체화되면
이를 해석모형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액금로의 고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 해석 대상사고로 선택하는 전형적인
비보호사고 (ATWS)인 과도출력사고 (UTO)와 유량상실사고 (ULOF)에 대해서 두
종류의 CRDL 반응도 궤환 해석모형을 사용하여 비교계산을 수행하였다. 일차계통
펌프가 운전하여 고온풀에서 강제순환이 유지되는 UTOP 경우에는 두 해석모형에
의한 계산결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펌프가 정지되는 ULOF 사고 경우
두 해석모형의 계산결과는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나 그 효과의 크기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CRDL 반응도는 원자로가 가열되는 과도기간
동안에는 음의 반응도를 노심에 궤환시키므로 사고결과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해석모형 1 을 사용하는 것이 보수적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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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SSC-K CRDL 반응도 궤환 해석모형 프로그램 리스트
SUBROUTINE CRDL5T (R5CRDL)
INCLUDE 'vd9v.h'
INCLUDE 'dat16vipl.h'
INCLUDE 'tflo1vi.h'
INCLUDE 'data1ivpl.h'
INCLUDE 'restrt.h'
INCLUDE 'datt6vi.h'
INCLUDE 'tcul6vi.h'
INCLUDE 'dain6vi.h'
INCLUDE 'dat26vpl.h'
INCLUDE 'cldpl.h'
INCLUDE 'datc9vi.h'
INCLUDE 'datd5vi.h'
INCLUDE 'data6ipl.h'
PARAMETER (ID=302,JD=202,IJMAX=302)
COMMON/THP2D/THP(ID,JD),XHP(ID,JD),YHP(ID,JD)
COMMON/AAA/XC(ID,JD),YC(ID,JD),X(ID),Y(JD)
COMMON /HP2D/IHP2D,idummy04,THPIN,A6CORE,TMEAN,TMEANT,PLOTIME,IPLOT, &
idummy05,ZHP2D,i_node,j_node
DIMENSION T2D0(100),ZCRHP0(100), FRACT(100),

&

TNA2D(100),TNA2D0(100),ZCRHP(100),TCR2D(100),

&

DZCRHP(100),TCR2D0(100)
SAVE TCR0, TVS0, TCR, TVS, ZCR0, ZVS0, TCR2D0, TCR2D
REAL MCR, MVS, LCORE, LCRDL, LRVWALL, L_X2D
!! MODELLED BY YMKWON 060111
!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SS316 [1/K] -----------ALPASS316 (T) = 1.7887E-5 + 2.3977E-9*T + 3.2692E-13*T*T
!--------------------------------------------------------------!

INPUT DATA FOR CRDL & RV DESIGN
F5CRDL = -0.04428

! CONTROL ROD WORTH [DELTA K/K PER METER]

dz0=0.076

! CRDL LENGTH INITIALLY INSERTED INTO CORE [M]

LCORE=1.05

! ACTIVE CORE LENGTH [M]

LCRDL=9.116

! LENGTH OF CRDL [M]

LRVWALL= 5.0

! LENGTH OF EFFECTUVE RV WALL [M]

MCR = 1995.3

! CONTROL ROD MASS [KG]

MVS = 135821.0

! VESSEL MASS [KG]

CPCR = 600.

! SPECIFIC HEAT OF CRDL [J/(KG*K)]

275200.

CPVS = 600.

! SPECIFIC HEAT OF VESSEL [J/(KG*K)]

ACR = 5.44

! SURFACE AREA OF CRDL [M2]

AVS = 177.7

! SURFACE AREA OF VESSEL [M2]

HCR = 2207.0

!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CRDL

HVS = 59.6

!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RV

J_WALL=8

! J-TH NODE CONTACTING TO CRDL SURFACE

I_WALL=7

! I-TH NODE AT UIS BOTTOM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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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 = S6DELP

! TIME STEP

R5CRDL = 0.
GOTO (1,2) L5CRDL
!----------------------------------------------------------------!--- CRDL/RV REACTIVITY MODEL USING ONE DIMENSIONAL HOT POOL MODEL
!

L5CRDL = 1

!----------------------------------------------------------------! AVERAGE SODIUM TEMP ADJACENT TO CRDL
!

T6AVER : FLOW WEIGHTED AVERAGE ACTIVE CORE COOLANT OUTLET TEMP
1

TNACR = (Z6JET/Z6NALV)*T6NAB + (Z6NALV-Z6JET)/Z6NALV*T6NAA

! AVERAGE SODIUM TEMP ADJACENT TO VESSEL
! SET EQUAL TO MEAN TEMP OF COOLANT IN COLD POOL
TNAVS = T6CLDP
! SET STEADY STATE VALUES : CRD & VSL TEMP, CRD LENGTH, VSL HEIGHT
IF (S6COOL.EQ.0.0) THEN
TCR0 = TNACR
TVS0 = TNAVS
TCR=TCR0
TVS=TVS0
! L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FOR crdl & RV
ALPHACR0 = ALPASS316(TCR0)
ALPHAVS0 = ALPASS316(TVS0)
! CRDL LENGTH AND VESSEL HEIGHT AT STEADY STATE
!
!

ZCR0 = (Z6UPLN - Z6TCOR) * (1. + ALPHACR0 * (TCR0 - 298.15) )
ZVS0 = Z6UPLN * (1. + ALPHAVS0 * (TVS0 - 298.15) )
ZCR0 = LCRDL * (1. + ALPHACR0 * (TCR0 - 298.15) )
ZVS0 = LRVWALL * (1. + ALPHAVS0 * (TVS0 - 298.15) )
RETURN
ENDIF

! CALCULATE TRANSIENT CONTROL ROD TEMP
DCR = (DELT * HCR * ACR) / (MCR * CPCR)
TCR = (TCR + DCR * TNACR) / (1. + DCR)
! CALCULATE TRANSIENT VESSEL TEMP
DVS = (DELT * HVS * AVS) / (MVS * CPVS)
TVS = (TVS + DVS * TNAVS) / (1. + DVS)
! L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FOR crdl & RV
ALPHACR = ALPASS316(TCR)
ALPHACV = ALPASS316(TVS)
! EXPANDED LENGTH OF CRDL & RV
DZCR = ZCR0 * ALPHACR * (TCR - TC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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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VS = ZVS0 * ALPHACV * (TVS - TVS0)
GO TO 20
!------------------------------------------------------------------!--- CRDL/RV REACTIVITY MODEL USING TWO DIMENSIONAL HOT POOL MODEL
!--- ORIGINALLY DEVELOPED BY HYJEONG
!--- CHANGED AND REMODELLED BY YMKWON 060110
!

L5CRDL = 2

!-------------------------------------------------------------------2

IF (IHP2D.NE.1) THEN
PRINT *, "2-D HOT POOL MODEL IS REQUIRED, IHP2D=1"
STOP
ENDIF
NI=I_NODE
NJ=J_NODE
NIM=NI-1
NJM=NJ-1

! LENGTH AND SURFACE AREA OF EACH NODE CONTACTED WITH CRDL
! INITIALIZATION
IF (S6COOL.EQ.0.0) THEN
! TOTAL AXIAL LENGTH OF 2D HOT POOL DOMAIN
L_X2D = XHP(NI,J_WALL) - XHP(1,J_WALL)
! FRACTION OF I-TH NODE LENGTH TO WHOLE LENGTH OF CRDL
DO 7 I=1,NIM
FRACT(I) = (XHP(I+1,J_WALL)-XHP(I,J_WALL))/L_X2D
7

CONTINUE
DO 8 I=1,NI
IF(I.LE.I_WALL) THEN
T2D0(I)=THP(I,J_WALL)+273.15
ELSE
T2D0(I)=THP(I,J_WALL+1)+273.15
IF(T2D0(I).LT.283.15) T2D0(I)=T6CGAS
ENDIF

8

CONTINUE

! INITIAL CRDL LENGTH
DO 9 I=1,NIM
TNA2D0(I)=(T2D0(I)+T2D0(I+1))/2.
TCR2D0(I)=TNA2D0(I)
TCR2D(I)=TCR2D0(I)
ALPHACR0 = ALPASS316(TCR2D0(I))
ZCRHP0(I)=LCRDL*FRACT(I)*(1. + ALPHACR0 * (TCR2D0(I) - 298.15) )
9

CONTINUE

! INITIAL RV LENGTH
TNAVS = T6CLDP
TVS0 = TNAVS
TVS=TVS0
ALPHAVS0 = ALPASS316(TVS0)
ZVS0 = LRVWALL * (1. + ALPHAVS0 * (TVS0 - 298.15) )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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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 TRANSIENT CRDL AND RV LENGTHS
dzcrtot=0.0
DO 15 I=1,NI
IF(I.LE.I_WALL) then
T2D0(I)=THP(I,J_WALL)+273.15
ELSE
T2D0(I)=THP(I,J_WALL+1)+273.15
IF(T2D0(I).LT.283.15) T2D0(I)=T6CGAS
ENDIF
15 CONTINUE
DO 18 I=1,NIM
TNA2D(I)=(T2D0(I)+T2D0(I+1))/2.
DCR2D=(DELT * HCR * ACR)/(MCR * CPCR)
TCR2D(I)=(TCR2D(I)+DCR2D*TNA2D(I)) / (1. + DCR2D)
ALPHACR = ALPASS316(TCR2D(I))
DZCRHP(I)=ZCRHP0(I) * ALPHACR * (TCR2D(I) - TCR2D0(I))
dzcrtot = dzcrtot + DZCRHP(I)
18 CONTINUE
TNAVS = T6CLDP
DVS = (DELT * HVS * AVS) / (MVS * CPVS)
TVS = (TVS + DVS * TNAVS) / (1. + DVS)
ALPHACV = ALPASS316(TVS)
DZVS = ZVS0 * ALPHACV * (TVS - TVS0)
! NET EXPANSION
dzcr = dzcrtot
! NET EXPANSION IS CRDL EXPANSION MINUS VESSEL EXPANSION
! ENGINEERING FACTOR TO ADJUST THE RADIAL COEFFICIENT
20

DZ = ECRDLC*DZCR - ECRDLR*DZVS
if (dz .le. -dz0)

then

dz = -dz0
WRITE (99, 1000) s6cool
endif
! CALCULATE CRDL EXPANSION REACTIVITY
!

R5CRDL = F5CRDL*(DZ/LCORE - 1./(2.*C9PI)*SIN(2.*C9PI*(DZ/LCORE)))
R5CRDL = F5CRDL * DZ/LCORE
OPEN (UNIT = 99, FILE = 'crdl.dat', STATUS = 'UNKNOWN')
WRITE(99,999) s6cool,tcr0,tcr,tvs0,tvs,dzcr,dzvs,dz,r5crdl
999 FORMAT(1X,9(1PE12.4,1X))

1000 FORMAT(1X, 28HCRDL IS COMPLETELY WITHDRAWN, 1PE12.4)

RETURN
END SUBROUTINE CRDL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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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OOL MODEL FOR A STRATIFIED VOLUME CALCULATION IN A
POOL-TYPED LMFR
Y. M. Kwon, H. Y. Jeong, K. S. Ha, W. P. Chang, Y. B. Lee, D. Hah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 Yuseong, Daejeon, 305-353, Korea
Tel:82-42-868-8688 , Fax:82-42-868-2075 , Email: ymkwon@kaeri.re.kr

Abstract – The thermal-hydraulic behavior of the hot pool of a pool-typed liquid metal
fast reactor under off-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is investigated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the reactor system. The core flow entering the hot pool in the form of a
turbulent jet plume is characterized by the sodium temperatures at the core exit and in
the hot pool. The jet plume leaving the core goes to the top of the hot pool when the core
outlet temperature is hotter than the bulk hot pool temperature. In the opposite condition,
a full penetration of the jet is prevented by the negative buoyancy and, therefore, the fluid
mixing is limited to a smaller region in the hot pool. Two hot pool models developed for
the system transient code, SSC-K, are described and the effects of these models on the
system analysis result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I. INTRODUCTION
An accurate treatment of the thermal-hydraulic behavior of the hot pool of a pool-typed liquid metal fast
reactor (LMFR) during various transient or accident conditions is important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the reactor system. The mixing process, coupled with the heat transfer, in the hot pool has to be described
in detail so that the flow temperature leaving the hot pool through the IHX inlet nozzle may be properly
predicted. The hot pool model for a stratified volume calculation is investigated from a safety analysis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n the case of a normal scram of the reactor, the heat generation is reduced almost instantaneously while
the coolant flow rate follows the coastdown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pumps. This results in a
situation where the core outlet flow entering the hot pool is much colder than the bulk hot pool.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hot pool leads to a volume stratification when the flow momentum is not
large enough to overcome the negative buoyancy force. Therefore, the fluid mixing is limited to the
smaller region in the lower hot pool.
Under accident conditions, the coolant temperature entering the core inlet plenum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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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in the hot pool affects the reactivity feedback within the core. The
reactivity feedback effec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herent safety of the advanced reactor core
design. Particularly the sodium plume emitting from the core outlet washes the control rod driveline,
which affects the reactivity feedback due to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control rod driveline in the hot
pool.
As a result of the flow stratification due to buoyancy during scram transients, a hot-cold interface is
created within the hot pool. Component structures located in the neighborhood of the hot-cold interface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thermal discontinuity stresses. Another potential thermal design problem
may be presented whenever the hot pool flow configuration becomes unstable and produces a sudden
inversion of the hot and cold regions. Therefore the thermal-hydraulics of the hot pool under off-normal or
accident conditions is of great importance for the LMFR safety.
The two hot pool models employed into the system transient code, SSC-K which was developed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1 are presented and the effects of these model on the system
analysis results for the KALIMER-150 are discussed in this paper.2

II. KALIMER-150 DESIGN
The KALIMER-150 conceptual reactor design developed by KAERI was sel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a
simulation of the thermal-hydraulic behavior of the hot pool. The KALIMER-150 design is depicted in
Fig. 1. KALIMER-150 is a 150 MW electric, pool-type, sodium-cooled, metallic fuelled fast reactor that
serves as a prototypic demonstration for future commercial LMFR designs. The safety design philosophy
of

KALIMER-150

places

maximum

reliance on passive responses to abnormal
and emergency conditions, and minimizes
the need for active and engineered safety
systems.
The KALIMER-150 breakeven core loading
pattern is shown in Fig. 2. Metallic fuel is
selected as the most proper fuel due to its
in-reactor

performance,

nuclear

characteristics,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inherent safety performance. The reactor
core is designed to have a negative power
Fig. 1 KALIMER-150 Design Arrangement

reactivity coefficient during all mode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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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operation.
The KALIMER-150 design includes features to protect against accident propagation. The large heat
capacity of the pool-type primary system provides long times for evolution of system transients and
increases the time margins for emergency response. The safety systems are based on a passive system and
do not require active components in coping with accidents. It improves the reliability of the KALIMER150 safety functions. The KALIMER-150 has the passive safety decay heat removal system (PSDRS)
which utilizes natural convection between the containment vessel and surrounding air and operates
continuously.

Driver Fuel
Internal Blanket
Radial Blanket
Control Rod
USS
GEM
Reflector
B4C Shield
IVS
Shield
Total

54
24
48
6
1
6
48
54
54
72
367

Fig. 2 KALIMER-150 Breakeven Core Layout

III. HOT POOL MODEL
The SSC-K computer code is capable of handling a wide range of transients, including normal operational
transients, shutdown heat removal transients, and hypothetical ATWS events. It provides a detailed, onedimensional thermal hydraulic simula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odium coolant circuits, as well
as the balance-of-plant steam/water circuit. SSC-K features a multiple channel core representation
coupled with a point kinetics model with reactivity feedback. SSC-K also includes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and a generalized plant control system. The code has been used as the main tool for
system transient analysis in the KALIMR development project.
As for the hot pool model in the SSC-K code, a user of SSC-K is able to select either a simple lumpedparameter model or a detailed two-dimensional model to simulate the thermal-hydraulics of the hot pool
above the core. Two hot pool models employed into the SSC-K code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is section.

III.A. Simple Lumped-Parame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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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e lumped-parameter mixing model has been used to predict the transient thermal response under
the conditions of flow stratification for the safety analysis of the LMFR plant. In this model the
penetration distance of the core outlet flow is first determined by an experimental correlation given by
Yang.3 The calculation of a fluid mixing in the region of penetration is then performed.
The hot pool can be represented by either a two-zone mixing model or a single zone perfect mixing model,
by setting the input option. A schematic of
m3

the hot pool above the core outlet is shown
Tg

in Fig. 3. The hot pool contains a large

m2

m1

volume of sodium, an annular volume

Zone A

between the reactor baffle and reactor vessel,

H

TA

IHX
inlet

EA

a small region occupied by the cover gas,
core enters the hot pool from the bottom
section and the IHX inlet nozzle is

zbot

Zj
Zone B

ztop

and three groups of metal. Fluid leaving the

represented by the outlet flow of the hot
TB

pool. All the structures contacting the hot

EB

pool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Core outlet

lumped metal as shown in Fig. 3. The vessel
closure head and other metals above the

W C TC EC

Fig. 3 A Schematic of the Hot Pool Model

cover gas are indicated as mass m3.

For the two-zone mixing model, the maximum penetration distance of the average core exit flow is used
as the criterion for dividing the sodium region into two zones. The upper mixing zone is denoted as zone
A and the lower zone as zone B in Fig. 3. The basic assumptions are: (1) Core flows from different
channels into the hot pool are represented by a single equivalent flow. This flow has the mass-average
enthalpy of the different channel flows. (2) The maximum penetration distance divides the upper plenum
into two mixing zones. Full penetration is assumed for flow with positive buoyancy. (3) The mixing
process in both zones is assumed to be an instantaneous complete mixing. (4) The cover gas obeys the
perfect gas law.
When the core exit flow is at a higher temperature than the bulk temperature of the hot pool, the core exit
flow is assumed to penetrate the entire height of the hot pool. In this case, only one zone is assumed
during transients.
The governing equations which determine the instantaneous sodium level and various temperatures are
expressed as,
sodium level:

32

dT
dT ⎤
dH WC − WIHX
⎡
=
+ H ⎢f Aα (TA ) A + f Bα (TB ) B ⎥
dt
dt
dt ⎦
ρ A gl
⎣

(1)

sodium in the upper mixing zone A:

dE A
1
⎡ Ω WC ( E B − E A ) + hAg l (TB − TA )
=
ρ A Ag l H f A ⎣
dt
+ U g Ag l (Tg − TA )

(2)

+ U l f A ⎡⎣ Al m1 (Tm1 − TA ) + Al m 2 (Tm 2 − TA ) ⎤⎦ ⎤⎦
sodium in the lower mixing zone B:

dEB
1
⎡W ( E − EB ) + hAg l (TA − TB )
=
ρ B Agl Hf B ⎣ C C
dt

(3)

+ U l f B ⎣⎡ Al m1 (Tm1 − TB ) + Al m 2 (Tm 2 − TB ) ⎤⎦ ⎤⎦
cover gas:
dTg
dt

=

Ug

⎡ Ag l (TA − Tg ) + Agm1 (Tm1 − Tg )

( MC ) g ⎣

(4)

+ Agm 2 (Tm 2 − Tg ) + Agm 3 (Tm 3 − Tg ) ⎤⎦

internal structure, m1:
dTm1
1
⎡U A ⎡f (T − T ) + f (T − T ) ⎤
=
dt
( MC )m1 ⎣ l l m1 ⎣ A A m1 B B m1 ⎦

(5)

+U g Agm1 (Tg − Tm1 ) ⎤⎦

reactor baffle, m2:
dTm 2
1
⎡U A ⎡f (T − T ) + f (T − T ) ⎤
=
dt
( MC )m 2 ⎣ l l m 2 ⎣ A A m 2 B B m 2 ⎦

(6)

+U g Agm 2 (Tg − Tm 2 ) ⎤⎦

vessel closure head, m3:
U g Agm 3
d Tm 3
=
(T − T )
dt
( M C )m 3 g m 3

(7)

The auxiliary equations required by the above governing equations are:
fA = 1 − Z j ( t ) / H ( t ) , fB = 1 − f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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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 fA ρ A + fB ρB

(9)

The liquid sodium densities, ρ A and ρ B , are obtained from the constitutive relationship for sodium.
The interfacial areas between the cover gas and liquid, A g l , and between the cover gas and
metals, Agm1 , Agm 2 , Agm 3 , and between liquid and metals, Al m1, Al m2 , are obtained by assuming that the
cross-sectional areas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core jet are assumed to be constant during
transients. The constant Ω in the first term of Eq. (3) assumes 0 or 1 depending upon the relative location
of the IHX inlet nozzle and the maximum jet penetration height, Zj(t). The value of Ω is
Ω=0

if

Z j ( t ) ≥ ztop

Ω =1

if

Z j ( t ) ≤ zbot

if

zbot 〈 Z j ( t ) 〈 ztop

Ω=

Z j ( t ) − zbot
ztop − zbot

(10)

The maximum penetration height is determined from an experimental correlation developed by Yang.3
Based on his analysis the penetration distance is a function of a single initial parameter, the Froude
number. According to the CRBRP design, under the conditions of a normal scram and pump coastdown,
the average Froude number at the exit of core is less than 10. In this range, the analytical results can be
approximated by the following correlation with a maximum deviation of 6%.
Z j ( t ) = 1.0484 Fr 0.785 ro

(11)

For the jet with negative buoyancy in uniform environment, the local Froude number, Fr, is defined as

Fr =

U C2
gro ( ρC − ρ B ) / ρ B

(12)

For the case of full penetration, FA in Eq. (8) becomes zero. Equations (2) and (3) are then replaced by the
following equations:
dEB
1
⎡WC ( EC − EB ) + U g Ag l (Tg − TB )
=
ρ B Ag l H ⎣
dt

(13)

+ U l ⎡⎣ Al m1 (Tm1 − TB ) + Al m 2 (Tm 2 − TB ) ⎤⎦ ⎤⎦

(14)

E A =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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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t of differential equations, coupled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is solved together with the
hydraulic equations of the reactor system.

II.B. Two-Dimensional Model

A detailed two-dimensional model in the SSC-K code calculates more accurately the coolant temperature
and velocity profiles in the hot pool than the simple lumped-parameter model.4 The industry standard twoequation turbulence model was built into the two dimensional hot pool model. The κ-ε model is based on
the eddy viscosity concept in which κ is the turbulence kinetic energy and ε is the turbulence eddy
dissipation rate.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by using the experimental data in Ref. 4 and a codeto-code comparison analysis using the CFX code.
The governing conservation equations in the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are presented in Eqs. (15) to
(20). The variables, u, v, T, are velocity components, and the temperature in a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respectively. Other variables, ρ, µ, P, and Pr are used in the equations as the density, viscosity,
pressure and Prandtl number, respectively.
continuity equation:
∂
(rρu ) + ∂ (rρv ) = 0
∂x
∂r

(15)

momentum equation:
∂
∂
∂
( r ρ u ) + ( r ρ uu ) + ( r ρ vu )
∂t
∂x
∂r
∂p ∂ ⎛
∂u ⎞ ∂ ⎛
∂u ⎞
= −r
+ ⎜ r ( µ + µT ) ⎟ + ⎜ r ( µ + µT ) ⎟
∂x ∂x ⎝
∂x ⎠ ∂r ⎝
∂r ⎠

(16)

∂
∂
∂
( r ρ v ) + ( r ρuv ) + ( r ρ vv )
∂t
∂x
∂r
v
∂p ∂ ⎛
∂v ⎞ ∂ ⎛
∂v ⎞
= −r + ⎜ r ( µ + µT ) ⎟ + ⎜ r ( µ + µT ) ⎟ − 2 ( µ + µT ) 2
r
∂r ∂x ⎝
∂x ⎠ ∂r ⎝
∂r ⎠

(17)

energy equation:
∂
∂
∂
( r ρT ) + ( r ρuT ) + ( r ρ vT )
∂t
∂x
∂r
∂ ⎛ ⎛ µ µ ⎞ ∂T ⎞ ∂ ⎛ ⎛ µ µT ⎞ ∂T ⎞
= ⎜⎜ r ⎜ + T ⎟
⎟+ ⎜r⎜ +
⎟
⎟
∂x ⎝ ⎝ Pr PrT ⎠ ∂x ⎟⎠ ∂r ⎜⎝ ⎝ Pr PrT ⎠ ∂r ⎟⎠

(18)

turbulent kinetic energ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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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 ρ k ) + ( r ρ uk ) + ( r ρ vk )
∂t
∂x
∂r
∂ ⎛ ⎛
µ ⎞ ∂k ⎞ ∂ ⎛ ⎛
µ
= ⎜⎜ r ⎜ µ + T ⎟ ⎟⎟ + ⎜⎜ r ⎜ µ + T
∂x ⎝ ⎝
σ k ⎠ ∂x ⎠ ∂r ⎝ ⎝
σk

(19)
⎞ ∂k ⎞
⎟ ⎟⎟ + G − ρε
⎠ ∂r ⎠

turbulent kinetic energy dissipation rate equation:
∂
∂
∂
( r ρε ) + ( r ρ uε ) + ( r ρ vε )
∂t
∂x
∂r
∂ ⎛ ⎛
µ ⎞ ∂ε ⎞ ∂ ⎛ ⎛
µ ⎞ ∂ε ⎞
ε
ε2
= ⎜ r ⎜ µ + T ⎟ ⎟ + ⎜ r ⎜ µ + T ⎟ ⎟ + Cε 1G − ρ Cε 2
∂x ⎝⎜ ⎝
σ ε ⎠ ∂x ⎠⎟ ∂r ⎝⎜ ⎝
σ ε ⎠ ∂r ⎠⎟
k
k

(20)

The κ-ε model assumes that the turbulence viscosity is linked to the turbulence kinetic energy and its
dissipation rate via the relation of Eq. (22), where µT is the turbulence viscosity and Cµ is a constant. Other
constants introduced in the above equations are as follows:

⎛ ⎛ ∂u ⎞
⎛ ∂v ⎞
⎛v⎞
⎛ ∂u ∂v ⎞
+ ⎟
G = µ T ⎜ 2⎜ ⎟ + 2⎜ ⎟ + 2⎜ ⎟ + ⎜
⎜ ⎝ ∂x ⎠
∂
r
r
⎝ ⎠
⎝ ⎠
⎝ ∂r ∂x ⎠
⎝
2

µT = C µ ρ

2

2

2⎞

(21)

⎟
⎟
⎠

k2

(22)

ε

C µ = 0.09 , Cε 1 = 1.44 , Cε 2 = 1.92 ,

(23)

σ k = 1.0 , σ ε = 1.3 , PrT = 0.9
The spatial calculation domain is discretized into finite control volumes and the governing discretization
equations are integrated over each control volume. The convection terms are approximated using the
HLPA high resolution scheme by Zhu5 and the transient terms are treated by a first order backward
differencing scheme. Two velocity components, turbulent kinetic energy, and the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dissipation at the core inlet are given as the inlet boundary condition. No-slip condition is assumed
at the wall and a wall-function approach is used to model near-wall flow. The SIMPLEC algorithm
developed by Van Doormal and Raithby6 is used for the treatment of the pressure-velocity coupling.

IV.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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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 Overpower Transient with Scram

Under the condition of an overpower transient (TOP) with reactor scram, the core outlet flow is
characterized by a negative buoyancy and low momentum. As soon as the reactor core is scrammed, the
reactor power rapidly drops to the decay heat level but the core flow rate follows the coastdown
characteristics of the pumps. The mismatch in the power-to-flow ratio results in a negative buoyancy
condition in which the core outlet flow is colder (i.e., heavier) than the fluid in the hot pool above the core.
The normalized power and flow transients during TOP are shown in Fig. 4. The simple lumped-parameter
model calculated almost the same power and flow transients compared with the two-dimensional model.
The reactor is automatically scrammed by a high level power signal (116% power) at 5.7 seconds and all
primary pumps begin coastdown operation at the same time. The power reaches a peak of 1.15 times of
the rated power at 5.5 seconds and drops to the decay heat level by about 80 seconds into the transient.
The various sodium temperatures in the hot pool predicted by the simple model are indicated in Fig. 5.
The core outlet temperature and the IHX outlet temperature drop as soon as the react scrams while the
core inlet temperature remains at the initial value because of the large sodium inventory of the cold pool.
Two temperatures of the upper and the lower hot pool are also presented in Fig. 5, which correspond to
the temperatures of zone A and zone B in Fig. 3, respectively. The upper hot pool temperature and the
IHX inlet temperatures remain at a steady-state temperature until 65 seconds and this represents that the
IHX inlet nozzle is above the lower hot pool region. The hot pool temperatures predicted by the two hot
pool models are shown in Fig. 6. The simple model predicted that the core outlet temperature reached a
peak of 816.6 K at 7 seconds, while the two-dimensional model predicted the peak of 816.0 K at 8
seconds. The core outlet temperature behaviors by the two models are very close until 70 seconds. The
IHX inlet temperatures predicted by the two models are also close until 65 seconds when the core outlet
jet plume reaches the top of the hot pool in the simple model calculation. The difference of the IHX inlet
temperature behavior after the core jet plume reaching the IHX inlet nozzle was expected because of the
significantly different approach.
The temperature contours of the hot pool predicted by the two-dimensional model are shown in Fig. 7.
The unit of temperature in the plots is in oC. The sodium temperature in the upper hot pool remains at a
steady-state value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transient due to the large volume of the hot pool. Thus the
core outlet flow entering the hot pool in the form of turbulent plume is characterized by the negative
buoyancy.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the Yang’s correlation expressed in Eq. (11) properly
calculates the penetration distance of the core jet plume in the hot pool under the negative buoyancy
condition.

37

1 .2

P ower
F lo w

Normalized Power and Flow

1 .0

0 .8

0 .6

0 .4

0 .2

0 .0
0

200

400

600

T im e , s

Fig. 4 Normalized Power during TOP
850

Temperature, K

800

750

700

c o re in le t
c o re o u tle t
IH X in le t
IH X o u tle t
upper hot pool
lo w e r h o t p o o l

650

600

550
0

100

200

300

400

500

600

T im e , s

Fig. 5 Various Temperatures during TOP
850

s im p le m o d e l
2 -D m o d e l
800

Temperature, K

IH X in le t

750

700

c o re o u tle t

650
0

100

200

300

400

500

T im e , s

Fig. 6 Hot Pool Temperatures during TOP
38

600

6 sec

45 sec

150 sec
Fig. 7

10 sec

20 sec

60 sec

100 sec

300 sec

600 sec

Temperature Contours in the Hot Pool Predicted by the Two-Dimensional Model
During TOP (oC)

39

IV.B. Overpower Transient without Scram

An unprotected overpower transient (UTOP) was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hot pool model
for the positive buoyancy condition at the core outlet. The core outlet flow is a higher temperature than
the bulk temperature of the hot pool because of no reactor scram. In this case, the core jet plume reaches
to the top of the hot pool. The simple model calculation assumes an instantaneously complete mixing
process within the hot pool. While the two-dimensional model treats a realistic mixing process, which has
a time delay for obtaining a full mixing in the hot pool.
A total of 30 cents including uncertainty has been adopted as the UTOP initiator for the KALIMER-150
design. Thus, it is assumed to insert 2 cents per second for 15 seconds, for a total of 30 cents, representing
the withdrawal of all the control rods. The primary and secondary sodium flows are assumed to remain at
the rated conditions during the entire transient and that the feedwater is sufficient enough to keep the
sodium outlet temperature from the SG constant. No plant protection system action is taken during this
transient and the power level is determined by the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The main concern of the UTOP analysis is to evaluate the system response by the nuclear-kinetic and
thermal-hydraulic effects that involve inherently shutting the core down to acceptable power levels, which
precludes a coolant boiling and fuel damage. Since such a severe situation occurs during the initial period
extending over the initial several hundred seconds of the transient, the SSC-K calculation was terminated
at 10 minutes by the user. The PSDRS was assumed not to function for a simple calculation,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minor effect in the early phase of the UTOP transient.
The power transients predicted by the two hot pool models during the initial 600 seconds are shown in Fig.
8.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t trend of the power in the figure is due to the CRDL/RV reactivity
feedback effect by the relative thermal expansion of the control rod drive line and the reactor vesse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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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earlier the CRDL/RV reactivity feedback model can be described in detail by the twodimensional hot pool model.
The simple model predicts that the power reaches a peak of 1.52 times the rated power at 20.0 seconds
into the transient and begins to level off at 1.11 times of the rated power by 600 seconds. While the peak
power by the two-dimensional model increases to 1.51 times of the rated power at 18.0 seconds and
stabilizes at 1.10 times after 600 seconds. The pool temperatures at the core outlet and at the IHX inlet
nozzle (hot pool outlet) are compared in Fig. 9. The IHX inlet temperature predicted by the simple model
is higher than the temperature by the two-dimensional model during the initial 60 seconds because of the
different mixing process in the hot pool. The core outlet temperatures predicted by the two models are
very close during the initial 20 seconds into the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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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ctivity feedback transients are compared in Figs. 10 and 11. Doppler feedback is the usual
mechanism to limit an overpower event of the core. But the metallic fueled core has a small Doppler
feedback due to a hard neutron spectrum, and the UTOP can be a very challenging event for the
KALIMER-150 core. Instead of the Doppler feedback, the core must rely on the reactivity feedbacks from
the core radial expansion, fuel axial expansion, and control rod expansion to limit the peak power.
Therefore, the inherent safety features are strongly dependent on the reactivity feedback effect in the core.
The reactivity feedback effects predicted by the two hot pool models are somewhat different at the early
period of the transient and become closer at the later periods as shown in the figures.
Figure 12 shows the temperature contours in the hot pool predicted by the two-dimensional model. The
sodium temperature at the IHX inlet nozzle within the hot pool remains at a steady-state condition until 20
second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lots in Fig. 9.

V. CONCLUSION

The simple lumped-parameter model as well as the two-dimensional model employed into the SSC-K
code predicts well the thermal response of the hot pool for the safety analysis of the KALIMER-150 plan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Yang’s correlation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enetration distance of
the core jet plume within the hot pool. The simple Eq. (11) as a function of the Froude number can be
incorporated in the large-scale computer code for the analysis of the transient thermal-hydraulic behavior
of the hot pool in LMF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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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 – 20 줄 내외)
제어봉구동축 (CRDL) 열팽창은 산화물핵연료나 금속핵연료 노심의 모든 비보호사고
조건에서 중요한 피동 완화방안이다. 노심 출구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냉각재
유동에 CRDL 이 노출되면 CRDL 은 열팽창하여 제어봉을 유효노심에 삽입시킴으로써 부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한다. 한편, CRDL 은 원자로 용기 상부해드에 매달려 있고
노심은 원자로용기 하단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므로 원자로용기 열팽창은
상대적으로 노심 위치를 낮춤과 동시에 제어봉 지지대 위치를 위로 올린다. 이런
원자로용기의 상반되는 열팽창 효과는 제어봉을 노심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열팽창의 시간상수가 비교적 크므로
과도사고 초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CRDL 열팽창에 의한 제어봉의
노심 삽입 위치는 CRDL 열팽창 효과에 원자로용기 열팽창 효과를 뺀 값에 의해
결정된다.
계통안전해석코드인 SSC-K 는 CRDL/RV 열팽창에 의한 반응도궤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현재 SSC-K 는 제어봉과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을 각각의 금속질량에 대해 단일 온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KALIMER 설계에서 CRDL 은 상부구조물지지대 (UIS) 외곽에
위치하므로 노심에서 방출되는 고온 소듐 냉각재에 노출되어 열전달이 일어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CRDL 열팽창을 상세히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고온풀의 열성층 현상
해석을 위해 개발된 이차원 고온풀 열수력 모델을 사용하여 고온풀 유동장 내에서 CRDL
금속의 열전달 효과를 계산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온도는 기존의 SSC-K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주제명 키워드
제어봉구동축 반응도, SSC-K, KALIMER, 액체금속로,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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