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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SMART 노심에서 제어군 인출사고시의 노심 안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어군을 re-grouping하는 것이다.

기존 제어봉 장전 모형에서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R1 조절 

제어군을 12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는 R1 조절 제어군과 각각 8개의 제어봉

으로 구성되는 S2 및 S1 기동 제어군으로 re-grouping 하 다.

Re-grouping한 제어봉 장전 모형으로 제어군 인출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존 제어봉 장전 모형을 이용한 노심 설계 결과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제어군 인출사고시의 최대 반응도주입률 및 첨두 출력이 각각 70% 및 

20% 줄어서 노심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제어봉 장전 모형이 

기존의 SMART 노심 제어봉 장전 모형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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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mprove the safety of SMART core 

by the re-grouping of the control banks.

R1 bank which has 28 control rods is divided into 3 banks R1, S2 

and S1 which have 12, 8 and 8 control rods, respectively. 

The effects of the re-grouping of the control banks on the bank 

withdrawal accident were evaluated by examining the input parameters of 

safety analysis such as reactivity insertion rates and power peaking 

factors.

As a result of this evaluation, it is founded that the maximum 

reactivity insertion rate and the power peaking factor were decreased by 

70% and 20% due to the re-grouping of the control banks 

These results present that the proposed control rod pattern will 

increase the co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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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SMART는 해수 담수화 및 전력 생산용으로 KAERI에서 개발중인 정격 

열출력이 330 MWt인 원자로이다. SMART 원자로는 냉각 펌프, 증기 발생기 

및 자기 가압기 등의 주요 계통 기기들이 기존의 루프 형태의 원자로와는 다

른 배치로 단일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이다. 

통상 상용 원자로에서 노심 연소에 따른 반응도 변화 및 노심 정지에 

필요한 반응도 등은 수용성 붕소와 제어봉으로 제어된다. 그러나, SMART에

서는 제어봉만으로 이러한 반응도 등이 제어되므로, 거의 모든 핵연료집합체

에 제어봉이 설치되고, 출력 운전 중 일부 제어봉이 임계 위치까지 부분적으

로 삽입된다. 

한편 제어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일반적인 주요 고려 사항

이 있다. 

첫째, 제어봉의 삽입은 반경방향이나 축방향 출력 분포를 심하게 왜곡시

켜서 열적 여유도를 감소시킨다. 

둘째, 제어봉 삽입 운전의 경우 가상 제어봉 이탈사고시 보다 많은 양의 

반응도가 삽입된다. 

셋째, 제어봉의 삽입은 유효 정지 제어봉가를 감소시킨다. 

통상 상용 가압 경수로에서는 출력에 따른 제어봉 삽입 한계를 지정하

여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데, SMART에서는 수용성 붕소가 사용되지 않

으므로 제어봉 삽입 한계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SMART에서는 이처럼 제어봉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제한이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SMART 제어봉 장전 모형을 분석하여, 그 기

능을 강화하고, 노심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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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MART 노심 제어군 Re-grouping

제 1 절  SMART 노심 제어봉 장전 모형

SMART 노심[1]의 제어봉 장전 모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7개의 핵연료집합체 중 49개의 핵연료집합체에 제어봉

을 장전하 고, 이 49개의 제어봉은 4개의 제어군 R4, R3, R2 및 R1으로 나누

어 각 군을 5, 4, 12 및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하 다. 이 제어군들의 운전 

전략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제어봉 장전 모형 및 제어군 운전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결정된 것이다. 

첫째, 핵연료집합체 거의 대부분에 제어봉을 장전한 것은 SMART 노심

에 수용성 붕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어봉만으로 노심 정지 여유도를 확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온 조건에서 제어봉 외의 다른 제어수단을 적

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R1 제어군을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한 것은 제어봉 이탈사고시 

이탈되는 제어봉가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제어봉이 노심 내에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 제어군(R1)을 많은 제어봉으로 구성함으로 인하여 제어봉 이

탈사고시 이탈되는 제어봉가는 줄 으나, 제어군 인출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심 내에서 인출되는 제어봉이 많으므로 노심에 주입되는 반응도가 커서 노

심의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R1 제어군을 여러 제

어군으로 나누고 각 군을 구성하는 제어봉을 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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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J

R1 1

R1 R1 R1 R1 R1 2

R1 R1 R2 R2 R2 R1 R1 3

R1 R2 R3 R4 R3 R2 R1 4

R1 R1 R2 R4 R4 R4 R2 R1 R1 5

R1 R2 R3 R4 R3 R2 R1 6

R1 R1 R2 R2 R2 R1 R1 7

R1 R1 R1 R1 R1 8

R1 9

그림 1  SMART 제어봉 장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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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MART 제어군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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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1 제어군 분할 

1.  R1 제어군 분할 후보 선정

그림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R1 제어군은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노심의 1/8 대칭을 고려하면 (4,1), (5,1), (4,2), (3,3) 및 (4,3) 위

치의 5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노심의 바깥 부분에 있는 (5,1) 과 (4,3) 은 노심 반응도에 미

치는 향이 작으므로 R1 제어군 재설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그룹으

로 R1 제어군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개의 그룹으로 R1 제어군을 재설정하는 경우 : 3가지 경우

[(4,1)], [(4,2)], [(3,3)]

2개의 그룹으로 R1 제어군을 재설정하는 경우 : 3가지 경우

[(4,1), (4,2)], [(4,1), (3,3)], [(4,2), (3,3)]

3개의 그룹으로 R1 제어군을 재설정하는 경우 : 1가지 경우

[(4,1), (4,2), (3,3)]

1개의 그룹으로 R1 제어군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4,1)] 과 [(3,3)] 의 

경우 R1 제어군이 4개의 제어봉으로만 구성되므로 너무 적어서 제어봉 이탈

사고의 관점에서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 다. 

3개의 그룹으로 R1 제어군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R1 제어군이 16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므로 여전히 너무 많아서 제어군 인출사고의 관점에서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 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R1 제어군 재설정 후보를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선정하고 각 경우의 장전 모형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4,2)], [(4,1), (4,2)], [(4,1), (3,3)], [(4,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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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Case B

R4 R4 R2 S S

R4 R3 R2 R1

R2 R2 S S

S R1 S

S

R4 R4 R2 R1 S

R4 R3 R2 R1

R2 R2 S S

R1 R1 S

S

Case C Case D

R4 R4 R2 R1 S

R4 R3 R2 S

R2 R2 R1 S

R1 S S

S

R4 R4 R2 S S

R4 R3 R2 R1

R2 R2 R1 S

S R1 S

S

그림 3  R1 제어군 재설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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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이탈제어봉가 

현재의 SMART 제어군 모형에 대한 최대 이탈제어봉가를 계산한 결과

를 표 1에 나타내었고, 선정한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최대 이탈제어봉가를 계

산한 결과를 표 2에서부터 표 5까지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 적용할 제어군 운

전 전략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본 보고서에서의 모든 제어군 운전 전략은 이탈제어봉가를 최소화시키

기 위하여 기존의 제어군 운전 전략처럼 모든 제어군을 20cm까지 우선 인출

하고, 다시 각 제어군을 1군씩 40cm까지 인출한 후, 완전인출 위치까지는 각 

제어군에 60cm 중첩을 적용하며 인출한다. 이와 같은 제어군 운전 전략에서는 

R1 제어군을 어떻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어군이 20cm의 위치에 있는 

경우와 40cm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상태에서의 모든 노심 조건

은 같다. 

표 1에서 보면 R1 제어군이 40cm 위치에 있고 나머지 제어군이 20cm 

위치에 있을 때 (3,2) 위치의 R2 제어봉의 이탈제어봉가가 가장 크다. 이것은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반응도가 가장 큰 R1 제어군이 인출되어 있는 

만큼(20cm) 노심의 반응도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제어군 

중 가장 반응도가 크며 가장 깊이 삽입되어 있는 R2 제어군 중의 한 제어봉

(3,2)이 이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기존의 제어봉 장전 모형에 

대하여 이미 분석되었으며, R1 제어군을 어떻게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모든 제어봉의 위치가 40cm에 이를 

때까지 동일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선정한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제어봉

의 위치가 40cm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계산하 다.

표 2에서부터 표 5까지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석은 4. 항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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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MART 제어봉 장전 모형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표 2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A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표 3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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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C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표 5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D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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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어군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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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인출제어봉가

현재의 SMART 노심 제어봉 모형에 대한 최대 인출제어봉가를 계산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고, 선정한 4가지 경우에 대한 최대 인출제어봉가를 

계산 비교한 결과를 표 7에서부터 표 10까지에 나타내었다. 

최대 인출제어봉가 계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의 2. 항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모든 제어군의 위치가 40cm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수행하 다.

표 7에서부터 표 10까지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석은 4. 항에 수록하

다.

표 6  SMART 제어봉 장전 모형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표 7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A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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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표 9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C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표 10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D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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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1 제어군 모형 선정

앞의 결과를 정리한 것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Case A와 Case C는 8개의 제어봉으로 R1 제어군이 구성되고, Case B

와 Case D는 12개의 제어봉으로 R1 제어군이 구성된다. 

기존 제어봉 장전모형에서 R1 제어군을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한 것은 

이탈제어봉가를 작게 하고자 함이었고, R1 제어군의 제어봉 개수가 적을수록 

이탈제어봉가가 커지는 것은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의 1. 

항에서 R1 제어군이 4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제외한 

것이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이 기존 제어봉 장전 모형에 근거한 기존의 노심 설계 

결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1 제어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탈제어봉

가가 큰 Case A와 Case는 우선 제외하 다.

 Case B와 Case D를 살펴보면 R1 제어군을 제외한 S 제어군을 하나의 

제어군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Case D가 더 좋은 것처럼 평가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S 제어군을 다시 나눌 예정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Case B를 최종적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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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 제어군 분할

1.  S 제어군 분할 후보 선정

그림 3의 Case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S 제어군은 16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노심의 1/8 대칭을 고려하면 (5,1), (3,3) 및 (4,3) 위치

의 3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S 제어군을 분할하는 경우에 각 그룹의 인출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각 

그룹에 속하는 제어봉의 이탈제어봉가를 계산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의 결과로부터 이탈제어봉가도 가장 작으면서 노심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여 

노심 반응도에 미치는 향이 적은 (4,3) 그룹을 제일 먼저, 노심의 가장 안쪽

에 위치하며 이탈제어봉가도 가장 큰 (3,3) 그룹을 맨 나중에 인출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 제어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S 제어군을 S3, S2 및 S1으로 모두 분할하는 경우 : 1가지 경우

Case B3  : S3=[(3,3)], S2=[(5,1)], S1=[(4,3)]

S 제어군을 S2와 S1으로 분할하는 경우 : 3가지 경우

Case B21 : S2=[(5,1), (3,3)], S1=[(4,3)]

Case B22 : S2=[(3,3)], S1=[(5,1), (4,3)]

Case B23 : S2=[(3,3), (4,3)], S1=[(5,1)]

S 제어군을 S2와 S1의 2개의 제어군으로 분할하는 경우 중에 Case B22

와 Case B23는 한 제어군의 제어봉이 12개이고 나머지 제어군의 제어봉이 4

개인 경우가 되어서 S2와 S1 제어군 제어봉수의 균형이 좋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S 제어군 분할 후보를 다음과 같은 2가지 경

우로 선정하고 장전 모형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Case B3  : S3=[(3,3)], S2=[(5,1)], S1=[(4,3)]

Case B21 : S2=[(5,1), (3,3)],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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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R4 R2 R1 46

R4 R3 R2 R1

R2 R2 92 41

R1 R1 41

46

그림 5  S 제어군의 이탈 제어봉가 (pcm)

Case B3 Case B21

R4 R4 R2 R1 S2

R4 R3 R2 R1

R2 R2 S3 S1

R1 R1 S1

S2

R4 R4 R2 R1 S2

R4 R3 R2 R1

R2 R2 S2 S1

R1 R1 S1

S2

그림 6  S 제어군 분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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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이탈제어봉가

선정한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최대 이탈제어봉가를 계산 비교한 결과를 

표 11과 표 12에 나타내었다. 이 때 적용한 제어봉 운전 전략은 그림 7과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표 11과 표 12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석은 4. 항에 수록하 다.

표 11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3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표 12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21의 최대 이탈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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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B3의 제어군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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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se B21의 제어군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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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인출제어봉가

제어군 장전 모형 Case B3 및 Case B21 에 대한 최대 인출제어봉가를 

계산한 결과를 표 13과 표 14에 나타내었다. 

표 13과 표 14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석은 4. 항에 수록하 다.

표 13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3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표 14  제어봉 장전 모형 Case B21의 최대 인출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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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 제어군 모형 선정

앞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 제어군을 2개의 제어군으로 나누든지 3개

의 제어군으로 나누든지, 최대 이탈제어봉가나 최대 인출제어봉가에는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어군의 인출 또는 삽입이 노심 반응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관

점에서 살펴보면, 표 13의 S 제어군을 3개의 제어군으로 나눈 Case B3 경우

에 일부 구간에서 제어봉가가 너무 작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정

량의 노심 반응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어봉 이동거리가 길어야 하고 따라

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14를 살펴보면 전 구간에 걸쳐서 제어봉가가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S 제어군을 2개의 제어군으로 나눈 Case B21을 S 

제어군 분할 모형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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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 제어군 명칭 설정

통상 상용 원자로에서는 노심의 정상 운전 중에 노심 반응도를 조절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어군은 조절 제어군이라 하고, 노심의 정지나 미임계시

에만 사용되며 정상 운전 중에는 완전 인출되어 있는 제어군을 정지 제어군이

라 한다. 

그러나 SMART 노심은 수용성 붕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어군이 운

전 중에 항상 노심에 삽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탈 제어봉가가 커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제어군들도 노심 내에 삽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상용 

원자로와는 달리 S 제어군까지도 중첩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S 제어군이 임계상태에서도 노심 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하며 따라서 상용 원자로에서와 같이 정지 제어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S 제어군의 명칭을 기동 제어군(Startup 

Bank)으로 설정하 다. 

그림 9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최종 제어봉 장전 모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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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J

S2 1

S1 R1 R1 R1 S1 2

S1 S2 R2 R2 R2 S2 S1 3

R1 R2 R3 R4 R3 R2 R1 4

S2 R1 R2 R4 R4 R4 R2 R1 S2 5

R1 R2 R3 R4 R3 R2 R1 6

S1 S2 R2 R2 R2 S2 S1 7

S1 R1 R1 R1 S1 8

S2 9

R Regulating Bank

S Startup Bank

그림 9  제안 제어봉 장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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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어군 인출사고 모사계산

제 1 절  사고 개요

제어군 인출사고는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CEDMCS) 및 Reactor 

Regulating System(RRS)의 단일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에 의하여 노심 내에 

삽입되어 있던 제어군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노심 내에서 인출되는 사고이

다.

미임계 상태나 출력운전 중에 제어군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인출되면 

노심에 양의 반응도를 주게 되어 노심의 출력과 heat flux가 노심 냉각재 온

도 및 계통 압력과 동반하여 상승하게 된다. 또한 노심 출력 분포가 제어군 

인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심 열적 인자들의 상태 변화는 노심을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s(SAFDL)에 도달하게 하므로 노심 

보호 계통의 보호 동작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제어봉 장전 모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 제어군 초기위치

가 제어군 인출사고 해석용 핵설계 인자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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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사 계산

1.  계산 조건 선정

제어군 인출사고 모사 계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계산 

조건의 선정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모사 계산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 중의 모든 조건들을 대표할 수 있으

면서,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초기조건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어군 인출사고 모사계산을 수행할 초기조건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노심 연소도

노심 연소도에 따른 핵적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사 계산을 

수행할 연소도로 전 주기를 대표할 수 있는 연소도를 선정하는데 본 보고서에

서는 참고문헌 [2]의 결과에 근거하여 주기중(MOC)을 선정하 다. 

또한 노심 반응도의 불확실도 370 pcm[3]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효증배

계수(keff)를 0.995로 연소 계산한 경우를 선정하 다.

나. 노심 출력

노심 출력에 따라 작동되는 노심 보호 계통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경우

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고온 전출력(100%), 고온 출력(0%) 및 상온 출력

(0%) 상태를 선정하 다.

다. 제어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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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노심은 수용성 붕소를 사용하는 기존의 상용로와는 다르게 반

응도 변화의 제어 수단이 제어군 뿐이므로 운전 중에 노심 내에 제어군이 항

상 삽입되어 있으며. 그 임계위치는 노심 연소도 및 출력, 그리고 운전 이력에 

따라 결정된다.

라. 축방향 출력분포

운전 중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원자로의 운전 이력에 따라서 수 많은 모

양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축방향 출력분포는 제어군의 위치와 상호 작용하

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축방향 출력분포의 AO를 16.2% 증가시켜서 이를 고려

하 다.

마. 기타 조건들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 외에도 노심 입구 온도, 1차 계통 압력, 1차 냉각

수 유량 등 여러 가지 초기 조건이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안전해석 분야에

서 실제 안전해석시에 보수적인 값들을 사용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

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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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사 계산 

새로운 제어봉 장전 모형은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R4, R3, R2, R1

으로 구성되는 조절 제어군과 S2, S1으로 구성되는 기동 제어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제어군들은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R4, R3, R2, R1, S2, S1의 순

서로 60cm 차이를 두고 중첩되어 40cm 위치까지 노심에 삽입된다. 그 후에는 

차례대로 R4, R3, R2, R1, S2, S1의 순서로 20cm 위치까지 삽입되고, 마지막

으로 동시에 0cm 위치까지 완전 삽입된다. 제어군의 인출은 삽입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제어군 운전 전략을 적용하여 제어군 인출사고 모사 계산

을 MASTER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가. 최대 삽입 초기 제어군 위치 탐색

SMART 노심은 연소에 따른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전 중

에 제어군이 노심 내에 항상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고시 제어군들의 초

기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노심 연소도 및 출력 조건에 따른 임계 제어군의 위

치를 알아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기중(MOC)에서 keff=0.995로 연소 계산한 경우의 임

계 제어군 위치를 고온 전출력 및 고온 출력의 No Xe 상태에서 찾았다. 이

것은 제어군이 가장 깊이 삽입되는 경우로써 주기초 원자로 기동시와 같이 제

논 수 도가 최소일 때의 임계 제어군 위치이다. 

이 계산은 MASTER 코드의 %EXE_CRS 카드를 사용하여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표 15에 나타내었다. 

상온 출력에서의 제어군 위치는 제어군이 이보다 더 깊이 삽입된 경

우는 모두 미임계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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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xial Shape Generation

참고 문헌 [4]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의의 제어군 위치에서 제논에 의

하여 변화될 수 있는 AO의 차이는 13.14%를 넘지 않으며, 여기에 불확실도를 

적용하여 사고 초기조건 설정을 위한 ΔAO의 상한값으로 16.2%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임의의 제어군 위치에서 축방향 출력분포를 AO가 16.2% 증가된 

출력분포로 대체시켜서 사고해석 계산을 수행하면 제논의 향에 관해서 충분

히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참고 문헌 [6]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온 전출력 및 고온 

출력 계산시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조절하여 그 결과를 표 16에 나타내었다. 

다. 사고 모사 계산

고온 전출력 및 고온 출력 상태의 경우 표 15의 각 경우에 대하여 표 

16의 축방향 출력분포로 shape matching을 한 후 제어군의 중첩을 유지하면

서 완전 인출 위치까지 인출하는 계산을 수행하 다. 

미임계 상태의 경우는 제어군의 초기위치를 0cm인 위치에서 40cm 까지

만 인출하는 사고 모사 계산을 수행하 다. 이것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노심 조건에서 모든 제어군이 40cm에 있는 경우에 임계 이상이며, 물리

적으로 미임계에서 임계로 가는 시점 근방의 반응도 주입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를 정리하여 표 17에 나타내었다.

라. 최대 반응도 주입률 및 최대 첨두 출력

표 17의 결과로부터 반응도 주입률에 대해서는 제어봉가의 불확실도 

15%[3] 를 반 하고, 첨두 출력에 대해서는 첨두 출력 불확실도 0.07[3] 을 반

한 최종 결과를 표 18에 나타내었다.



- 28 -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R1 제어군을 R1, S2 및 S1 제어군의 3개의 

군으로 나눈 결과 제어군 인출사고시 고온 조건에서의 반응도 주입률은 약 

70%, 첨두 출력은 약 20%를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이탈 제어봉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반응도 주입률을 

줄인 것이므로 노심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5  최대 삽입 제어군 위치



- 29 -

표 16  축방향 출력분포 조정

표 17  최대 반응도 주입률 및 첨두 출력 인자 발생 제어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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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최대 반응도 주입률 및 최대 첨두 출력

최대 반응도 주입률 (기존 모형)

ρ

ρ

ρ

최대 첨두 출력 (기존 모형)

최대 반응도 주입률 (제안 모형)

ρ

ρ

ρ

최대 첨두 출력 (제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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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기존의 SMART 제어봉 장전 모형은 R1 제어군이 28개의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탈 제어봉가를 작게 하여 제어봉 이탈사고시의 안전성 확

보는 가능하나, 제어군 인출사고시의 반응도 주입률이 너무 커서 안전성을 약

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1 제어군을 12개, 

8개 및 8개로 구성되는 R1, S2 및 S1 제어군으로 재구성하 다.

그 결과 제어봉 이탈사고시의 이탈 제어봉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제어군 인출사고시 고온 조건에서의 반응도 주입률은 약 70%, 첨두 출

력은 약 20%를 줄일 수 있어서 제어군 인출사고시의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제어봉 장전 모형이 기존 

SMART 노심의 제어봉 장전 모형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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