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1997/2001

중수로 핵연료 기포 반응도 실험 결과 분석

Analysis on Experimental Results of CANDU Fuel Void Reactivity

2001. 12.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KAERI



- 1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1년도 “중수로 안전해석 체계 구축” 과제의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목 : 중수로 핵연료 기포 반응도 실험 결과 분석

                                                         2001. 12.  .

                                 

                                     주저자 : 최 항 복

                                     공저자 : 민 병 주, 노 규 홍, 양 미 경



- 2 -

요  약  문 

중수로 핵연료 기포 반응도 실험 결과 분석 

중수로 핵연료의 기포 반응도는 냉각재 상실 사고시 원자로에 양의 반응도를 주입시

켜 출력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따라서 원자로 설계/해석에서 기포 반응도의 계산은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실험 자료를 평가하 다. 먼저 ZED-2와 DCA에서 

수행된 노물리 실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 으며, 이 중 최근 수행된 실험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및 노물리 해석 코드의 성능을 평가하 다. ZED-2와 DCA 실험은 시험 핵연료의 치환을 

통해 임계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며, 실험에서 얻어진 기포 반응도의 신뢰

도는 약 10 %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중수로 해석 코드의 평가는 POWDERPUFS-V와 RFSP

에 대하여 월성 2호기 시운전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 는데, 기포 반응도에 대한 측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냉각재/감속재 온도계수에 대해 평가하 다. 계산치와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냉각재와 감속재에 각각 11.9 % 및 1.6 %의 오차를 보 으나, 이는 설계 허용 

오차인 ± 25 % 이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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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Experimental Results of CANDU Fuel Void Reactivity

In case of loss of coolant accident, the void reactivity of the CANDU fuel provides a 

positive reactivity and increases the reactor power abruptl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cure 

credibility of the void reactivity in the stage of nuclear design and analysis, which has motivated 

this study to assess the measurement data of CANDU fuel void reactivity. First of all, the 

measurement data of ZED-2 and DCA were reviewed and the recent resul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uncertainty and validation of reactor physics codes. In principle, both the ZED-2 and 

DCA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measure moderator critical height during the substitution process 

by experimental lattices. The overview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fidence 

level of the void reactivity is ± 10 %. The assessment of physics codes, POWDERPUFS-V and 

RFSP, has been performed using Phase-B measurement data of Wolsong nuclear power plant 2. 

However, because the void reactivity measurement data is not available from the Phase-B test, 

the measurement data of coolant/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which are believed to be close 

to the property of the void reactivity, were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void reactivity 

calculation by the CANDU core physics cod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calculation and 

measurement has shown that the prediction errors of the coolant and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s are 11.9 % and 1.6 %, respectively, which are within the allowable design error of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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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수로에서 냉각재가 상실되면 핵연료다발의 기하학적 특성과 중수의 강력

한 감속 능력으로 인해 노심에 양의 기포반응도가 주입되고, 원자로 출력은 급격히 

상승하게된다. 기포반응도는 냉각재 상실사고 시 원자로의 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그 크기에 따라 원자로 및 핵연료의 안전성이 결정되므로, 원자로 및 핵

연료의 설계/해석 과정에서 기포반응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이 카나다에서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다.

중수로 핵연료 다발에 대한 기포반응도 실험은 카나다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서 ZED-2 원자로를 사용하여 수행하여 왔다. ZED-2는 임계 상

태가 되는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노물리 실험장치이며, 주로 기준 핵연료를 시험 

핵연료로 교체하면서 감속재 임계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사

용된 핵연료는 7, 19, 28, 37, 그리고 43 봉 핵연료 등이며 주로 천연우라늄에 대하

여 수행되었고, 일부 플루토늄 핵연료를 사용한 실험도 있으나 자료 입수에는 어려

움이 있다.

일본 JNC(Japan Nuclear Cycl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중수 감속재와 경수 

냉각재를 사용하는 임계로에서 핵연료 다발에 대한 임계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JNC의 DCA는 ATR(Advanced Thermal Reactor)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임계로

이다. ATR은 혼합핵연료(MOX)를 이용한 압력관형 중수감속, 비등 경수 냉각 원자

로이며, 이러한 노형에서는 냉각재 중의 기포가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 연소

도의 증가에 따른 핵 특성의 변화 등 종래의 노형과 다른 문제가 있어, 임계 실험 

장치를 이용한 노물리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생산되었던 임계도 관련 실험 자료들을 조사하고 일

반적인 실험 방법을 검토하여 제 2 장에 정리하 다. 제 3 장에서는 기포반응도 평

가에 사용될 수 있는 최근 실험 자료를 제시하 으며, 제 4 장에서는 실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제 5 장에서는 중수로 설계 

해석에 사용되는 코드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수행하 으며, 제 6 장에서는 

MCNP-4B 코드를 사용하여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 향후 개발되는 중수로 핵연료에 

대한 검증 도구로서의 성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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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임계 실험자료 현황 분석

중수로 핵연료에 대한 임계 실험은 카나다에서 주로 수행되었으며, 일본에

서 수행된 자료가 일부 가용하다. 본 장에서는 ZED-2 원자로와 DCA에서 수행된 노

물리 실험의 개요 및 공개된 실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 1 절 ZED-2 원자로 실험

1. ZED-2 원자로 개요

그림 2.1과 2.2는 ZED-2 원자로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각각 보여준다. 핵연료 

봉들은 칼란드리아 위의 철재 비임에 수직으로 걸려있다. 원자로의 임계도는 중수 

감속재를 칼란드리아에 주입시켜 달성할 수 있으며, 출력은 감속재 수위를 맞춤으

로써 조절한다.

바닥으로부터 감속재 표면까지의 수위는 원자로 북쪽 벽에 설치된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안내관 속으로 탐지기를 내려보내어 측정한다. 탐지기가 감속재 표

면에 접촉하게되면 보정된 드럼/케이블 장치에 의해 수위가 측정된다. 감속재 수위

의 반복 측정은 일반적으로 ± 0.002 cm 정도 이내에서 재연성을 갖는다. 감속재 

온도는 수위 측정 탐지기 옆에 위치한 유리 thermisto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120 및 180 cm 높이에서 남쪽 벽 안쪽 15 cm에는 두개의 J 형 thermocouple이 설치

되어 있다.

그림 2.3과 2.4는 ZED-2 원자로에서 수행된 실험에 사용된 대표적인 핵연료 

다발을 보여준다. 그림 2.5는 핵연료 다발 내부의 중성자속 분포를 측정하는데 사용

되는 조사 시편의 설치 상태를 보여주며, 그림 2.6은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를 측정

하기 위해 핵연료 소결체 사이에 설치된 조사 시편을 보여준다.

2. 노물리 실험

ZED-2 원자로에서는 핵연료 고유 특성을 해석하는 컴퓨터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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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계 버클링 측정

임계 버클링 측정은 핵연료의 반응도, 연소 특성 및 냉각재 기포 반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기포 반응도의 경우는 핵연료 채널이 냉각재로 채워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임계 버클링을 측정하여 구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온도가 임계 버클링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므로, 먼저 상온에서 검증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냉각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온도를 300℃까지 올리며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 범위는 코드의 온

도 향 평가 능력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중성자속 측정

천연우라늄과 다른 핵연료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성자 스펙트럼 및 

다발 내에서의 출력 분포를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결체 사이에 조사 시편을 

장착하여 중성자속 분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는 특별히 제작된 조립형

(demountable) 다발을 활용한다. 시편에서의 중성자에 의한 조사를 골고루 하기 위해 

시편에 접한 소결체는 끝 부분을 평탄하게 처리한다. 상온 및 300℃, 그리고 냉각 

조건 및 기포 조건에 대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3) 감속재 온도계수

감속재의 온도를 냉각기와 히터를 사용하여 조절함으로써 감속재의 온도계

수를 측정한다. 원자로는 기준 핵연료로 채워지고 중심 부분에 필요한 양의 실험용 

다발을 장전하여 수행한다. 감속재의 온도를 약 10℃ 정도 변화시켜 가며 임계 높

이를 측정한다. 실험용 핵연료에 상응하는 감속재의 온도 효과를 얻기 위해 

substitution 형식의 해석을 수행하며, 적절한 물질 버클링을 구하기 위한 격자 계산

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감속재의 온도 효과를 구한다.

4) 핵연료/냉각재 온도계수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 반응도 측정은 핵연료 다발의 온도를 실온에서 30

0℃까지 올려가면서 측정한다. 핵연료 다발 하단에 약 3.5 kW 용량의 전기 히터 코

일을 설치하여 채널 안에 있는 핵연료와 냉각재가 동시에 가열되도록 한다.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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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150, 200, 250, 300 ℃ 순서로 가열하여 원자로를 운전하며, 원하는 온도에

서 원자로 출력이 안정되면 노심 변수들을 측정한다. 그리고 감속재 임계수위와 임

계 버클링으로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 반응도 계수를 구한다.

5) 기포 반응도 측정

냉각재 기포반응도 계수를 구하기 위한 실험은 substitu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한다. 감속재 임계 수위는 기준 격자에 대해 측정하고, 실험하고자 하

는 핵연료로 교체해 가며 측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준 격자에 대해 실험을 반복

한다. 실험은 D2O와 공기 냉각재 조건에서 수행하여 그 차이로부터 기포반응도 계

수를 구하도록 한다.

임계 수위는 실험 도중 연속적으로 변하는 감속재 온도와 순도에 의해 향

을 받는다. 자료를 분석할 때, 임계 수위가 실험 조건들의 공통 변수로 변환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각각의 날에 치

환 실험의 기준 격자의 임계 수위를 측정하고 공통의 조건에서 기준 격자의 임계 

수위와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수정 방법은 반응도

의 수위 계수가 외삽법에 의해 추정된 임계 수위의 역수의 세제곱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외삽된 임계 수위는 임계 수위 + 외삽 길이 - 칼란드리아 바닥

으로부터 기준 핵연료까지의 거리로 약 15 cm 이다. 일반적으로 외삽 길이는 노심 

조건이 조금 변해도 크게 향받지 않는다. 수정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hsub = h'sub + (Hs
ex/Hr

ex)3(href - h'ref) (2.1)

여기서, hsub 와 href는 각각 공통의 노심 조건에서 치환 격자와 기준 격자 임계 수위,

h'sub 와 h'ref 는 실험 조건에서 임계 수위, 그리고 Hs
ex 와 Hr

ex 는 실험 조건에서 외

삽에 의한 수위이다.

공통 조건으로 감속재 순도와 온도가 사용된다(예, D2O 99.710 wt%, 24.6

9℃). 실험하는 각 시점에서 순도와 온도의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미리 측정된 온도 계수(예, 0.2 cm/℃)를 사용하여 수정한다. 냉각재 순도의 

변화는 명확히 보정 되기 어려우나, 그 향은 기준 격자에 대한 실험을 2회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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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와 종료 시점) 실시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공통 온도를 기준으로 수정한 후,

두 측정치의 평균을 위 표현 식에서의 h'ref로 사용할 수 있다.

3. ZED-2 실험 자료 조사

1) Lattice Studies at Chalk River and Their Interpretation

저자: R. E. Green, C. B. Bigham, I. H. Gibson, R. G. Jarvis, M. J. Halsall, F. E. 

Driggers, and C. H. Millar

발표: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1964)

내용: 1960년도 운전 개시한 ZED-2 원자로에서의 실험과, ZEEP 원자로에서 수행

한 고압 루프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은 ZED-2 원자로의 실험 계

획 (버클링, 스펙트럼, 중성자속, 변환비율, 고속 핵분열 비 등 측정), ZEEP 

루프에서의 실험 계획, NRX thermal column에서의 집 격자 실험 

(exponential assembly), LATREP 코드 검증을 위한 격자 특성 변수 측정, 격

자 해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험 해석, 중수로 격자에서의 중성자 

감속 스펙트럼 측정 및 비교, 중수로 핵연료 봉에서의 열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등이다.

2) Lattice Measurements with 7-Element UO2 Clusters in ZED-2, Part I: 

Bucklings over a Range of Spacings with Three Coolants 

저자: G. A. Beer and D. W. Hone

발표: AECL-1505 (1962)

내용: ZED-2 원자로에서 버클링 측정 실험이 18-36 cm의 피치를 갖는 육각격자로 

된 55개의 7-봉 UO2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냉각재는 i) D2O

감속재, ii) 기포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헬륨, 그리고 iii) 유기물 HB-40 이다.

실험 결과들은 최신의 Chalk River 격자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되었다. 이전에 ZEEP에서 이들 7-봉 UO2 집합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던 버클링 측정 실험은 ZED-2에서 수행된 측정 실험과 일치하고 

있다.

3) Lattice Measurements with 19-Element Natural Uranium Met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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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Bucklings for a Range of Spacings with D2O and He Coolants 

저자: K. J. Serdula and R. E. Green 

발표: AECL-2516 (1965)

내용: ZED-2 원자로에서 19-봉 천연우라늄 금속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버클링을 

방사능 측정을 통해 구한다. 측정 실험은 20-40 cm 범위의 피치를 갖는 삼

각 배열의 55개의 집합체에 대해 수행하 다. 사용된 냉각재는 D2O 감속재

와 기포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헬륨이다. 실험결과 조사된 피치들에 대하여 

냉각재로서 헬륨을 사용하여 얻은 버클링이 D2O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Lattice Measurements with 19-Element Natural Uranium Metal Assemblies, 

Part II: Relative Total Neutron Densities and Hyperfine Activation Distributions 

in a Lattice Cell 

저자: K. J. Serdula 

발표: AECL-2523 (1965)

내용: ZED-2 원자로에서 상대적인 총 중성자 도 및 미세 Mn-wire 조사량 분포

를 삼각 배열의 55개 19-봉 천연우라늄 금속 집합체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 결과는 20, 24, 28, 그리고 40 cm의 격자 피치들에 대하여 제시되

었으며, 이 때 사용된 냉각재는 D2O 감속재와 냉각재 상실 조건을 모사하

기 위한 공기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셀 내부의 중성자 도 감쇄 현상은 

냉각재 상실시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Lattice Measurements with 28-Element Natural UO2 Fuel Assemblies, Part I: 

Bucklings for a Range of Spacings with Three Coolants 

저자: K. J. Serdula

발표: AECL2606 (1966)

내용: ZED-2 원자로 내 방사능 측정을 통해 유도되는 기준 버클링을 28봉 천연우

라늄 UO2 핵연료 집합체에 대하여 구하고, 측정 실험은 20-40 cm 범위의 

피치를 갖는 중수감속 삼각 배열의 55개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수행하 다.

이때 사용된 냉각재는 D2O 감속재, 기포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헬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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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기물인 HB-40 이다. 조사된 피치들에 대하여,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

여 얻은 버클링이 D2O 및 HB-40 냉각재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듐-카드늄 비에 대한 거시적 변화량은 조사된 피

치 범위 내에서 D2O 및 HB-40 냉각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6) Experimental Initial Conversion and Fast Fission Ratios for Clusters of 

Natural U and UO2 in D2O

저자: P. W. de Lange, C. B. Bigham, R. E. Green, T. J. Manuel 

발표: AECL-2636 (1966)

내용: ZED-2 원자로를 사용하여 초기전환비 및 고속 핵분열비를 측정하 다. 중수

감속 격자에 대하여 1-봉 우라늄 금속 다발을 사용하 으며, 냉각재는 중수 

또는 공기 조건을 사용하 다. 28봉 UO2 다발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냉각재

는 중수, 공기 또는 유기물(HB-40)을 사용하 다. 실험결과 다발 평균 초기 

전환비의 상대오차는 ± 0.3 %, 절대오차는 ± 0.85 % 정도로 나타났으며,

고속 핵분열 비는 각각 ± 0.7 % 및 ± 1.4 %로 나타났다.

7) Lattice Measurements with 7-Rod Clusters of Natural Uranium Carbide in 

Heavy Water Moderator, Part II: Neutron Spectrum Parameters in a Lattice Cell

저자: R. E. Kay and R. E. Green

발표: AECL-2651 (1966) 

내용: 중수 감속 7봉 UC 핵연료 격자 중심부의 여러 위치에서 인듐-망간 및 루테

튬-망간 방사능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ZED-2 임계 시설에서 수행하

다. 측정 실험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냉각재(공기, D2O, Dowtherm A, 

HB-40)를 사용하 고, 20-32 cm 범위의 다양한 피치의 정방 격자를 사용하

다. 방사능비는 Westcott 열외중성자 지수인 r과 유효 중성자 온도인 Tn으

로 유도하 으며, Chalk River의 격자 해석 코드인 LATREP에 의해 예측된 

값들과 비교하 다.

8) Lattice Measurements with 19-Element Rods of ThO2-U235O2 in Heavy Water 

Moderator, Part I: Buckling, Fine Structure, and Neutron Spectru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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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A. Okazaki and S. A. Durrani

발표: AECL-2778 (1967)

내용: 1.5 wt%로 농축된 UO2 (93 at% 235U)를 포함하고 있는 중수 감속 19봉 ThO2

격자에 대한 격자 상수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버클링은 2군 비균질 노심 

코드인 MICRETE를 사용하여 ZED-2 원자로 내에서의 임계 치환 측정

(critical substitution measurements)을 통해 결정되었다. 중성자 도 분포 및 

Westcott 스펙트럼 인자인 r과 Tn은 박막 측정기 내에서 측정된 
56Mn, 116In, 

177Lu 방사능을 통해 얻어졌다. 측정실험은 D2O, 공기, H2O, HB-40 냉각재에 

대하여, 그리고 22, 24, 28, 32 cm 삼각 격자 피치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9) Integral Measurements for 28-element UO2 Assemblies with Air, H2O and 

Air-H2O Mixture

저자: S. L. Mehta and K. J. Serdula

발표: AECL-3416 (1969)

내용: 30 cm 삼각 격자 구조를 갖는 28봉 UO2 다발에 대한 종합 측정을 중수감속 

조건 하에서 수행하 다. 고속 핵분열비, 초기 전환비, 반경방향 중성자속을 

3개의 냉각재 조건(H2O 도 1.0 g/cm3, 0.41 g/cm3, 공기)에서 측정하 다.

Westcott 스펙트럼 변수 r과 Tn 은 H2O 도 1.0 과 0.41 g/cm3
에 대하여 측

정하 으며, 측정결과는 LATREP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10) Lattice Measurements with 37-Element Bruce Reactor Fuel in Heavy Water 

Moderator: Detailed Lattice Cell Parameters

저자: R. E. Kay

발표: AECL-5307 (1976)

내용: Bruce 원자로용 핵연료 격자인, 중수 감속 37봉 핵연료 격자의 중심부의 여

러 위치에서 전형적인 격자상수들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ZED-2 임계 시

설에서 수행하 다. 측정 실험은 공기와 중수 냉각재 조건에서 28.58 cm 피

치의 정방 격자에 대해 수행하 다. 보고서는 이런 실험들에 대한 설명과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치는 WIMS 코드의 

DSN 및 PIJ 계산 결과와 비교되었다.

- 상세한 구리의 상대적 방사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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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듐-망간과 루테튬-망간의 상대적 방사능비

- Westcott 인자인 r 과 Tn

- 초기 변환율 및 고속 핵분열비

11) Lattice Measurements with 36-Element Natural UO2 Fuel in the ZED-2 Hot 

Loop Facilities: Detailed Lattice Cell Parameters

저자: R. E. Kay

발표: AECL-5969 (1977)

내용: 36-봉 천연우라늄 UO2 핵연료 격자 중심부의 여러 위치에서 전형적인 격자

상수들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ZED-2 원자로 고온 루프 시설에서 수행하

다. 측정 실험에서는 냉각재로 ∼20 ℃와 ∼300 ℃의 공기, 중수, 또는 경

수를 사용하고, 30 cm 피치의 육각 격자에서 수행하 다. 이 보고서에는 이

러한 실험들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 다.

- 상세한 구리의 상대적 방사능 분포

- 인듐-망간과 루테튬-망간의 상대적 방사능비

- Westcott 인자인 r 과 Tn

- 초기 변환율 및 고속 핵분열비

- 239Pu-235U의 상대적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비

12) Experiments Performed in ZED-2 in Support of the Irradiation of (Th,Pu)O2

Fuel (BDL-422) in NRU 

저자: R. T. Jones

발표: AECL-7918 (1984)

내용: 5개의 1.4 wt%로 농축된 36봉 (Th,Pu)O2 핵연료 다발을 포함하고 있는 NRU 

루프를 ZED-2 원자로에서 모사하 다. 측정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

을 수행하 다.

 - 루프와 H2O 냉각재의 반응도가

- 루프에 의해 야기되는 중성자속 섭동

- 다발간 간극에 의해 야기되는 종단 중성자속 첨두치에 대한 조사, 루프 

핵연료 내부 및 주변에서의 상세한 반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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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CA 실험 자료

1. DCA 개요

DCA는 노심 내 중성자의 거동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 으며, 이

를 위하여 출력 준위는 중성자를 충분히 검출하고, 얇은 막의 조사실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성자속 준위는 109 n/㎠․s, 최대출력은 1 kW로 정하 다. 핵설계 방법의 

정 도 확인 및 정 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실험계통을 사용한 자료 생산이 유

효하다. 즉, 노심 경계에서의 중성자 흩어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심을 단순화하

다. 즉, DCA에서는 노심의 경계에서 새어나온 중성자가 그 외벽에서 산란되어 다시 

노심에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심 탱크의 벽 두께를 얇게(10 ㎜), 그리고 

하부에는 흡수체(B4C)를 설치하 다. 탱크의 크기는, 중성자 누출양의 이방성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 및 중수 반사체 효과의 실험을 위해 직경 3 m, 높이 3.5 m, 핵연

료 유효길이 2 m로 결정하 다.

격자피치의 조절을 위해서 핵연료 상하부를 한 쌍으로 하는 그리드판 방식

을 채택하 다. 원자로 내부로의 실험 장치 삽입을 위하여 수평 및 수직 실험공간

을 설치하 다. 핵적으로 중요한 냉각재 보이드 반응도의 측정으로는 냉각재 중의 

보이드 양을 정량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모의 보이드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핵

연료 집합체는 분해가 가능한 구조이며, MOX 핵연료 소결체 내에는 조사 시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로브 박스가 구비되어 있다. 그 외 중수감속재 내의 

보론을 용해, 제거하는 장치, 중수 및 경수 온도를 80 ℃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장

치, 핵연료를 600 ℃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가열 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2.7과 2.8은 DCA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2. 노물리 실험

DCA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노물리 실험 방법은 ZED-2 원자로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기준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핵연료로 교체

해 가면서 임계 수위를 측정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노물리 특성을 구한다.

1)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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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핵연료를 사용한 중수로 격자의 냉각재 기포 반응도는 펄스 중성자 기

술과 결합된 치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DCA 노심은 1 cm 두께를 가진 내부 

직경 3 m, 높이 3 m의 알루미늄 탱크 안에 들어있다. 노심 안의 연료 집합체는 반

사체에 닿지 않도록 22.5 cm 또는 25 cm 사각 격자로 배열되어있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핵연료의 유효 길이는 2 m이다.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는 3개의 환으로 구성

된 28-봉 다발이며, 다발의 구조는 그림 2.9와 2.10에 UO2와 PuO2-UO2 핵연료에 대

해 각각 도시하 다. 이 핵연료 다발은 압력관, 공기 및 칼란드리아관에 의해 중수 

감속재와 격리되어있다.

원자로 임계는 감속재 수위를 변경하여 조절하고, 안내관 안에 설치된 계측

기에 의해 ± 0.1 mm의 정확도로 측정된다. 중수는 99.45 mol%로 순수하고 독물질

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치환 측정 동안에, 감속재의 온도는 약 ± 1.0 ℃ 만큼 변

화되나, 이 온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냉각재 기포 반응도의 불확실성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압력관에는 경수, 공기, 또는 중수와 경수의 혼합물이 냉각재로 

사용된다. 압력관에서 냉각재의 수위는 감속재의 수위와 거의 같게 조절된다. 냉각

재 기포를 모의실험하기 위해서, 이 혼합물들을 조절하여 감속 능력이 냉각재 기포 

함유율 30, 70, 87 %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절한다. 열에너지 역의 흡수 단면적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량의 붕소가 첨가될 수 있다.

치환 측정에서는 1.2 wt% 농축된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를 기준 연료로 사

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기준 노심에서 중심부분을 점차적으로 PuO2-UO2 핵연료 다

발로 대치시키며 실험을 수행하는데, 시험 역에서 1, 5, 9, 13, 21, 25개의 핵연료 

다발 치환이 이루어진다. 치환은 노심 축 주위에 사방으로 회전 대칭이 되도록 수

행한다. 각각 부분적으로 치환된 노심에서 냉각재 기포 반응도는 시험 핵연료 다발 

수의 함수로써 펄스 중성자 방법으로 측정된다. 사용된 핵연료에서 전체 플루토늄

에 대한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비는 기준 등급(S) 91 % 또는 원자로급(R) 74 % 이

다. 0.54(S) PuO2-UO2 핵연료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비율은 1.2 UO2 핵연료와 같다.

즉발 중성자 감쇄 상수는 펄스 중성자 실험에서 축방향 버클링의 함수로 측

정되었다. Cockcroft-Walton-Type 가속기를 사용하여 D(T,α)n 반응에 의해 발생된 

펄스 중성자는 노심으로 주입되고, 중성자 도의 감쇄는 직경 0.5 인치의 4개 BF3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다. 검출기 높이는 검출기가 거의 감속재 수위의 중간점에 있

도록 조절된다. 각 검출기의 계수율 n(t)는 최소자승법에 의해 함수 n(t)=A exp(-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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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에 맞추어지고, 즉발 중성자 감쇄 상수(α)가 결정된다. α의 최종 값은 보간을 

시작하는 시각의 차이에 관계없이, 4 개의 α를 평균하여 얻어진다. α의 통계적인 

오차는 2 % 이내이다.

감속재 수위는 축방향 버클링으로 전환된다. 상/하부 구조물에 의한 반사체 

두께 감소 효과를 포함한 유효 축방향 외삽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리 시편 조

사를 사용한 원자로 중성자속 분포 측정이 기준 노심과 부분적으로 치환된 노심에

서 이루어진다. 핵연료 다발과 감속재 중심에서 측정된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는 원

자로 유효 높이를 산출하기 위해 cosine 함수에 최소자승 방법으로 보간된다. 최소

자승 방법에서는 노심 유효 높이를 구하기 위해 값이 수렴될 때까지 노심 경계 지

역에서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누락시킨다. 수렴된 값은 냉각재 기포율에서 거의 변

화가 없는 한, 단위 격자에서의 횡 방향 위치, 핵연료 종류 그리고 격자 거리에 의

존성이 없다. 유효 축방향 외삽 거리는 냉각재 기포율이 100 % (공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1.3 ± 0.6 또는 10.2 ± 0.6 cm로 결정되었다. 기준 노심에서 핵연료 

다발의 중심에서 측정된 반경방향 중성자속 분포는 치환된 역의 통계적인 가중치

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유효 노심 반경을 산출하기 위해서 J0 함수에 최소자승 

방법으로 보간되었다.

2) 자료 분석

치환에 의해서 시험 격자 지역이 변화하면 반경 방향 중성자속 분포가 찌그

러진다. 그러나, 노심의 축 방향에서는 중성자속 분포를 유지한다. 따라서, 만약 치

환된 역의 크기가 결정되면, 축 방향 분포는 항상 기하학적 버클링에 의해서 결

정된 cosine 분포가 된다. 그리고 즉발 중성자 감쇄 상수 α는 부분적으로 치환된 

노심들에 대해 축 방향 버클링 Bz
2
의 함수가 된다. 여기서, α와 Bz

2
의 자료를 모든 

치환된 노심에 대해 다음 식에 최소자승 방법으로 맞추게 되면,

α ( B
2
z )= α c+b ( B

2
z-B

2
zc )+c ( B

2
z-B

2
zc )

2 (2.2)

임계 즉발 중성자 감쇄 상수 αc, 일차 미분 계수 b 그리고 이차 미분 계수 c가 결

정된다. 여기에서 Bz
2
은 축 방향 임계 버클링이다. 부분적으로 치환된 모든 노심에 

대해 위의 식에 일차 섭동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완전히 치환된 노심(시험 격자)에

서 αc, b 그리고 c를 정할 수 있다. 이때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i) 중성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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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두 개의 그룹이고, (ii) 모든 격자는 균일하고, 그리고 (iii) 확산 근사법이 적

용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확산 계수와 관련된 축 방향 외삽 거리는 연료 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

과적으로, 치환에 따른 δDr은 무시될 수 있을 만큼 작다. 중성자 확산 방정식을 근

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δB
2
z ≈ 

<Φ
(†)
(r),W (r)δL

'
1Φ
∗
(r)>

<Φ
(†)
(r),Dz Φ

∗
(r)> (2.3)  

여기에서 중성자속과 중요도 함수를 사용하여 다시 정비하면, Bz
2
는 다음과 같이 된

다.

δB
2
z ≈ AㆍW 0 (2.4)

여기에서 비례 상수 A와 통계적 가중치 W0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 
δ(1- β eff )νΣ f2 ψ

†
1 ψ

∗
2s-δΣ1ψ

†
1 ψ

∗
1s+δΣ a2 ψ

†
2 ψ

∗
2s

D 1z ( ψ
∗
1s+ψ

∗
1r)ψ

†
1 + D 2z ( ψ

∗
2s+ψ

∗
2r)ψ

†
2

(2.5)

W 0 =
<φ(r),W (r)φ 0(r)>

< φ(r), φ 0(r)> (2.6)

완전히 치환된 노심(시험 격자)에서, W0는 1.0이 된다. 따라서 Bz2는 식 (2.4)

에서 A의 기울기에 의해 정해진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치환된 노심에서 임계 버클

링 Bzc2가 결정된다. 그리고 α와 Bz2 사이의 관계가 정해진다. 값 W0는 치환된 역

의 크기와 B2m,i이 정해졌을 때 분석적으로 결정된다. 시험 격자의 물질 버클링 

Bm2(= B2m,i)이 식 (2.4)에서 보듯이 W0에 의존하기 때문에, W0와 B2m,i는 반복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3) 기포 반응도 유도

냉각재 기포 반응도 ρυ→υ‘(dollar)는 압력관에서 냉각재 기포율이 V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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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V')으로 변화되었을 때 생겨나는 반응도이다. 값 ρυ→υ‘는 다음의 Simons 

and King's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ρ υ→ υ '

β eff
=1-

α ( B
2
zv)

α c
⋅
Λ(B

2
zv )

Λ c (2.7)

여기에서, αc = 기포율 V' %의 임계 노심에서 감쇄 상수,

Λc = 기포율 V' %의 임계 노심에서 즉발 중성자 생성 시간, 그리고

  Bzv
2 = 기포율 V' %의 노심에서 임계 축 방향 버클링.

위의 식에서 즉발 중성자 생성 시간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다.

Λ(B
2
zv)

Λ c
=
l ( B

2
zv)

l c
[1-β eff ( ρ υ→υ'/β eff )] (2.8)

간단한 노심 계산을 통해서, Λ/Λc의 값은 이 실험의 범위에서 7 %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식 (2.8)은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Λ(B 2
zv)

Λ c
≈ 1-β eff (ρ υ→υ'/β eff)+

1
l c

∂l

∂B
2
z

( B
2
zv-B

2
zc ) (2.9)

여기에서, βeff = 반응도가 주어진 후 유효 지발 중성자율,

      lc = 임계노심의 즉발 중성자 수명, 그리고

∂l/∂B 2
z = Bz2에 관련한 중성자 수명의 미분 계수.

식 (2.7)과 (2.9)를 사용하여, 수정된 ρυ→υ‘(dollar)를 반복 계산에 의해 결정할 수 있

다.

3. DCA 실험 자료 조사

DCA는 1969 년 최초 임계 이후 거의 30년간 운전되었다. 지금까지는 ATR

의 노물리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원형로 ‘후겐’의 건설과 운전 및 실증

로 설계에 반 하는 등 전반적 기술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2 역 노심에 관한 

연구개발 및 플루토늄 이용기술의 개발과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노심 구

성 능력을 살려 향후 FBR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 시설의 임계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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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DCA 실험 결과를 기술

한다.

1) Lattice Parameter Measurements on Cluster-Type Fuel for Advanced Thermal 

Reactor

저자: Yuuki Hachiya, Nobuo Fukumura, Akito Nishi, Kazuyoshi Iijima and Hajime 

Sakata

발표: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3 [11] (November 1976)

내용: D2O 감속재, H2O 냉각재 그리고 28-봉 연료 다발을 포함하는 격자에서의 

중성자 거동을 세 가지 
235U 농축도, 네 가지 냉각재 기포 비율 그리고 두 

가지의 격자 피치에 대해, 격자 변수 측정을 통해 연구하 다. 측정 결과 임

계 수위와 격자 상수가 비교적 적은 22.5 cm 격자에 대해 냉각재 기포에 강

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명 에너지 역에서 H2O의 감속 

기능에 노심 반응도가 크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25.0 cm 격자에

서는 측정치와 기포 반응도간의 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핵연

료지역의 H2O 냉각재에 의한 열 중성자 차폐로 인한 상쇄 효과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계 D2O 수위와 격자 변수에 대해 METHUSELAH-Ⅱ 코드로 

해석한 결과, 냉각재가 0, 30 그리고 70 % 의 기포 비율로 채워진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험자료와 잘 일치한다. 냉각재가 없는 격자에 대해 (100 % 기

포 비율), 격자 변수 특히 ρ28
의 차이는 다른 기포 비율에서 측정된 편차와 

비교하여 노심 반응도에서 약 1 % 정도 초과한다.

2) Reactivity Worths of Annular Control Rods in a Pressure-Tube-Type Heavy 

Water Lattice

저자: Makoto Ueda, Mistuo Matsumoto and Tohru Hag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62, 559-570 (1977)

내용: FUGEN 원자로의 제어봉을 모사한 고리 모양의 흡수체를 사용하여 DCA에

서 제어봉 효과를 실험적으로 연구하 다. 이 실험에 대한 DCA 노심은 1.2

% 농축된 23-봉 UO2 핵연료를 22.5 cm 격자로 배열하 다. 실험은 다양한 

제어봉 유형과 냉각재 기포율을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들은 

“흡수 면적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계산된 반응도 값은 ± 10 %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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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일치했다. 계산 결과는 기포가 생기지 않은 노심에서는 흡수체 반응

도 값을 다소 과대평가 하 고, 기포가 생긴 노심에서는 과소평가 하 다.

이러한 경향은 다발 격자의 migration area에서 비등방 산란 효과를 고려하

면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logarithmic derivative 방법에 

의한 분석은 결과 예측의 정확도가 더 떨어졌지만, 흡수봉 주위에서의 중성

자속 분포는 잘 묘사했다.

3) Thermal-Neutron Behavior in Cluster-Type Plutonium Lattices

저자: T. Wakabayashi and Y. Hachiy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63, 292-305 (1977)

내용: 비균질한 다발 형태의 플로토늄 핵연료 격자에서의 열 중성자 거동을 세 개

의 플루토늄 연료, 네 개의 냉각재 기포율, 두 개의 격자 피치에 대해 다이

스프로시움 반응률 분포를 측정하여 평가하 다. 핵연료 지역에서 열 중성

자속의 감소는 우라늄 격자에서 보다 플루토늄 핵연료 격자에서 더 크다.

이것은 플루토늄 핵연료의 경우 0.3 eV 역에서 
239Pu 와 241Pu의 공명 열 

중성자 흡수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플루토늄의 경우 1/v 단면적이 우라

늄의 단면적 보다 더 크다. 플루토늄 연료의 이러한 특성은 100 % 기포율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0 % 에서는 H2O 냉각재의 향으로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LAMP-DCA 코드에 의해서 얻어진 계산 결과

들은 실험에서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5 % 이내에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ubstitution Measurements on 28-Fuel-Rod Critical Clusters in D2O and 

Their Analysis by the Second-Order Perturbation Method

저자: Kiminori Shib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65, 492-507 (1978)

내용: 물질 버클링을 UO2 (0.7, 1.2, 1.5 wt% 235U), PuO2-UO2 (0.54, 0.87 wt% 

PuO2), 플루토늄 (91, 75 % Pu-fissile), 격자 피치 (Vmod/Vfuel = 7.4, 9.9), 그리

고 냉각재 기포량에 대해 측정하 다. 1.2 wt% 우라늄 기준 핵연료가 장전

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시험 핵연료로 대체하며 실험을 수행하 다. 치환

으로 발생하는 버클링 차이들은, 중성자 확산이 등방적이고 두 가지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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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확산계수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새로운 2차 섭동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1차 섭동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반복-수정 과정 없이도 치환된 노심의 반경 방향 중성자속 분포의 섭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두 가지 격자 사이에서의 스펙트

럼 불일치를 고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중간 역이 필요하지 않

다. 시험 격자와 기준 격자 사이의 물질 버클링의 차이는 -10.2에서 9.1 m-2

의 역에 있으며, 불확실도는 3 % 정도이다.

5) Measurements of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s of Reactivity for 

Pressure- Tube-Type Reactors

저자: T. Otsuka, N. Fukumura, and Y. Hachiy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74, 95-105 (1980)

내용: D2O 감속재, H2O 냉각재, 그리고 28-봉 핵연료 다발로 구성된 격자에 대해

서 감속재 온도 계수를 측정하 다. 이 실험에서 특별한 온도 제어 장치 없

이 보통의 임계 집합체들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에서, D2O 감속재에서 H2O 냉각재로의 자연적인 열 전달에 따

른 노심의 온도 변화가 반응도 변화와 함께 연속적으로 측정된다. 실험자료

들은 비선형 함수로 최소자승 보간을 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원자

로의 감속재 온도 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두드러진 온도 

의존성을 보인다. 감속재에 보론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1.2 wt% UO2 핵

연료에서, 온도계수는 ~ 40 ℃ 근처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한다. 같

은 격자에서 감속재 보론 농도가 3.9 ppm이면, 온도계수는 양의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한다. WIMS 코드에 의한 계산은 감속재 온도계수의 온도 의존

성을 매우 잘 예측한다. 그러나 해석의 절대 값들은 실험 값에 비교하여 다

소 작다.

6) Fuel Temperature Coefficients of Reactivity for Heavy-Water-Moderated, 

Cluster- Type Fuel Lattices

저자: Hajime Sakata, Yuuki Hachiya and Hiroyuki Kadotani

발표: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7 [10] (October 1980)

내용: 온도계수를 세 가지 
235U 농축도와 SUS 피복재의 다발에 대해, 고온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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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를 사용하여 온도를 600 ℃까지 상승시키며 측정하 다. 매우 작은 반

응도 변화 측정 시 열 누수에 의해 야기된 반응도 변화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적 방법이 개발되었다. 300 ℃ 이하에서 핵연료 (소결체, 피복

관, 압력관) 온도 계수는 0.2, 0.7 그리고 1.5% 235U 농축도에 대해 각각 

+1.00±0.04, -3.48±0.13 그리고 -6.36±0.25이다 (단위: 10-5 %△k/kㆍ℃).  

300℃ 이상의 역에서는, 각각의 계수는 약 2 × 10-5%△k/kㆍ℃ 정도 상승

한다. SUS 피복관의 hollow 다발의 온도계수(피복관 및 압력관)는 온도 범

위 전체에 걸쳐 + (6.42±0.26)×10-5 %△k/kㆍ℃의 큰 양의 값을 갖는다.

7) Measurement of Local Power Peaking Factors in Heavy-Water Moderated 

Plutonium Lattices

저자: Nobuo Fukumura

발표: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8[4] (April 1981)

내용: 박막 조사 방법으로 산출된 츨력 보정 상수를 사용하는 γ-scanning 방법을 

사용하여 플루토늄 다발의 국부 출력 첨두치를 측정하 다. 첨두치 측정의 

정확도는 약 1 % 정도이다. 이 측정을 통해, 핵연료 물질, 냉각재 물질 그

리고 농축도 배열에 대한 출력 첨두치의 거동을 명백하게 규명하 다. 핵연

료 다발 내에서 열출력 감쇄 현상은 우라늄 연료에 비해 플루토늄 연료에

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H2O 냉각 조건 보다 공기 냉각 조건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다른 농축도를 갖은 플루토늄 다발에서의 출력 첨

두치는 균질 농축도를 갖는 다발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또한 H2O 냉각 조

건에서의 출력 첨두치 감소는 공기 냉각 조건에서 보다 적다. 수송이론 코

드 WIMS-D와 확산이론 코드 MERHUSELAH-Ⅱ를 사용한 출력 첨두치 계산

은 각각 1.5 %와 2.4 % 내에서 측정치와 일치한다.

8) Analysis of Heavy-Water-Moderated, Cluster-Type Fuel Lattices By Cluster 

Physics Code 'MESSIAH'

저자: Hiroyuki Kadotani and Yuuki Hachiya

발표: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9 [9] (September 1982)

내용: 이 보고서는 가압관 형, 중수 감속 임계 시설에서 측정된 노물리 상수를 새

로운 다발 해석 코드인 ‘MESSIAH'로 분석한 결과이다. MESSIAH 코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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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수송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충돌 확률법을 사용하며, 공간 의존성 단

면적을 모든 에너지 역에 대한 고유치 계산 이전에 열 에너지 역과 공

명 에너지 역에 대해서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입력 버클링을 사용하여 

다군 중성자속, 스펙트럼 및 유효증배 계수를 계산한다. MESSIAH에 의한 

중성자 누출 계산 방법은 Monte Carlo 계산을 통해 검증하 다. 계산된 노

물리 상수, 특히 미시적 상수와 다이스프로시움의 횡단 조사 결과는 실험치

와 잘 일치하 다. MESSIAH에서 생산된 군정수를 사용한 확산계산은 0 % 

기포 노심의 반응도를 잘 예측하 으나 (<0.12 %), 100 % 기포 조건에서는 

계산된 반응도가 실험치 보다 약간 낮았다 (~0.74 %). 

9) Critical Experiments on Gadolinium-Poisoned Cluster-Type Fuel Assemblies 

in Heavy Water Lattices

저자: Toshio Wakabayashi and Isao Minatsuki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83, 50-62 (1983)

내용: 1.5 wt% UO2 핵연료에 0.1, 0.5 그리고 1.0 wt% Gd2O3가 포함된 가연성 독

물질 연료의 노물리 거동을 반응도 변화, 냉각재 기포 반응도, 출력 분포 

그리고 열 중성자 속 분포에 대해 연구하 다. 실험을 위해 가돌리늄 흡수

봉을 다발의 중심에 삽입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소결체 내의 

Gd2O3 함유량이 0.5 wt% 보다 클 때, 반응도 효과는 독물질 연료의 열 중성

자 차폐 효과 포화로 인해 크게 감소하 다. 다발 중심에 삽입된 흡수봉이 

출력 첨두치를 다소 증가시키나, 핵연료 다발의 초기잉여 반응도와 냉각재 

기포 반응도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IMS-D 코드에 의한 해석 

결과 핵연료 봉의 강한 열 중성자 차폐 효과 때문에 소결체 내에서 5개 이

상의 메쉬가 요구되었다.

10) Study in Coolant Void Reactivity of Pressure-Tube-Type Heavy Water 

Lattice by the Substitution Method

저자: Yasuki Kowata and Nobuo Fukumur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99, 299-312 (1988)

내용: 펄스 중성자 기술과 결합된 치환 방법을 사용하여, PuO2-UO2 핵연료의 냉각

재 기포 반응도를 PuO2-UO2 중 PuO2 함량 (0.54 그리고 0.87 wt%),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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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플루토늄 함량 (91 그리고 75 %), 격자 피치 (Vm/Vf=7.4, 9.9) 그리고 냉

각재 기포율 (0, 30, 70, 87 그리고 100 %)에 대하여 측정하 다. 실험은 1.2

wt% UO2 핵연료 다발들을 점진적으로 PuO2-UO2 시험 다발들로 대치하며 

수행하 다. 기포 반응도들은 즉발 중성자 생성 시간을 수정하는 Simmons 

& King's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 다. 붕괴 상수들은 치환 실험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버클링의 차이들은, 격자들이 균일하고 두 가지 격자 사이에 확산 

계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차 섭동 방법에 의해 분석되

었다. 시험 격자의 기포 반응도는 시험 연료 다발의 수가 최소 전체의 ~ 5 

% 일 때 ~ 10 %의 정확도를 가지고 결정되었다. PuO2-UO2 핵연료에서 플

루토늄의 양이 같고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양이 증가하면 기포 반응도는 점

점 더 음의 값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Neutron Absorber Effect on Coolant Void Reactivity in a 

Pressure-Tube-Type Heavy Water Reactor

저자: Yasuki Kowata and Nobuo Fukumur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108, 308-318 (1991)

내용: 감속재에 독물질이 용해되거나 제어봉이 삽입될 때 냉각재 기포 반응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분석하 다. 독물질 용해에는 보론을 사

용하 으며, 핵연료 채널 사이에 수직으로 감속재에 삽입되는 제어봉은 붕

소-탄화물이다. 기포 반응도는 독물질 용해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변하며,

그 정도는 독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제어봉의 삽입에 따른 기포 반응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리고 기포 반응도 증가 양도 제어봉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실험과 WIMS-D4에 의한 계산 결과는 ± 1 $ 내에서 일치한다.

중성자 흡수재에 의한 기포 반응도 향은 섭동 분석에 의해 조사되었다.

중성자들은 기포 비율이 낮을 때 압력관 내 경수에 의해 쉽게 열 중성자화

되며, 일부는 감속재 지역으로 확산된다. 기포 비율이 높은 경우와 비교하

여, 감속재에 흡수물질이 있으면 감속재 내에서의 열 중성자 흡수는 증가한

다.

12) Axial Dependence of Partial Void Reactivity in a Light Water-Cooled, 

Heavy Water-Moderated, Pressure-Tub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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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Nagafumi Aihara, Nobuo Fukumura, Hiroyuki Kadotani and Yuuki Hachiy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109, 158-170 (1991)

내용: 축방향 기포 분포의 향을 규명하기 위해, 압력관형 중수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의 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 다. 냉각재 기포 분포는 DCA의 냉각재 

높이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며 모사하 다. 양의 냉각재 기포 반응도로 25.0

cm 사각 격자 노심에 대해 측정되었다. 냉각재 수위 변화로 인한 반응도 변

화는 임계 중수 수위의 변화로써 측정되었다. 열 중성자속의 축 방향 분포

는 구리 시편 조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측정에서, 임계 중수 수위는 최대

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구부러진 곡선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냉각재 수위가 

단계적으로 변하는 동안, 0 % 및 100 % 균일 기포 노심의 반응도 보다 큰 

양의 반응도가 주입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실험의 분석은 WIMS-ATR/ 

CITATION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분석 결과와 실험치는 대체로 일치

하 다. 그리고 냉각재 수위 변화 중 발생한 반응도의 이상 변화는 전형적

인 노물리 변수의 향을 고려하는 단순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러

한 특이 현상은 열 중성자 흡수로 인한 평탄해진 S-곡선 변화와 냉각재 수

위에서 변화에 따른 중성자 누출 변화로 인해 더 평탄해진 S-곡선 변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13) Influence of Burnable Gadolinia Poison on Coolant Void Reactivity in a 

Pressure-Tube-Type Heavy Water Reactor

저자: Yasuki Kowata and Nobuo Fukumura

발표: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115, 205-218 (1993)

내용: 가연성의 가돌리늄의 냉각재 기포 반응도에 대한 향을 DCA에서의 임계 

실험과 WIMS-D4/CITATION 코드를 사용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하

다. 실험치와 계산된 기포 반응도는 ± 0.2 $ 내에서 일치하 다. 가돌리늄

을 포함한 핵연료 다발들은 일반 UO2 핵연료 다발과 함께 DCA 노심 중심

부에 분산 장전되었다. 각각의 가돌리늄 핵연료 다발은 일반 핵연료 봉과 

3~4개의 Gd2O3를 혼합한 UO2 핵연료 봉으로 구성된다. 가돌리늄 농도는 0

부터 1.0 wt%까지 변한다. 노심의 기포 반응도는 가돌리늄 첨가와 함께 더 

적은 음의 값이 되지만, Gd2O3 농도가 ~ 0.5 wt% 정도 되면 기포 반응도는 

포화된다. 노심에서 가돌리늄 핵연료 양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돌리늄 핵

연료 봉이 다발의 외곽에 배치될 수록 기포 반응도는 양의 방향으로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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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핵연료 봉에서 핵분열성 물질이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으로 변하면,

기포 반응도의 크기는, 239Pu과 241Pu의 0.3 eV 열 공명 흡수 증가로 인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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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ZED-2 reactor layout with Bruce reactor 37-element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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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chematic of ZED-2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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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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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10.5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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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1.3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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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39 cm
O.D. 11.0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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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CALANDRIA TUBE
I.D   12.70 cm
O.D 13.34 cm

그림 2.3. Cross-sectional view of Bruce reactor 37-element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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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TAL FUEL
DIAMETER  1.31 cm
DENSITY   18.93 g/cm3

AL SHEATH
I.D    1.38 cm
O.D  1.5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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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COOLANT TUBE
I.D 8.58 cm
O.D 8.89 cm

그림 2.4 19-element fuel bundle of natural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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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rradiation foil position of Bruce reactor 37-element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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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uel element with irradiation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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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chematic diagram of upper grid plate (25 cm lattice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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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chematic diagram of DCA core configuration



- 37 -

15.03
16.73

120.8
136.5

Moderator  (D2O)

Calandria Tube  (Al)

Air Gap
Pressure Tube   (Al)
Clad  (Al)

Fuel Pellet (UO2)

Coolant

2.02.0

26
.25

60.0

95.15

14.8

15.03
16.73

120.8
136.5

Moderator  (D2O)

Calandria Tube  (Al)

Air Gap
Pressure Tube   (Al)
Clad  (Al)

Fuel Pellet (UO2)

Coolant

2.02.0

26
.25

60.0

95.15

14.8

2.0

26
.25

60.0

95.15

14.8

그림 2.9. Cross-sectional view of 28-rod 1.2 wt% UO2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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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포 반응도 신뢰도 평가를 위한 최근 실험자료

제 1 절  ZED-2 37-봉 및 43-봉 실험

KAERI와 AECL은 국제공동연구로 CANFLEX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노물리 실험을 ZED-2 원자로에서 수행하 다. ZED-2 원자로 

실험에서는 천연 우라늄 CANFLEX 핵연료와 37-봉 UO2 핵연료의 물질 버클링과 

기포 반응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때 사용한 substitution 방법에

서는 D2O와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하 다. 물질 버클링은 D2O와 공기 냉각재 조건

에서 두 가지 핵연료에 대해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버클링 자료는 핵연료의 기포 

반응도 계산에 사용되는 격자코드(예, WIMS-AECL)의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기존 CANFLEX 핵연료 실험(1996년도)에서는 저하된 감속재 순도(99.15 

wt% D2O)에서 실험을 수행하 으나, 최근의 실험(1997년도)에서는 CANDU 조건에 

보다 근접한 99.71 wt% D2O 감속재 순도에서 실험을 반복하 다. Substitution 측정

에 사용된 핵연료는 37-봉 UO2 Darlington 형 핵연료로 CANFLEX 핵연료와의 구조

적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1. 실험 결과

원자로는 55 채널을 31 cm 격자거리의 육각형 배열로 구성하 다.

Substitution 역은 시험 연료가 기준 연료로 치환되는 노심 중앙의 7개 핵연료 채

널로 결정하 다. 그림 3.1은 substitution 역에서의 핵연료 배치를 보여준다. 원자

로에 장전된 기준 핵연료는 28-봉 UO2 이다. 기준 핵연료다발은 아래쪽이 개방되어 

있어 감속재가 원자로 칼란드리아로 주입될 때 중수가 압력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기준 채널의 중수 냉각재는 감속재와 같은 순도를 가진다. 그러나 시험 채

널 냉각재 지역은 감속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서로 다른 순도를 가진다.

시험 채널은 ZED-2 고온 채널에 장전된 5개 핵연료 다발로 구성된다. 37-봉 

UO2 핵연료 다발은 43-봉 CANFLEX 핵연료 다발과 유사하며, 실험에 사용된 

Darlington 형 핵연료의 특성은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 40 -

표 3.2와 3.3은 각각 37-봉 다발과 CANFLEX 다발에 대해 치환 측정된 임계 

수위, 노심 조건 및 보정된 자료를 보여준다. 일부 실험에서는, 원자로 가동 상태에

서 D2O 물이 공기 실험 채널 쪽으로 이동된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시험 채널 

바닥의 반구 지역은 공기 모사 및 냉각재 조건에서 대략 900 ml의 D2O 축방향 반

사체를 포함하고 있다.

2. 해석 방법

ZED-2 실험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WIMS_AECL(version 2-5B-2) 코드를 사

용하여 격자 상수를 생산하고, CONPAC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심 계산을 위한 

입력 자료를 생성하고, 노심 코드 CONFIERS를 사용하여 원자로를 해석한다. 표 3.2

와 3.3에서 수정된 임계 수위는 각각의 계산에 대한 격자의 임계 크기를 의미한다.

기준 격자 계산에서는 각 치환 격자 계산에 포함된 모든 격자(기준 연료 및 booster 

연료)에 대해 중성자 생성량을 평준화하는데 필요한 상수를 생산한다. 다음 단계에

서는, 계산된 기준 격자 외삽 수위가 중성자속 분포 측정에서 얻은 값과 같아지도

록 상하 경계조건을 조절한다. 그리고 booster 평준화 작업이 조정되어, 기준 핵연료 

평준화와 물질 버클링이 일치하도록 한다.

7-봉 치환 계산에 사용된 상하 경계 조건은 다시 계산된 외삽 높이와 중성

자속 분포 측정에서 얻은 값과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시험 핵연료를 포함하는 격자 

내에서 중성자 생성량은 각각의 치환 격자 계산의 중성자 균형을 이루도록 재 평준

화된다. 중성자 생성량 재 평준화는 오염인자의 함수로 도시되고, 오염인자가 이 

되도록 외삽한다. 따라서 오염인자는 시험 핵연료와 기준핵연료간의 상호작용을 측

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오염인자가 이 되는 것은 시험핵연료가 균질하게 분포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물질 버클링을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3. 해석 결과

그림 3.2는 표 3.2와 3.3의 임계 수위 자료를 공통의 감속재 순도와 온도로 

보정한 후 얻은 값이다. 그림 3.3은 37-봉 핵연료와 CANFLEX 핵연료 사이의 임계 

수위 차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D2O-냉각된 두 가지 핵연료 유형에 대해, 임

계 수위가 치환 채널의 수와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변화가 37-봉 핵연료에 

비교하여 CANFLEX 핵연료에서 더 큰지를 보여준다. 그림 3.3에서 그려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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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확실성은 ± 0.04 cm 이며, 이는 7봉 치환 격자 사이에서 높이 변화 차이가 

0.7 cm 인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것은 CANFLEX 핵연료가 37-봉 핵연료에 비해 

반응도가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은 CANFLEX 다발의 UO2의 평균 

무게가 낮다는 점과 일치한다 (CANFLEX 다발 20.938 kg/bundle, 37-봉 다발 21.917

kg/bundle). 또한 이러한 현상은 43-봉 핵연료 다발 구조에서 핵연료가 보다 세분화

되어 공명 포획이 증가하는 점과도 일치한다.

그림 3.4는 냉각재가 없을 때 두 가지의 핵연료 다발에 대해 감속재 임계 

수위가 변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으며, 그림 3.5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시

험 핵연료에 대해 수위 변화는 음의 값을 가지며, 이것은 냉각재 기포 반응도가 양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ANFLEX 핵연료에 대해 수위가 크게 변하는 것은 

CANFLEX 핵연료 기포 반응도가 37-봉 핵연료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5에서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은 약 ± 0.06 cm인데, 이것은 7-봉 치환 격자들 

간에 보이드에 따른 0.25 cm의 수위-변화 차이가 현실적인 수치임을 의미한다.

표 3.4와 3.5는 CANFLEX 핵연료와 37-봉 핵연료에 대한 치환 분석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오염지수가 이 되는 외삽 값은 시험 채널이 균질하다고 가

정하여 얻은 값이다. D2O-냉각 CANFLEX 핵연료에 대한 물질 버클링은 3.327 m-2
로 

결정되었고, 공기-냉각 조건에서의 버클링은 3.710 m-2
로 결정되었다. 기포화에 따른 

버클링 변화는 0.383 m-2
이고, 이것은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약 13.4 mk의 기포 반

응도에 해당한다. 37-봉 핵연료에 대해서는 (표 3.5) D2O-냉각 실험과 공기-냉각 실

험에 대해 버클링 값이 각각 3.365 m-2
와 3.732 m-2

크게 나타났으며, 기포화에 따른 

버클링 변화는 0.367 m-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 12.6 mk의 기포 반응도

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그림 3.2, 3.3, 3.4, 3.5에서 관측된 감속재 임계수위의 

차이와 일치한다.

표 3.6은 초기 및 현재 연구에서 얻어진 CANFLEX 결과를 비교한다.

WIMS-AECL 결과는 초기 연구 자료 중 감속재 순도와 온도에서의 차이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두 자료간의 버클링 차이는 약 0.6 mk로 적은 편이며, 채널 기포화

시 버클링 변화의 차이는 0.2 mk로 더 작다. 이러한 자료는 CANFLEX 격자에 대해 

반응도 변화와 감속재 순도에 따른 기포 반응도 변화를 계산하는 격자 코드를 검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 3.7은 ENDF/B-V를 사용하는 WIMS-AECL을 사용하여 

계산된 유효증배 계수 값을 보여준다. 계산은 D2O에 의해 냉각되었을 때 두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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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반응도 차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기포화 되었을 때 핵

연료 다발 차이에 의한 반응도 차이를 0.79 mk (0.022 m-2) 과소평가 한다. 이러한 

과소평가는 37-봉 다발과 비교하여 CANFLEX 핵연료 버클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

로써 중요하며, 그 값은 ± 0.18 mk (± 0.005 m-2)이다.

제 2 절  DCA 실험 자료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JNC에 있는 중수감속 임계로인 DCA에서 수행된 몇 

가지 전형적인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LPF(Local power peaking factor), keff와 냉각재 

기포 반응도를 정리하 다. 실험결과 해석에는 격자 코드인 WIMS-ATR과 노심 코

드인 CITATION을 사용하 다. 실험자료는 다음과 같은 노심 구조에서 선택하 다.

∙28 핵연료 봉으로 구성된 1.2 wt% 농축 UO2 핵연료 단일 노심

∙28 핵연료 봉으로 구성된 5SPu와 1.2 wt% 농축 UO2 핵연료 2- 역 노심

∙28 핵연료 봉으로 구성된 8SPu 와 1.2 wt% 농축 UO2 핵연료 2- 역 노심

1. 실험 결과

위의 모든 실험에 사용된 격자 피치는 CANDU 노심의 격자 피치에 가까운 

25.0 cm에 국한하 으며, 냉각재 기포 비율은 0 %와 100 %이다. 실험에 사용된 핵

연료 격자의 제원과 조성은 각각 표 3.8과 3.9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5개의 원자로/

핵연료 조건에 대해 측정된 임계 수위 자료는 표 3.10에 정리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체는 알루미늄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냉

각재로 경수를 사용한다. 격자 피치가 25 cm인 노심에는 97개의 칼란드리아 관이 

배치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0.71 wt% UO2, 1.5 wt% UO2 그리고 PuO2-UO2

핵연료는 25개 채널에 장전하고 나머지는 1.2 wt% UO2 핵연료를 장전한다. 1.2 

wt% 농축 UO2 와 PuO2-UO2 핵연료 집합체의 단면도는 그림 2.9와 2.10에 제시되어 

있다.

2. 해석 방법

격자계산은 기본적으로 WIMS-D4를 개량한 WIMS-ATR 코드를 사용하 다.

라이브러리는 Winfrith 69-군 핵자료를 14-군으로 축약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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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 중성자 군으로 축약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격자 코드인 WIMS-AECL은 지

난 20년 동안 AECL 소속 Chalk River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개량되어, 그 모델이

나 방법이 CANDU 핵연료 구조와 구성재질 해석에 알맞도록 개량되어 왔다.

WIMS-AECL 에서는 Winfrith 69-군 핵자료와 ENDF/B-V 89-군 핵자료를 사용한다.

모델은 DCA에서 사용한 WIMS-ATR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 으며,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 압력관, 칼란드리아관과 감속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 계산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CITATION 코드를 

사용하 다. 실험에서 측정한 임계 중수 수위를 이용하여 유효 증배계수는 4-군 2차

원 모델(그림 3.6, R-Z 모델)과 구조재를 제외한 모델에 대해서 계산하 으며, 냉각

재 기포반응도는 구조재를 제외한 모델에 대하여 계산하고 실험치와 각각 비교하

다.

3. 해석 결과

1) 국소 출력 첨두치 (LPF)

국소 출력분포의 계산치는 1.2 wt% 우라늄, 5SPu 그리고 8SPu 핵연료에 대

하여 WIMS-AECL (ENDF/B-V) 코드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3.11에 정리하 다.

우라늄 핵연료의 경우, 실험치가 없으므로 계산치 만을 제시하 다. 5SPu 핵연료의 

경우 2.1 % 그리고 8SPu 핵연료의 경우 2.6 % 이내에서 일치하고 있다. 냉각재 기

포율이 0 %인 경우에 비해 100 %인 경우가 더 평탄한 출력 분포를 보이는 것은 중

수 역에서 핵연료 역으로의 중성자 흐름이 증가하여 핵연료 중심부분에 열 중성

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2) 유효 증배 계수

유효 증배계수는 WIMS-ATR과 CITATION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이

때 CITATION 모델은 2가지를 사용하 는데, 하나는 핵연료, 반사체, 구조재를 모두 

넣어 4군으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12에 나타내었다. 표 3.13은 구조재를 

빼고 핵연료와 반사체  만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표 3.12에 사용한 모델에 

비해 표 13에 사용한 모델이 실험치와 더 가까운 것은 구조재의 단면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경우 실험치와 1 % 이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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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3) 냉각재 기포 반응도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실험치와 계산치를 표 3.14에 정리하 다. 천연 우라늄

의 경우 냉각재 기포 반응도가 3.38 %△k/k로 가장 크며 양의 값을 갖는다. 플루토

늄의 기포 반응도는 큰 중성자 단면적 때문에 우라늄보다 더 음의 값을 갖는다. 이

는 
239Pu 와 240Pu 의 0.3 eV 에너지 역에 거대 공명흡수 지역이 있어, 플루토늄 

핵연료가 우라늄 핵연료와 비교하여 기포반응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즉, 우라늄의 경우보다 플루토늄의 경우에, 기포 증가에 의한 스펙트럼 강화

가 0.3 eV 에너지에서의 중성자 공명 흡수를 더 크게 한다. 핵연료의 플루토늄 양이 

증가할수록 냉각재 기포 반응도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기포 반응도는 우라늄보다 

플루토늄 핵연료의 경우 더 작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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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arlington 37-element fuel bundle parameters

 Pellet OD 12.16 mm

 Sheath wall thickness (minimum)  0.38 mm

 Sheath OD (maximum) 13.12 mm

 Pellet stack length  480 mm

 Total axial gap  3.0 mm

 UO2 mass/bundle 21.917 kg (Average of 37 bundles)

 Zircaloy-4 mass/bundle  2.3 kg

 Bundle length 495.3 mm

  Note: Dimensions are nominal as quoted in the Darlington GSA Desig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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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ritical height data and core conditions for the substitution experiments

using 37-element UO2 assemblies

Date Time No. sub
channels

Test fuel 
coolant

Mod.
purity

(wt%D2O)

Core temp.
(degree C) Hc (cm) Corrected

Hc (cm)

96-10-30

96-11-06

9:10

10.20
11:46
13:08
14:40

16:32

9:15

10:29
11.46
13:30
14:50
15:07

17:17

reference

1
3
5
7

reference

reference

1
3
5
7
7

reference

-

D2O

-

-

Air

D2O

-

99.726

99.721

24.89

24.92
24.96
24.99
25.01

25.04

24.87

24.87
24.85
24.84
24.83
24.83

24.85

216.302

217.201
218.756
220.418
222.028

216.426

216.812

216.559
216.012
215.554
215.044
222.626

216.935

217.717

218.578
220.152
221.837
223.472

217.717

217.717

217.397
216.848
216.388
215.874
223.538

217.717

 Note: Corrected critical heights are adjusted to a moderator purity of 99.710 wt% D2O and
       a temperature of 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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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ritical height data and core conditions for the substitution experiments

using 43-element CANFLEX assemblies

Date Time No. sub
channels

Test fuel 
coolant

Mod.
purity

(wt%D2O)

Core temp.
(degree C) Hc (cm) Corrected 

Hc (cm)

96-11-20

96-11-21

9:04

10:15
10:35
12:09
13:31
14:50
15:10

17:03

9:01

10:13
11:37
12:52
14:15

16:14

reference

1
1
3
5
7
7

reference

reference

1
3
5
7

reference

-

Air
D2O
Air
Air
Air
D2O

-

-
D2O

-

99.710

99.709

24.69

24.68
24.68
24.66
24.66
24.66
24.66

24.64

24.66

24.65
24.64
24.64
24.64

24.62

217.717

217.551
218.762
217.155
216.766
216.355
224.261

217.800

217.842

218.878
220.678
222.515
224.343

217.903

217.717

217.507
218.717
217.115
216.726
216.315
224.217

217.717

217.717

218.718
220.517
222.350
224.174

217.717

 Note: Corrected critical heights are adjusted to a moderator purity of 99.710 wt% D2O and
       a temperature of 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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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Summary of bucklings derived from a CONIFERS analysis

 of substitution experiments using CANFLEX assemblies

No. Substitution
Rods Contamination Parameter

Bucklinkg(m-2)

D2O
coolant Air coolant Increase on

voiding

0 - 3.734 - -

1
3
5
7

6
4

3.6
2.571

3.316
3.319
3.321
3.322

3.694
3.699
3.701
3.703

0.378
0.380
0.380
0.381

Extrapolated 
value 0 3.327 3.710 0.383

 Note: Bucklings correspond to a moderator purity of 99.710 wt% D2O and a temperature
       of 24.69 ℃. Coolant purity is 99.74 wt% 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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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Summary of bucklings derived from a CONIFERS analysis

of substitution experiments using 37-element assemblies

No. Substitution
Rods Contamination Parameter

Buckling(m-2)

D2O
coolant Air coolant Increase on

voiding

0 - 3.734 - -

1
3
5
7

6
4

3.6
2.571

3.383
3.380
3.373
3.372

3.754
3.750
3.742
3.741

0.371
0.370
0.369
0.369

Extrapolated 
value 0 3.365 3.732 0.367

 Note: Bucklings correspond to a moderator purity of 99.710 wt% D2O and a temperature
       of 24.69 ℃. Coolant purity is 99.74 wt% 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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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omparison of the bucklings derived from the initial study

using CANFLEX fuel to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Reference
Moderator 

Purity 
(wt%D2O)

Moderator
Temperature

(℃)
Coolant

Buckling
(m-2)

WIMS-AECL 
k-eff

(ENDF/B-V)

Buckling at 
Current

Conditions

△B2

(m-2)

Initial
study

Present 
Study

99.151

99.710

25.76

24.69

D2O
Air

D2O
Air

2.738
3.232

3.327
3.710

0.99951
0.99933

1.00010
0.99973

3.345
3.721

3.327
3.710

0.376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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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Comparison of the bucklings derived from the substitution analysis

to WIMS-AECL calculations

Fuel Coolant
B2

(m-2)
WIMS-AECL

k-effective

37-Element

CANFLEX

D2O
Air

D2O
Air

3.365
3.732

3.327
3.710

1.00017
1.00052

1.00009
0.9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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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DCA lattice characteristics

 Cluster
   Radius of each layer
       1st

       2nd

       3rd

   Hanger wire
       Diameter
       Material
   Spacer
       Diameter
       Material
   Cluster length
   Standard fuel meat length

13.13.mm
30.00 mm
47.58 mm

  2.0 mm
Al

114.4 mm
Al

2223 mm
2000 mm

 Pressure tube
   Outer diameter
   Inner diameter
   Material

121.0 mm
116.8 mm

Al
 Calandria tube
   Outer diameter
   Inner diameter
   Material

136.5 mm
132.5 mm

Al
 Moderator
   Material
   Purity

D2O
99.4 mol%

 Core tank
   Outer diameter
   Inner diameter
   Height
   Material

3025 mm
3005 mm
3500 mm

Al
 Lattice pitch
 Upper and lower grid plate material
 Temperature

25.0 cm (square lattice)
Al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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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Fuel cluster types used for experiments

 Fuel type 5SPu
(PuO2-UO2)

8SPu
(PuO2-UO2)

1.2 wt%
UO2

0.7 wt%
UO2

1.5 wt%
UO2

 Fuel pellet
   Density (g/cm3)
   Diameter (mm)

   Enrichment (wt%)

  10.17
  14.69

   0.54
  PuO2

PuO2+UO2

  10.17
  14.72

   0.84
  PuO2

PuO2+UO2

10.36
14.80

1.203

10.36
14.80

0.711

10.38
14.77

1.503

 Composition
   U-235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O 

  0.6214
 86.782
  0.000102
  0.4304
  0.04115
  0.004359
  0.000303
 12.12

  0.6194
 86.503
  0.000145
  0.6819
  0.06584
  0.00696
  0.00051
 12.12

   1.057
  86.793

  12.15 

   0.625
  87.255

  12.12

   1.317
  86.563

  12.12

 Fuel pin (mm)
   Clad material
   Cald I.D. 
   Clad O.D. 
   Gap material

 Zircaloy-2
   15.06
   16.68
    He

 Zircaloy-2
   15.06
   16.68
    He

Al
15.03
16.73
Air

Al
15.03
16.73
Air

Al
15.03
16.73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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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Heavy water levels at criticality for 5 experimental cases

(Lattice pitch = 25 cm)

Core type Coolant void 
fraction

Heavy water height 
(Hc)

 1.2 wt% UO2 (97)
 (Uniform Core)

  0 107.05

100 105.59

 5SPu (25) and 1.2 wt% UO2 (72)
 (2-region core)

  0  91.64

100  96.63

 8SPu (25) and 1.2 wt% UO2 (72)
 (2-region core)

  0  77.96

100  87.02

 0.7wt% UO2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0 169.76

100 140.25

 1.5wt% UO2 (13) and 1.2wt% UO2 (84)
 (2-region core)

  0  94.01

100  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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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Comparison of local power distribution calculated by WIMS-AECL with 

ENDF/B-V library 

Fuel
enrichment

Coolant 
void 

fraction
(%)

Fuel pin position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Exp.
(E)

Cal.
(C)

C/E-1 
(%)

Exp.
(E)

Cal.
(C)

C/E-1
(%)

Exp.
(E)

Cal.
(C)

C/E-1
(%)

1.2U/1.2U/
1.2U

  0 - 0.675 - - 0.829 - - 1.167 -

100 - 0.829 - - 0.883 - - 1.101 -

5SPu/5SPu/
5SPu

  0 0.640 0.607 -5.16 0.820 0.787 -4.02 1.180 1.205  2.12

100 0.760 0.756 -0.53 0.860 0.849 -1.28 1.130 1.135  0.44

8SPu/8SPu/
8SPu

  0 0.610 0.565 -7.38 0.790 0.755 -4.43 1.200 1.231  2.58

100 0.710 0.718 1.13 0.810 0.815  0.62 1.170 1.16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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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calculation with three different cross sections 

Core type

Coolant 
void 

fraction 
(%)

Hc

(cm)

keff calculated by CITATION

Cross section calculated by 
MESHUSELAH code by 
Mondal et al. (4-group)

keff (%)

 1.2 wt% UO2 (97)
 (Uniform core)

  0 107.05 1.00190 0.19

100 105.59 1.00614 0.61

 5SPu (25) and 1.2 wt% UO2 (72)
 (2-region core)

  0  91.64 1.00435 0.43

100  96.63 1.01053 1.04

 8SPu (25) and 1.2 wt% UO2 (72)
 (2-region core)

  0  77.96 1.00537 0.53

100  87.02 1.0124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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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calculation with fuel and reflector cross sections  

Core type

Coolant 
void

fraction 
(%)

Hc

(cm)

keff calculated by 
CITATION 
(4-group)

keff (%)

 1.2wt% UO2 (97)
 (Uniform core)

  0 107.05 0.99627 -0.37

100 105.59 0.99739 -0.26

 0.7wt% UO2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0 169.76 0.99383 -0.62

100 140.25 0.99508 -0.49

 1.5wt% UO2 (13)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0  94.01 0.99317 -0.69

100  97.72 0.99563 -0.44

 5SPu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0  91.64 0.99827 -0.17

100  96.63 1.00203  0.20

 8SPu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0  77.96 0.99635 -0.37

100  87.02 1.00933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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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Comparison of coolant void reactivity with experimental results

Core type Hc

(cm)

Calculated keff
Void reactivity

( %k/k )

0% 
void

100% 
void

Cal. 
value

Exp.
value E-C

 1.2wt% UO2 (97) (Uniform core) 107.05 0.99627 0.99736  0.11 -0.34 -0.45

 0.7wt% UO2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169.76 0.99383 1.02836 3.38 - -

 1.5wt% UO2 (13)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94.01 0.99317 0.97529 -1.85 - -

 5SPu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91.64 0.99827 0.97600 -2.29 -2.41 -0.57

 8SPu (25) and 1.2wt% UO2 (72)
 (2-region core)  77.96 0.99635 0.95718 -4.11 -4.98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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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Test fuel arrangement in substitu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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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ritical heigh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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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ritical height difference between 43- and 37-element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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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Moderator level change on 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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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oderator level change difference on 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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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Model of R-Z calculation for two-region core with 25 cm lattice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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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자료의 신뢰도 분석

제 1 절 ZED-2 실험의 오차 분석

1. 기존 실험 오차

ZED-2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가중 탐촉자를 이용한 임계 수위 반복 측정의 

전형적인 재연성은 ± 0.002 cm 이다. 그러나 감속재의 순도와 온도에 대한 보정을 

통해, 동일한 격자에 대한 임계 수위를 비교하면 실험의 불확실도를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이전 실험 자료 (1996년도 자료)에 적용하

고, 불확실도는 ± 0.05 cm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관찰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불확실도는 과대평가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6년도 실험 자료에서, 치환 격자 임계 수위의 재연 오차는 치환 봉의 수

와 함께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예상되는 일이며, 실험과정에 기인한다. 실험과

정은 기준 격자 측정과 함께 일련의 치환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1봉에서 7봉까

지의 치환 측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실험이 역순으로 다

시 한번 반복되고, 최종적으로 기준 격자에 대한 측정을 수행한다. 각각의 격자는 

두 번 측정되었고, 각 쌍의 측정의 재연성을 사용하여 불확실도 (± 0.05 cm)를 계

산하 다.

이러한 재연 오차의 주된 요인은 감속재 순도 저하이며, 순도 저하는 각 치

환 격자 측정과 기준 격자 측정간의 시간 지연 동안에 증가하게 된다. 처음 실험이 

시작될 때 기준 격자 측정이 7-봉 측정에 비해 7시간 앞서서 수행된다. 두 번째 연

속 실험에서는, 기준 격자 측정이 7-봉 측정에 비해 7시간 후에 수행된다 (1-봉 치

환 측정과 기준 격자 측정간의 시간 지연은 약 1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음 측정에서의 감속재 순도가 기준 격자 측정 시점에 비해 약간 높았고, 두 번째 

측정에 대한 순도는 약간 감소된 상태이다. 이러한 향은 1996년도 실험 결과 중 

보정된 임계 수위 값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두 측정치를 평균하는 것의 장점은 측정기간 동안에 감속재 순도

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오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순도

저하에 의한 재연오차는 실험자료에 주어지는 실험 불확실도에 반 되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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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준 측정과 치환 측정간의 순서와 시간 지연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실

험을 반복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1997년도 연구에서 생산된 표 3.2와 3.3은 몇몇의 반복 측정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주어진 반복 측정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여, 재연오차가 약 ± 0.03 

cm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2. 불확실도 평가

1997년도 실험에서도 감속재의 순도 저하는 발생하 다. 결과표에서 보듯이 

실험 시작 시점의 기준 격자 측정이 실험 종료 시점의 측정치(임계 수위)에 비해 낮

고 이는 감속재 순도 저하에 기인한다. 기준 측정의 평균치를 노심의 공통 조건으

로 사용하여 보정 상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정 할 때 시스템 오

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1-봉 및 3-봉 치환에 대한 보정 값은 평균 기준 측정 수위

에 비해 약간 낮고, 5-봉 및 7-봉 치환에 대한 보정 값은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

나 오차의 크기는 적으며 (최대 약 0.04 cm), 오차는 37-봉 및 CANFLEX 핵연료 실

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격자 치환 실험에서 유도된 버클링의 불확실도 정도는 ± 0.1 m-2
이고, 기포 

발생 시 버클링 변화에 대해서는 ± 0.033 m-2
이다. 이러한 값들은 격자 치환 결과

와 노심 중성자속 분포에서 얻어진 버클링을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 결정된 값이다.

기포 발생 시 버클링의 불확실도가 절대 버클링의 불확실도 보다 작은 이유는, 절

대 버클링 불확실도의 대부분이 측정 시스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 오차

는 냉각 상태와 기포 상태 측정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이것운 두개의 유사한 시험 

다발에 대한 치환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단일 변수에 대한 시스템 오

차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유사한 핵연료에 대해 두 번 측정하면 상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실험 결과는 37-봉과 CANFLEX 핵연료 차이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CANFLEX와 37-봉 핵연료의 치환-유도된 버클링의 차이는 냉각 조건과 기

포 조건에 대해 각각 0.038m-2
및 0.022 m-2

이다. 앞에서 37-봉 핵연료가 임계 수위 

측면에서 CANFLEX 핵연료가 반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정량적으로,

CANFLEX와 37-봉 핵연료의 7-봉 치환에 대한 임계 수위 차이는 냉각 조건과 기포 

조건에 대해 각각 0.7 cm와 0.4 cm이며, 이때 평가된 오차는 ± 0.04 cm 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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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상대 오차는 ± 0.10 % 이고, 이것은 같은 버클링 차이를 갖은 실험에서 

최소 오차로 사용될 수 있다. 결과를 도시하여 분석해 보면, ±0.005 m-2 (±0.25 %) 

정도의 오차가 보수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이 이러한 버클링 차이

와 연관된 오차로 취해질 수 있다. 반응도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불확실도는 ±

0.18 mk에 해당한다.

CANFLEX와 37-봉 핵연료 사이의 기포 발생 시 버클링 증감의 차이는 

0.016 m-2
로 나타났다. 이에 상응하는 임계 수위 자료는, 이러한 자료의 평가 불확실

도(± 0.06 cm)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현실적인 값이며 상대 오차로 ± 25 %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은 버클링 차이에 대한 최소 오차를 나타낸다. 결과치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 0.004 m-2(± 0.25 %)의 오차는 적절하며, 이것은 CANFLEX와 37-

봉 핵연료 사이의 기포 반응도 차이가 0.8 ± 0.2 mk 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CANFLEX 핵연료가 37-봉 핵연료 보다 반응도

가 낮다. CANFLEX 핵연료에 대한 물질 버클링은 37-봉 핵연료와 비교하여 0.038

± 0.005 m -2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반응도 측면에서 -1.25 ± 0.82 mk에 

해당한다. 또한 CANFLEX 핵연료가 기포 시 버클링 변화가 0.016 ± 0.004 m-2
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포 반응도로 환산하면 + 0.82 ± 0.20 mk 에 해

당한다.

제 2 절  DCA 임계 실험의 오차 분석

1. DCA 임계 실험의 적용 타당성

DCA는 다발형 핵연료를 사용하고 중수 감속재가 핵연료 지역과 분리되어 

열 중성자 생성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CANDU 핵연료 격자와 유사하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도 천연우라늄 및 혼합핵연료로써, 이는 CANDU 핵연료에 대

해 초기 상태 및 연소 상태를 모사 할 수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성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핵연료 격자에 대한 중성자 스펙트럼을 그림 4.1과 4.2에 

초기 상태 및 연소 상태에 대해 각각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핵연료 채널 기

포 발생 시 스펙트럼의 변화가 CANDU 핵연료와 DCA 핵연료에서 유사하게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DCA 실험 격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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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다발간의 넓이가 충분히 넓다.

∙감속재 대 핵연료의 비가 충분히 크다.

∙핵연료 사이의 감속재 구역에서 스펙트럼이 핵연료 종류에 관계없이 충분히 열화 

되어있다.

중수로 핵연료에서 양의 기포 반응도를 야기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열 중성자속의 재 분포이다. 일반적으로 냉각재가 유실되면 핵연료 지역에서의 중

수에 의한 산란이 없어지고 열 중성자가 핵연료 다발 중심부로 이동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DCA 핵연료에서도 나타나는데, DCA의 경우는 중수 냉각재 대신 경

수 냉각재가 유실되므로, 경수에 의한 열 중성자 흡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므

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 중성자속 재분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4.3과 

4.4는 초기 상태 및 연소 상태 핵연료에 대한 기포 발생 시 열 중성자속 분포의 변

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4.2, 4.3, 4.4에서 볼 수 있듯이 DCA를 사용한 

기포 반응도 실험 결과는 기존 CANDU 핵연료의 초기 및 연소 상태를 모사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중수로 핵연료 기포 반응도 계산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다.   

2. DCA 임계 실험 오차

치환 실험을 통하여, α와 Bz
2
사이의 관계는 α와 Bz

2
의 값을 식 (2.2)를 사

용하여 최소자승 방법으로 보간하여 얻을 수 있다. 즉발 중성자 감쇄 상수 αc는 α

를 임계 버클링 Bzc
2
에 외삽하여 얻는다. 계수 c는 계수 b와 비교하 을 때 2 % 이

하로 충분히 작으며, 최소자승 방법에 의한 αc와 b의 오차는 둘 다 평균 2 %이다.

임계와 미임계에서 W0에 관한 δBz
2
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실험적인 결과들을 비교

해 보면 식 (2.4)가 충분히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각 격자의 임계 축 방향 버클링 

Bzc
2
는 α와 Bm

2
과 함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DCA 노심에서, Bm

2
와 관련된 Bz

2
의 

성분은 70 % 이상이다. 시험 격자의 Bm
2
값은 최대 값에서 3 %의 정확성을 가지고 

결정되었다.

Bm
2
은 냉각재 기포율이 증가되면 감소하고, 격자 거리가 증가하면 감소 또

는 증가한다. 0.54(S) PuO2-UO2 핵연료의 버클링은 1.2 UO2 핵연료와 비교하 을 

때, 0 %의 기포율에서 약 40 % 증가되었고, 100 % 기포율에서 약 20 % 증가되는 

것을 표 4.1에서 볼 수 있다. 두 종류의 PuO2-UO2 핵연료의 버클링 값은 기포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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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따라 18 ~ 26 %의 차이를 가진다.

실험 자료 분석에서, 치환된 핵연료의 최대 수 Nmax에 관한 시험 격자의 Bm
2

의 의존성이 조사되었다. Nmax가 5이면, 버클링은 대부분 1 % 이내에서 상수 값에 

도달한다. 이것은 시험 핵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핵연료 장전량의 ~5 %가 치

환될 때, 냉각재 기포 반응도가 10 %의 정확성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차 섭동론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 격자의 Bm
2
이 같은 격

자 조건하에서, 이차 섭동론에 따라 결정된 버클링과 비교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의 실험으로부터 결정된 각 시험 격자의 버클링은 평균적으로 ± 3 % 내에서, 이전 

실험의 버클링과 일치하 다.

시험 격자에서 기포 반응도의 실험 결과들은 기준 격자와 비교하여 표 4.2

에 정리되어 있다. 기포율에 큰 변화( 0 ~ 100 %)를 주었을 때, 작은 DCA 노심에서 

기포 반응도는 더 큰 누출 효과 때문에 큰 음의 값이 된다. 핵연료 조성이 기포 반

응도에 미치는 향도 조사되었다. 1.2 UO2 핵연료와 0.54(S) PuO2-UO2 핵연료 격자

들의 기포 반응도를 비교한 결과, 플루토늄 핵연료의 경우, 우라늄 핵연료와 비교해

서, 기포 반응도를 더 크게 음의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두 종류의 0.87

PuO2-UO2 핵연료 기포 반응도를 비교한 결과,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함량이 높을수

록 기포 반응도가 음의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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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Experimental value of material buckling

Lattice pitch 
(cm) Fuel type Void fraction 

(%)

Material buckling (m-2)

B2
z B2

m

22.5

1.2 UO2

  0
 30
 70
 87
100

 8.59±0.18
 8.49±0.17
 7.77±0.15
 7.66±0.15
 6.47±0.11

11.07±0.18
10.96±0.17
10.24±0.15
10.13±0.15
 8.83±0.11

0.54(S)
PuO2-UO2

  0
 30
 70
 87
100

12.87±0.32
12.04±0.30
10.48±0.24
 9.96±0.23
 8.49±0.18

15.34±0.33
14.51±0.30
12.95±0.24
12.43±0.23
10.85±0.18

0.87(S)
PuO2-UO2

  0
100

18.95±0.65
10.86±0.26

21.42±0.66
13.23±0.26

0.87(R)
PuO2-UO2

  0
100

13.27±0.35
 8.43±0.17

15.74±0.35
10.79±0.17

25.0

1.2 UO2
  0
100

 7.27±0.14
 7.25±0.14

 9.71±0.14
 9.56±0.14

0.54(S)
PuO2-UO2

  0
100

10.86±0.25
 9.35±0.20

13.30±0.26
11.66±0.20

0.87(S)
PuO2-UO2

  0
100

15.79±0.47
12.05±0.29

18.24±0.47
14.3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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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calculation for coolant void reactivity

Lattice pitch (cm) Fuel type
Change in void 

fraction (%)

Void reactivity 
(dollar)

Experiment

22.5 1.2 UO2

 0 → 30
 0 → 70
 0 → 87
 0 →100

 -0.22±0.06
 -2.01±0.26
 -2.51±0.31
 -6.31±0.43

30 → 70
30 → 87
30 →100

 -1.74±0.25
 -2.22±0.29
 -6.00±0.41

70 → 87
70 →100

 -0.30±0.09
 -3.96±0.33

87 →100  -3.64±0.32

22.5

0.54(S) PuO2-UO2

 0 → 30
 0 → 70
 0 → 87
 0 →100

 -2.24±0.54
 -6.81±0.75
 -9.36±0.88
-18.39±1.30

30 → 70
30 → 87
30 →100

 -4.49±0.63
 -6.79±0.76
-15.09±1.14

70 → 87
70 →100

 -1.74±0.46
 -8.63±0.86

87 →100  -6.42±0.76

0.87(R) PuO2-UO2

0.87(S) PuO2-UO2
 0 →100

-19.30±1.30
-28.30±2.08

25.0
  1.2 UO2

  0.54(S) PuO2-UO2

  0.87(S) PuO2-UO2

 0 →100
 -0.06±0.02
 -5.89±0.77
-14.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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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ell spectrum change for natural uranium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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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ell spectrum change for irradiat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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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Radial thermal flux for natural uranium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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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adial thermal flux for irradiat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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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월성 시운전 자료를 이용한 기존 코드체계의 신뢰도 

분석

원자로 계산은 기존 체계에서 POWDERPUFS-V(PPV)와 RFSP 코드를 사용하

고 있으며, 이 코드들은 임계로(ZED-2) 및 상용로 실험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월성 2호기에서 수행된 시운전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설계/해석 코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Phase-B 시운전 시험은 원자로 출력 0.5 % 미만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온

도나 중성자속 변동 없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최초 임계 접근, 갖가지 노물리 특성

확인 및 계측기 성능확인을 위해서 수행된다. 발전소에서는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

에 실험 항목에 대하여 설계 코드인 POWDERPUFS-V 및 RFSP를 사용하여 원자로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험이 수행된 후 보정된 자료를 사용해 원자로 실험을 

다시 모사 계산하여 설계 코드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시운전 실험은 여러 가지 원

자로 조건에 대하여 수행되나, 상용로의 특성상 기포 반응도를 측정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월성 2호기에서 작성한 실험 결과 보고서를 정리

하여 전반적인 설계 코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실험 수행을 위한 임계 

원자로 도달 과정을 기술하고, 실험 결과를 요약하 으며, 기포 반응도와 연관이 있

는 냉각재 온도 계수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정리하 다.

제 1 절  최초 임계 접근

1) 초기 원자로 조건 

감속재로부터 보론을 제거하기 직전에 이온 교환수지 4개는 보론 제거, 1개

는 가돌리늄 제거를 위해 설치하 다. 이때 초기 가돌리늄과 보론의 농도는 표 1에

서 보듯이 각각 0 ppm과 34.8 ppm 이었다.

2) 임계 접근과 원자로 출력상승

흡수봉 4번을 55 % 삽입한 상태에서 보론을 서서히 제거할 때 임계 근처에

서 출력 폭주가 발생하여, 보론 제거를 차단하고 흡수봉 4번을 이용해 출력 안정화

를 시도하 다. 17:38에 흡수봉 4번을 0.5 % 인출 (57.85 % 삽입상태)하 을 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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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이 선형적 증가를 보여 18:05에 임계 선언을 하 다. 이때 계수율의 증가율은 

0.19 cps/sec이다. 임계 노심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임계 확인 시각 ‘97.01.29 18:05

② 3개 감속재 샘플 분석 9.0 ppm  9.0 ppm  9.0 ppm

③ 계수율 기록 (평균) 2881.6 cps

④ 지역 조절장치 평균 수위 16.94%

⑤ 냉각재 순도 측정 99.63 wt%

⑥ 감속재 순도 측정 99.84 wt%

⑦ 냉각재 온도 측정 34.96 ℃

⑧ 감속재 온도 측정 29.5 ℃

⑨ 흡수봉 4번 상태 55% 삽입

⑩ 임계출력 ∼10-11 FP

임계접근 도중 이온교환수지의 포화와 이의 교환으로 인하여 원자로가 최초

임계에 도달하는데 약 43 시간이 소요되었다. 임계접근 동안 배가시간은 거의 모든 

경우에 20 분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수율 증가에 따라 기동 계측기 트립 설

정치를 표 2와 같이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임계접근 중 출력감시를 계속 수행하

다.

임계 상태에서 독물질 농도는 가돌리늄 0 ppm과 보론 9.0 ppm으로 측정되

었다. 이것은 예측된 값 9.12 ppm (지역조절장치 수위, 감속재/냉각재의 온도 및 순

도 변화로 인한 반응도를 보상해주면 9.04 ppm)과 0.04 ppm의 차이로 허용한계인 

± 0.5 ppm에 크게 못 미쳐 성공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었다 (표 3).

3) 10-6 FP까지 원자로 출력상승

임계에 도달하 을 때 원자로 출력은 약 10-11 FP로 출력감시 및 원자로 출

력제어는 기동 계측기에 의존하여야 한다. 10-6 FP까지 출력상승 방법은 흡수봉 4번

을 원자로 밖으로 약간 인출시켜 정 반응도를 제공한 후 출력감시 (표 2 참조)를 계

속하여 도달할 수 있다. 원자로 제어계통이 조절을 시작한 점에서 흡수봉을 자동 

모드로 놓은 결과 흡수봉은 자동으로 인출되었고 지역조절장치 수위는 15 %에서 

30 %로 증가되었으며, 이때부터 모든 것은 원자로 제어계통에 의해 제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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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동계측기 출력점검

초기에 34.8 ppm 보론 상태에서 노내 기동계측기 E채널 계수율이 9.67 cps 

이었으며, 계측기를 100 cm 인출하고 계측한 계수율은 3.5 cps이었다. 임계 시점에

서의 초기 위치에서의 (원자로 중심부에서 200 cm 위) 계수율은 약 7800 (=2807×

9.67/3.5) cps이었다.

제 2 절  실험 결과 요약

Phase-B의 시험은 보증정지 해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냉각재 펌프 씨일 교체

를 위해 제 2 정지계통 트립을 시킨 시점까지로 총 19일이 소요된 종합 시험이었

다. 시험기간 동안 수행된 저 출력 노물리 시험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월성 2호기는 1997년 1월 29일 18:05에 최초로 임계에 도달했다. 임계접

근은 이미 감속재 내에 존재하던 보론을 이온교환 수지탑을 이용하여 서서히 제거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초기 보론 농도는 34.8 ppm이었다. RFSP 코드를 이용한 예

상 보론 농도는 9.12 ppm이었고, 냉각재/감속재 온도 등 현재 노심 상태를 고려한 

임계예상 보론 농도는 9.04 ppm이었으며, 임계도 확인은 9.0 ppm (허용치 ± 0.5 

ppm)에서 이루어졌다.

2) 지역 조절장치 반응도 특성은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한 B2O3 배치를 감속

재 내에 첨가함으로써 반응도 값을 측정하 다. 20∼80 % 사이의 반응도 측정 오차

는 0.20 % 이었으며, 가장 운전이 많이 되는 20∼60 % 사이의 반응도 오차는 -0.27

%로서, 예측한 0.072 mk/%AVZL (허용치 ± 10 %)에 잘 맞고 있음을 확인하 다.

3) 조정봉, 정지봉, 그리고 흡수봉은 지역 조절장치 반응도 계수 0.072

mk/%AVZL을 기준으로 반응도 값으로 환산하 다. 반응도 값 측정 평균오차는 각

각 -3.403 % (조정봉), -5.74 % (정지봉), 그리고 -6.9 % (흡수봉)로 모두 허용오차 

(±15 %) 내에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4) 조정봉군, 흡수봉군도 각각 0.072 mk/%AVZL을 기준으로 반응도 값이 측

정되었다. 반응도 값 측정 평균오차는 각각 -4.02 % (조정봉 뱅크), -11.89 % (흡수

봉 뱅크)로 모두 허용치 (± 15 %) 내에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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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중성자속 측정 동안 수행되었다.

5) 중성자속 분포 측정은 수직, 수평 이동형 핵분열함 (수직방향 측정기 #19

와 수평 방향 측정기 #1에서)을 사용하 으며, 바나디움 검출기 출력 점검 및 중성

자속 분포 측정 등 모두 Pico Ampere Meter로 점검하 다. 중성자속 분포 측정은 여

러 가지 반응도 제어장치 배치 구조(5가지 경우)에 대하여 측정되었으며, RFSP 코

드를 이용한 예측과 잘 일치하 다. 수직/수평 방향 중성자속 측정 동안 각 채널 위

치에서 측정한 출력과 코드로 예측된 출력의 차이도 최대 RMS 오차가 10.9 %를 

나타내고 있어 허용 범위인 15 % RMS 범위 내에 들고 있다. 바나디움 검출기의 

출력 점검 결과도 5가지 경우를 확인하 으며, 각각의 오차가 -0.67 %, - 5.28 %, 

1.5 %, -5.73 %, 0.21 %로 ± 15 % 범위 내에 들어 계측기 성능도 만족되었다.

6) 냉각재 온도 반응도는 35∼260 ℃ 범위에서, 감속재 온도 반응도는 69∼

35 ℃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냉각재 온도 반응도 값은 3개 조정봉 뱅크까지 점차적

으로 인출하면서 측정하 으며, 감속재 온도 반응도 값 측정은 3개 조정봉 뱅크가 

인출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냉각재/감속재 온도 반응도 값 측정은 정상상

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RFSP 코드를 이용해 그 상태를 반 하여 다시 예측

하 으며, 이때 오차는 각각 -11.92 % 및 -1.57 %로 오차 허용범위 ± 25 %에 드는 

결과를 얻었다.

7) 제 1, 2 정지계통 시험은 제 1 정지계통 정지봉 중 가장 효과가 큰 2개 

(4번, 8번), 제 2 정지계통 중 가장 효과가 큰 노즐 (LI-2), 그리고 4개 흡수봉을 삽

입 차단시킨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선택된 전리함과 국부과출력보호 (ROP) 검출기

에서 측정된 출력은 RFSP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 으며, 예측된 결과보다 빨리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POWDERPUFS-V/RFSP를 사용한 냉각재/감속재 온도 

반응도 계산

냉각재 온도를 35.25 ℃에서 259.84 ℃로 상승시키면서 부반응도 효과로 나

타나는 지역조절장치 수위 감소에 의해 반응도 값을 측정하 다. 이때 냉각재 도

는 1.10117 g/cm3
에서 0.86362 g/cm3

으로 변하며,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21.6 % 감소

에 해당한다. 측정동안 감속재 온도는 약 35 ℃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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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뱅크를 3개까지 인출하면서 지역조절장치 수위를 상승시켰고 냉각재 온도를 15

℃씩 상승시키면서 온도 반응도 값을 측정하 다. 냉각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지역

조절장치 수위와 반응도 변화는 각각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 으며, RFSP 예측치

와 비교하 다. 냉각재 온도 반응도 예측 값은 조정봉 뱅크가 3개 인출된 상태에서 

-9.368 mk로 실측치 -8.25 mk와 -11.92 %의 차이를 보여 허용 오차 내에 있다.

감속재는 69.0 ℃에서 34.99 ℃로 온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정반응도 

효과를 지역조절장치 수위 감소량에 따라 반응도 값으로 측정하 다. 이때 감속재 

도는 1.08508 g/cm3
에서 1.10151 g/cm3

으로 증가하며,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 % 변화에 해당한다. 감속재 온도 반응도 값 측정을 위해 냉각재 온도를 약 

260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정봉 뱅크 3개를 인출한 상태에서 감속재 온도를 5

℃씩 감소시키면서 지역조절장치 수위를 기록하 다. 감속재의 온도 하강에 따른 

지역조절장치 수위와 반응도 변화는 각각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 으며, RFSP 예

측치와 비교하 다. 감속재 온도 반응도 예측 값은 -1.299 mk로 실측치 -1.297 mk와

는 -1.57 %의 오차를 보여 허용오차 (± 25 %)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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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Reactor condition before the first criticality

계통 또는 변수 조건 실제상태

트립설정치

SDS-1
Rate Log N, %/sec 10 OK

Lin N, %FP (ROP) 20 OK

SDS-2
Rate Log N, %/sec 15 OK

Lin N, %FP (ROP) 30 OK

기동

계측기

High Log N, CPS 가변적(표 3 참조) OK

Low Log N, CPS 가변적 OK

Rate Log N, %/sec 10 OK

High Voltage 1850±5% OK

원자로 출력
Demand Power Rate %/sec 0.1 OK

Demand Power, Decades -5.7 OK

반응도 기구

LZC System (%Full) ≤ 15% Full 15.3%

MAC's #4 55% 삽입(수동)
다른 흡수봉 인출

OK

Adjuster Rods 모두 삽입(수동) OK

Shutoff Rods 모두 인출 (자동) OK

감속재 계통

Temperature, ℃ - 35.8℃

Level, mm - 7513 mm

Isotopes, A% ≥ 99.61 99.84 wt%

B Concentration, ppm (기압) 33 ppm 이상 34.8 ppm

Gd Concentration, ppm - 0 ppm

Pumps One On OK

냉각재 계통

Temperature, ℃ - 35℃

Isotopes, A% ≥99.0 99.64 wt%

Main Pumps - On 

shutdown Cooling Pumps - Off

독물질 첨가계통 격리 OK

감속재 정화계통 격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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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Trip setpoint of detector

현재 계수율 

(cps)

High Log N Trip 설정치 Low Log N Trip 
설정치 Log Rate 

Trip (%)Channel D & E Channel F

cps Value cps Value cps Value

5∼20 200 2.30 180 2.26 1 0.01 없음

20∼50 500 2.70 450 2.65 4 0.60 30

50∼250 1000 3.00 900 2.95 10 1.00 30

250∼750 2000 3.30 1800 3.26 62 1.79 15

750∼1500 3000 3.48 2700 3.42 250 2.40 15

1500∼2300 4600 3.66 4140 3.62 750 2.88 15

2300∼3500 7000 3.85 6300 3.80 1150 3.06 15

3500∼5300 10600 4.03 9540 3.98 1750 3.24 15

5300∼8000 16000 4.20 14400 4.16 2650 3.42 15

8000∼12000 24000 4.38 21600 4.33 4000 3.60 10

12000∼18000 36000 4.56 32400 4.51 6000 3.78 10

18000∼27000 54000 4.73 48600 4.69 9000 3.95 10

27000∼40500 81000 4.91 72900 4.86 13500 4.13 10

40500∼61000 89000 4.95 79200 4.90 20250 4.31 10

61000 이상 98000 4.99 91000 4.96 31000 4.49 10

주) 채널 F는 채널 D, E Trip Set Point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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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Predicted critical boron concentration

임계상태(A) RFSP(B) (A) - (B) RFSP보정(mk)

1. AVZL(%)
2. 냉각재 순도 (at%)
3. 감속재 순도 (at%)
4. 냉각재 온도
5. 감속재 온도 
6. MCA#4 55% 삽입

 16.94
99.6

  99.822
 34.96
29.5

  -0.984

15.0
99.0

  99.833
25.0
35.0

  -0.984

  1.94
 0.6

  -0.011
  9.96

-5.5
 0.0

  -0.13968
 0.576

  -0.3729
   -0.58764
   -0.16775

0.0
7. 독물질 농도 (B)  9.0

임계 Boron 농도  9.12  9.04

  1) AVZL 반응도 계수 : -0.072 mk/%AVZL

  2) 냉각재 순도 반응도 계수 : 0.96 mk/atom %

  3) 감속재 순도 반응도 계수 : 33.9 mk/atom%

  4) 냉각재 온도 반응도 계수 : -0.0592 (30도 주변)

  5) 감속재 온도 반응도 계수 : 0.0305 mk/℃ (30도 주변)

  6) Gd 반응도 계수 : Boron 8.31 mk ×3.6 (= 29.916)

  * 냉각재/감속재의 wt%를 at%로 바꾸는 식

      Da=
900

(1000/D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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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Coolant temperature coefficient

냉각재

온도(℃)
감속재

온도(℃)

ZCU LEVEL 감속재

온도

향

(mk)

실측 

누적치

(mk)
(A)

예측 

누적치

(mk)
(B)

차이

(%)
Xe변화 

(mk)ΔAVZL
(%)

ΔAVZL
(%)누계

반응도

차이

(mk)

35.25
50.06
64.87
79.92
96.85

110.84
125.53
140.82
155.26
172.15
187.21
199.78
215.04
230.07
245.09
259.84

34.12
34.14
34.25
34.42
34.42
34.67
34.60
34.96
34.03
36.01
34.82
35.18
35.14
35.14
34.88
34.75

-12.36
-10.25
-10.18
-10.79

-9.62
-10.07

-8.29
-7.46
-8.36
-6.41
-4.71
-5.66
-4.27
-3.53
-2.78

-12.36
-22.61
-32.79
-43.58
-53.20
-63.27
-71.56
-79.02
-87.38
-93.79
-98.50

-104.16
-108.43
-111.96
-114.74

0.89
0.74
0.73
0.78
0.69
0.73
0.60
0.54
0.60
0.46
0.34
0.41
0.31
0.25
0.20

0.00
0.01
0.01
0.00
0.01
0.00
0.02

-0.05
0.11

-0.07
0.02
0.00
0.00

-0.01
-0.01

-0.9025
-1.6561
-2.3960
-3.0843
-3.8203
-4.5464
-5.1515
-5.6561
-6.2878
-6.6820
-7.1104
-7.5088
-7.8156
-8.0551
-8.2514

-0.888
-1.738
-2.564
-3.358
-4.107
-4.822
-5.521
-6.179
-6.811
-7.393
-7.788
-8.270
-8.703
-9.065
-9.368

1.63
-4.71
-6.55
-8.15
-6.98
-5.71
-6.69
-8.46
-7.68
-9.62
-8.70
-9.20

-10.20
-11.14
-11.92

0.28
0.28
0.28
0.28
0.26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Note) 노심 전체 반응도 변화 = 0,

      즉 (ΔAVZL반응도 +Δ감속재반응도 +Δ냉각재반응도 +ΔXe반응도) = 0

      냉각재 온도 반응도 계수 : 온도에 따라 변화됨

      감속재 온도 반응도 계수 : 0.0552 mk/℃ (35 ℃ 기준), 기준 35℃로 RFSP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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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감속재

온도(℃)
냉각재

온도(℃)
AVZL 

(%)
ΔAVZL 

(%)
Δρ

(mk)

냉각재

온도 향

(mk)

실측치 

누적량

(A)

예측치 

누적량

(B)

차이

(%)
Xe

(mk)

69.00
65.00
60.06
54.45
50.25
45.52
40.42
34.99

260.48
261.00
261.37
261.37
261.25
261.00
261.37
261.64

50.26
48.82
46.43
43.82
41.63
39.00
35.87
32.07

-1.44
-2.39
-2.61
-2.19
-2.63
-3.13
-3.80

0.10
0.17
0.19
0.16
0.19
0.23
0.27

-0.01
-0.01
0.00
0.00
0.01

-0.01
-0.01

-0.1165
-0.2730
-0.4404
-0.6310
-0.8365
-1.0502
-1.2787

-0.122
-0.285
-0.467
-0.662
-0.863
-1.075
-1.299

-4.51
-4.21
-5.70
-4.68
-3.07
-2.31
-1.56

0.42
0.42
0.43
0.43
0.43
0.43
0.43
0.45

Note) 노심전체 반응도 변화 = 0,

      즉 (ΔAVZL 반응도 + Δ감속재반응도 + Δ냉각재반응도 + ΔXe 반응도) = 0

      냉각재 온도 반응도 계수 : -0.0202 mk/℃ (260 ℃기준)

      감속재 온도 반응도 계수 : 온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차이 = (A-B)/B*100

      지역조절 장치 수위 반응도 계수 : -0.072 mk/%AVZL

      감속재 온도 반응도 값 실측치 = -{(ΔAVZL*-0.072)+(ΔHT*0.0202)-Δ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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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Reactivity change due to coola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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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중수로 핵연료 기포 반응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나다 ZED-2 원자로 및 

일본 DCA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ZED-2와 DCA에서는 임계도 및 

기포 반응도 측정에 치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기포 반응도의 신뢰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대략 10 %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중수로 설계/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POWDERPUFS-V 및 RFSP 코드의 성능 평가

는 월성 2호기 시운전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해석 결과 임계 보론 양은 0.5 ppm 이내에

서 예측되었으며, 지역조절 장치, 조정봉, 정지봉, 그리고 흡수봉의 반응도는 각각 0.3 %, 

3.4 %, 5.7 %, 그리고 6.9 % 이내에서 실험치와 일치하여 설계 허용 오차인 ± 15 %를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중성자속 계산도 실험치와 비교하여 10.9 % 오차를 보여 설계 허용 오차 15 

% RMS를 만족하 다. 냉각재 및 감속재의 온도 계수도 각각 11.9 % 및 1.6 % 이내에서 

측정치와 일치하여, 설계 허용 오차 ± 25 %를 만족하 다.

월성 2호기 시운전 자료의 경우 기포 반응도에 대한 직접 측정 자료가 없어 기존 

설계/해석 코드의 기포 반응도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서는 냉각재 

및 감속재 온도계수의 거동이 기포 반응도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기포 반응도의 계산에 

있어서도 현재의 오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 89 -

제 7 장  향후 업무

∙중수로 핵연료 임계 실험 참여 및 실험 자료 확보

∙POWDERPUFS-V 및 RFSP를 사용한 DCA 임계 실험 자료 해석 및 평가

∙임계도 계산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체 코드 선정 (예, MCNP-4B)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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