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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된 고연소도용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연소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소결체를 시험 제조한 후, 하나로

에서 약 5 년 동안 70 MWD/kgU 이상의 연소도까지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

나로 연소 시험후 핫셀에서 조사후 시험을 통해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성능을 검증

하고,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조사시험용 캡슐을 설계하 으며, 조사 캡슐에 대해 노외 검증시험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장기간의 하나로 조사기간 동안 시험봉 및 조사 캡슐의 건전성과 하

나로와의 양립성이 유지되고, 시험봉의 조사 조건이 상용 원전 핵연료의 연소 조건과 

유사함을 보 다. 따라서 경수로용 신형 UO2 소결체 조사시험용 캡슐은 하나로에서 

안전하게 조사될 수 있으며, 조사시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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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경수로용 UO2 핵연료 소결체의 고연소도에서의 연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결

정립 UO2 소결체가 개발되었다[1-1]. 큰 결정립 UO2 소결체는 핵분열기체의 방출량이 

적어서 높은 연소도까지 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된 큰 결정립 소결체

는 별도의 화합물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제조공정에 단결정의 U3O8 분말을 

Seed 물질로 4-6 % 정도 추가하여 제조되는데, 결정립의 크기는 기존의 6 - 8 μm에서 

12 - 20 μm로 증가된다. 이러한 제조 방법을 한전원자력연료(주)의 기존의 UO2 소결체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조사시험에 사용될 큰 결정립 UO2 소결체를 제조하 다.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연소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UO2 소결체와 함께 

동일한 연소조건에서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연소도까지의 노내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소결체는 70 MWD/kgU 이상까지 경수로용 핵연료와 유사한 조건

에서 연소될 계획이며, 하나로에서의 총 연소기간은 하나로의 운전 일정을 고려하면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장치는 기존의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 캡슐을[1-2]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시험봉 3 개를 하나의 핵연료 다

발로 조립하여, 조사 캡슐에 상하로 2개의 핵연료 다발을 장전한다. 5 년 여의 장기간 동

안의 조사 캡슐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캡슐은 2.5 년 조사후 핫셀

에서 분해되어 새로운 조사 캡슐로 교체될 예정이다. 2 개의 핵연료 다발 중 하나는 연소

도 ~35 MWD/kgU에서의 핵연료 연소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고, 나

머지 하나는 조사 캡슐에 재장전하여 하나로에서 연소도 70 MWD/kgU 이상까지 연소

시킬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제 2 장에서는 경수로용 신형 UO2 소결체 조사 시험의 목적 및 일정 등

의 조사 시험 계획을 기술하 고, 제 3 장에서는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의 설계 및 제조

를, 제 4 장에서는 신형 UO2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 시험시의 안전성 평가를, 제 5 장에서

는 UO2 소결체 조사시험 경험을, 그리고 제 6 장에는 결론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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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시험 계획

 2.1 조사 시험 목적

   새로이 개발된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연소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UO2 소결체와 함께 동일한 연소조건에서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

연소도까지의 노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소결체는 70 MWD/kgU 이상까지 경수로용 

핵연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연소될 계획이며, 하나로에서의 총 연소기간은 하나로의 운

전 일정을 고려하면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2-1, 2-2].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조사시험 후에는 핫셀에서 핵분열기체의 방출 및 잔류량 

측정, 소결체의 미세구조 변화, 고 화, 팽윤 및 재배치, 그리고 70 MWD/kgU 이상의 

고연소도에서 소결체 Rim 역에서의 핵분열기체 기포의 생성 및 분포, 결정립의 세

분화 등의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큰 결정립 UO2 소결체가 기존의 UO2 소결체와 비교

하여 고연소도에서의 성능 향상 정도를 정량화하고,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여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성능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큰결정립 UO2 소결체의 

성능향상이 검증되면, 고연소도 핵연료 소결체로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2 조사 시험 일정

   신형 UO2 소결체의 조사시험 일정은 표 2-1과 같다. 2000 년 7 월부터 하나로 조

사시험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 다. 2002년 4 월부터 하나로 조사를 시작하여 약 30 개

월 동안 1 차 조사시험이 수행된다. 1 차 조사기간(2002. 4  ~ 2004. 9) 동안 핵연료의 

연소도는 약 30 ~ 40 MWD/kgU까지 도달될 예정이다. 1 차 조사시험 후, 무계장 캡

슐을 분해하여 2 개의 핵연료봉집합체 중에서 상부의 핵연료집합체는 조사후 시험을 

위해 인출되며, 하부의 핵연료봉집합체는 동일한 설계의 새로운 무계장캡슐에 장전되

어 연소도 70 MWD/kgU까지 추가로 약 30 개월(2005. 1 ~ 2007. 6) 동안 2 차 조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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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 및 조사시험 일정

   1 차 조사시험 : 2002. 4 - 2004. 9 (방출 연소도 ~ 35 MWD/kgU)

   2 차 조사시험 : 2005. 1 - 2007. 6 (방출 연소도 ~ 70 MWD/kgU)

 2.3 조사 시험 조건

신형 UO2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은 정상 가동 조건에서 OR4 조사시험공에서 조

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하나로 조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조사공 : 하나로 OR4 조사공

○ 시험 핵연료봉 선출력

- 정상 운전시의 선출력 :  52 - 23 kw/m

- 가능한 최대 국부 선출력(Hot Spot) :  68.81 kw/m 

○ 냉각수 유량 : 7.45 ㎏/sec

○ 냉각수 압력 : 0.4 ㎫

○ 목표 연소도 : 1 차 조사시험 : ~ 35 MWD/kgU

                2 차 조사시험 : ~ 70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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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조사 전 검사

시험 핵연료의 조사시험 전의 특성 평가를 위해 다음의 검사들이 수행되었다.

○ 외관 검사 : 조사 개시 전에 소결체 및 시험 핵연료봉 부품의 외관 상태와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제원: 조사 후 연소도에 따른 팽윤 현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 전에 

소결체 및 시험 핵연료봉 부품의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한다.

○ 용접된 시험 핵연료봉은 헬륨 누출 검사 등을 수행한다.

○ 핵연료 미세 조직 관찰 : 조사로 인한 핵연료의 미세 구조 변화 등을 조사 

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파괴 분석용 핵연료 시편을 

이용하여  관찰한다.

 - 소결체 도 및 결정립의 크기

 - 소결체 표면 검사 및 표면 조도 등

 2.5 조사 후 시험

하나로에서 조사한 신형 UO2 소결체의 조사후시험은 IMEF 핫셀에서 주로 수행하며 

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결체의 건전성 : 재배치 및 재구조화

  - 핵분열기체 방출 및 잔류량 분포

  - 핵분열생성물 및 연소도 분포

  - 소결체 고 화 및 팽윤

  - 소결체 미세구조 변화

  - 소결체 Rim 역 검사 : 핵분열기체 기포의 생성 및 분포, 결정립 세분화,

                           핵분열기체 방출 및 잔류량, 국부 연소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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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 설계 및 제조

 3.1 시험 핵연료봉 설계

신형 UO2 소결체의 조사 시험을 위한 핵연료봉의 설계는 그림 3.1과 같다. 총 6개 시

험봉들의 식별을 위해 봉단마개에 시험봉 별로 식별부호를 각인하 으며,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U-235 농축도: 4.5 w/o

- UO2 도/결정립 평균 직경 : 3 종류의 UO2 소결체 사용

.95.9 % TD / 8 μm 

.96.1 % TD / 15 μm

.95.9 % TD / 23 μm

- UO2 소결체 외경 / 길이 : 8.19 mm / 9.83 mm

- 피복관 및 봉단 마개 재질: Zircaloy-4

- 시험 핵연료봉 전체길이:  200 ㎜ (Endcap 길이 포함)

- 피복관 외경 및 두께:   9.5 ㎜,   0.57 ㎜

- 피복관/소결체 갭(직경기준) : 0.17 ㎜

- 시험 핵연료봉 내부 가스 및 압력:  He 기체,   1.2 기압

- 시험 핵연료봉 구성: UO2 소결체 5 개, 알루미나(Al2O3) spacer 상하단 

                      각각 1 개, S.S. plenum spring

그림 3-1 시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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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핵연료봉집합체 설계 

핵연료봉집합체에는 그림 3-2와 같이 3 개의 시험 핵연료봉이 장전되며, 시험 핵연료

봉은 알루미늄 재질의 Cooling Block 내로 삽입되어 있다. 핵연료봉집합체에는 결정립 

크기가 서로 다른 UO2 소결체가 각각 장전된 3 개의 시험봉이 결합되어 있으며, 2 개의 

동일한 핵연료봉집합체가 캡슐의 상하에 각각 장전된다. Cooling Block은 냉각수의 국부 

유속을 증가시켜서 시험봉의 냉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험봉은 상단에 누름스프

링이 장착되어 조사기간 중 냉각수의 유량 변화에 따른 시험봉의 상하 움직임을 최소화

하 다. 시험봉의 하부 봉단마개는 시험봉이 조사기간중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

하 다. 핵연료봉집합체 내의 3개 시험봉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하단고정체에 식별 부

호를 각인하 다.

시험핵연료봉의 출력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 중성자흡수재인 Hf 튜브내로 핵연료봉집

합체가 삽입되도록 설계하 다. Hf 튜브는 핵연료봉집합체의 하단고정체까지 삽입된다. 

Hf 튜브의 두께는 최적의 시험봉출력을 위해 상부 핵연료봉집합체의 경우 0.3 mm, 하부 

핵연료봉집합체의 경우 0.6 mm로 설계되었다.

그림 3-2 핵연료봉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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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무계장 캡슐 설계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캡슐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압력 강하 200 kPa 이상

- OR 홀로의 냉각수 유량 12.7 kg/s 이하 

- OR 홀과의 양립성 유지 : 유체 유발 진동으로 인한 마모 방지

  위의 설계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조사 캡슐은 그림 3-3과 같다. 경수로용 

신형 소결체 조사시험용 캡슐은 장기간의 조사기간 중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하나로 OR 홀 내벽과의 접촉 마모가 방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OR 홀 내벽과 조사 

캡슐 외벽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냉각수 유량에 의한 조사 캡슐의 유체 유발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의 설계[1-2]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간 및 고연소도 등의 신형 UO2 소결체 조사시험의 시험 요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캡슐 설계를 개선하 다[3-1].

- Top Guide 스프링 및 하부 누름 스프링 설계 변경

  장기간의 노내 조사기간 동안 중성자 조사에 의해 조사 캡슐의 스프링력이 이완되

는 것을 고려하여, 캡슐에 사용되는 스프링들의 힘을 증가시켰다. 조사 캡슐 상부의 

Inconel Wire 스프링의 개수를 기존의 3개에서 6개로 증가시켰으며, 스프링의 형상을 

보다 단순하고 강하게 개선하 다. 또한 하부의 누름스프링의 강도를 기존의 4.4 

N/mm에서 8 N/mm로 증가시켰다[3-2, 3-3]. 

- Guide Tube 사용

  상부 Inconel 스프링과 OR 홀 외벽과의 장기간의 접촉에 의한 마모 가능성을 제거

하기위해 Guide tube를 설치하여 상부 Inconel 스프링과 Guide tube가 서로 접촉하고, 

Inconel 스프링과 OR 홀 벽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제거하 다. 

- 중성자 흡수재 Hafnium 튜브 사용

  시험봉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중성자흡수재인 Hafnium 튜브를 시험봉집합체의 외

곽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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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조사시험용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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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고정판 및 Guide Arm 설계 변경

  장기간의 조사기간 중, 캡슐 하부의 Guide Arm과 하단고정판(Bottom End Plate)의 

홈과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단고정판의 홈이 있는 안쪽 부분의 재질을 스테인

레스강으로 변경하고 바깥 부분은 알루미늄을 그대로 사용하 다. 하단고정판과 접촉

하는 Guide Arm의 윗 부분은 절삭 가공을 최소화하여 강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유체 

유발 진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단고정판에서의 유로 구멍의 크기 및 배치

를 최적화하 다. 캡슐 하단고정판과 OR홀 내벽과의 접촉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캡슐 

하단고정판의 외경을 기존의 59.3 mm에서 58.3 mm로 감소시켰다. 

- 시험봉 Holddown 스프링 사용

  장기간의 조사시험 기간 중 시험봉의 상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봉의 상

부에 Holddown 스프링을 설치하 다. 

 3.4 노외 검증시험

  설계된 조사 시험용 캡슐의 성능을 사전에 시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외 검증시

험을 수행하 다[3-4, 3-5]. 

  -  압력강하 측정

조사 시험용 캡슐의 압력강하 시험은 내구성시험 전후 각 2회씩 4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무계장 캡슐 전체 압력강하량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 

200 kPa의 압력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약 7.45 kg/s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하나로 제

한조건인 12.7 kg/s 이하를 만족하 다[3-6].

  -  진동 측정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에 대한 진동시험은 유량을 1 kg/s 간격으로 증가

시키면서, 내구성 시험전후 각각 수행하 다.  시험결과, 캡슐의 최대 진동변위는 30.5 

㎛ 다. 참고로 국산 하나로용 18봉 핵연료집합체의 최대 진동변위는 약 80 ㎛ 으

며, DUPIC Irradiation Test Rig-002의 최대 진동변위는 54 ㎛ 다. 따라서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진동변위는 하나로 제한조건인 300 ㎛ 이하의 범위를 충분

히 만족하 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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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성 시험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내구성 실험은 순환수 온도 40 ℃ 및 200 kPa 

압력강하 유발유량인 7.45 kg/s의 110%인 8.19 kg/s 조건에서 103일 17시간 실시되었

다. 내구성시험에 앞서 부품의 무게 및 3차원 제원측정을 하 으며, 시험 후 동일방법

으로 무게 및 3차원 제원측정을 수행하 다. 내구성실험은 매 24시간마다 진동의 변화

를 육안 관찰하 으며, 내구성시험의 초기 10일, 그리고 이후 매 30일마다 총 4회에 

걸쳐 무계장 캡슐을 인출하여 캡슐 외부면에서의 마모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 다.  육안 관찰의 결과, 인식할 만한 마모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구성 시험 종

료 후에는 캡슐을 분해하여 캡슐의 부품들의 건전성과 마모 정도를 전자광학현미경으

로 검사하 는데,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마모는 발생하지 않았다[3-7]. 따라서 조사 캡

슐의 내구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제조 및 품질 보증

신형 UO2 소결체, 시험핵연료봉 및 조사시험용 캡슐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품질 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 기술시방서 

   - 신형 핵연료 이산화우라늄 소결체 (APFCAP-TS-01)

○ 공정시방서 

   - 조사시험용 신형 핵연료 소결체 제조 (APFCAP-PRS-01)

   - 조사시험용 연료봉단 용접 (APFCAP-PRS-01)

○ 품질관리 지침서 

   - 조사시험용 신형핵연료 소결체 특성검사 (APFCAP-QCI-01)

   - 봉단 마개 용접 부위 조직 검사 (APFCAP-QCI-02)

   - 봉단마개 용접부위 인장시험 (APFCAP-QCI-03)

   - 조사시험 연료봉 칫수검사 (APFCAP-QCI-04)

   - 조사시험용 연료봉 He 누출 검사 (APFCAP-QCI-05)

위와 같은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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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항목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소결체 및 시험 핵연료봉이 제조되었

며, 상세 설계 및 제조 사항은 다음의 제조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 조사시험용 신형 핵연료 소결체 제조 보고서 (APFCAP-FR-01)

○ 조사시험용 연료봉단마개 용접 자격인증 보고서 (APFCAP-PQT-01)

신형 UO2 소결체 조사 캡슐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다음의 품질 관리 지침서에 따라 조립과 조립 후 검사를 실시하 다.

○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설계 및 제작[3-8]

○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노외 시험용 무계장캡슐 제작보고서(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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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로 조사시험 안전성 평가

 4.1 안전성 분석 방법론

하나로를 이용한 신형 UO2 소결체 조사 시험은 무계장 캡슐형태로 수행된다.  이에 

따라, 정상 상태 원자로 조건에서 신형 UO2 소결체 조사시험용 캡슐의 핵적, 열수력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 분석과 사고 상태에서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핵적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 예상되는 하나로 운전 조건에 대한 제어봉 위

치 변화에 따른 선출력 변화이다. 기본적인 분석 대상 노심은 현재 운전중인 노심과 

같은 완전 장전 노심이며, 노심 출력은 24 MW이다. MCNP 분석 결과를 하나로의 노

심 관리 계산 체계(이하 HANAFMS라 함)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HANAFMS의 오차를 평가하 다. 현재 운전중인 연소 노심에 대한 HANAFMS의 

분석 결과와 HANAFMS의 오차를 적용하여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 캡슐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을 도출하 다.

  핵연료 캡슐의 조사 시험은 현재 출력 24 MW에 장전되어 30 MW로 출력이 상승

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출력 상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출력 

상승 시점에서의 최대 선출력을 도출하 다. 핵연료 캡슐은 오랜 시간 조사되기 때문

에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조사 시험의 개념이 이용된다. 2단계 조사 

시험은 첫 번째 캡슐에 시험 핵연료봉 6개를 넣어 ~ 35 MWD/kgU 연소도까지 조사

시킨 후 3개를 인출하여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핵연료봉은 첫 번째 캡슐에

서 중성자 흡수막으로 사용한 Hf(Hafnium) 튜브가 없는 새로운 캡슐에 넣어 70 

MWD/kgU 연소도까지 조사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Hf을 제거하면 선출력이 

증가하므로 이 때의 최대 선출력을 평가하 다. 핵연료 캡슐이 장전되는 시점 및 30 

MW로 출력 상승되는 시점, Hf을 제거하여 선출력이 증가하는 시점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기간에서 핵연료 캡슐의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출력을 도출하 다.

 4.2 시험 핵연료 핵적 특성 분석

  4.2.1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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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물에 대한 반응도 제한은 하나로의 운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연

료 캡슐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4-1].

“ 2.3.2.4 노심에 장전하는 한 개의 실험물이 인출, 삽입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노심

에 삽입되는 정반응도는 12.5 mk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험물의 인출, 삽입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노심 내의 정반응도 삽입량

을 분석하여 운전 제한 조건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 다. 모의 다발이 장

전되어 있는 조사공에 캡슐이 장전됨으로써 삽입되는 반응도 변화량을 MCNP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12.5 mk 이하임을 확인하 다.

   기계적 설계에서 핵연료 캡슐의 파손을 방지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캡슐이 파손

되어 모두 출구로 나가고 그 자리에 냉각수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의 향을 분

석하 으며 역시 12.5 mk 이하임을 확인하 다. 다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캡슐 장전에 따른 반응도값 :  1.74 mk

- 캡슐 파손시의 반응도값 : -0.74 mk

   따라서, 캡슐의 설계는 운 기술지침서의 반응도 제한을 만족한다.

  4.2.2 선출력 분석

  핵연료 캡슐은 OR4 홀에 장전되어 조사될 예정이므로 이 조사공에 핵연료 캡슐이 

장전되어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하 다. 노심의 장전 모형은 완전 장전 노심이며 새 핵

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새 핵연료 노심과 연소된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운전 노심

에 대하여 선출력을 분석하 다.

  새 핵연료 노심에서의 시험 핵연료봉의 선출력은 MCNP와 HANAFMS로 계산하

다. MCNP는 기하학적인 모델링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속에너지의 핵자료를 사

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가능하나 연소 노심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HANAFMS는 연소 노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하학적인 모델링

에 제한을 받는다. 두 가지 코드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비교 가능한 새 핵

연료 노심에 대하여 MCNP와 HANAFMS로 계산하여 HANAFMS의 오차를 평가하

고 연소된 노심에 대하여는 HANAFMS로 선출력을 평가하 다.

  핵연료 캡슐의 조사 시험은 노심 출력 24 MW에 장전되어 30 MW로 출력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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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출력 상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출력 

상승 시점에서의 선출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핵연료 캡슐은 가연성 독물질을 사

용하므로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연성 독물질의 연소가 지나

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사 시험 초기보다 이후에 선출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조사 시험에서 Hf을 제거하고 계속 조사 시험을 할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력 상승에 의한 향 및 연소 특성, 

Hf 제거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ELIOS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운전 조건에서의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를 분석하 다.

    1) 새핵연료 노심에서의 MCNP와 HANAFMS의 선출력 비교

  각 시험 핵연료봉의 길이는 5 cm로 HANAFMS의 축방향 분석 단위와 일치하며  

HANAFMS로 분석할 때는 이 길이에 대한 선출력만 얻을 수 있다. 짧은 길이이지만 

이 길이에서의 선출력 변화는 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길이 단위로 선출력을 먼저 알

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MCNP를 사용하여 하나의 소결체 길이 단위(∼1 cm)로 선출

력을 계산하 다.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하여 원자로 운전 중의 평균적인 제어봉 위치 

450 mm에서 계산한 상대 출력비를 표 4-1 및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및 그림 4-1에 나타낸 MCNP 계산 결과로부터 선출력 변화가 매우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HANAFMS로 계산한 5 cm 단위의 선출력은 1 cm 단위의 선출

력을 평균한 것에 해당한다.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 cm 단위의 선출

력 효과가 적절히 반 되어야 한다. 핵연료 소결체들의 평균 선출력에 대하여 가장 높

은 선출력의 비를 hot spot factor로 한다면 1 cm 단위의 선출력 효과를 제대로 반

하기 위해서는 이 hot spot factor를 알아야 한다. 이 hot spot factor는 HANAFMS의 

모델링의 한계로 MCNP로 밖에 구할 수 없으므로 각 제어봉 위치에 대하여 MCNP 

계산을 필요로 한다. 또한 HANAFMS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HANAFMS의 계산

을 필요로 한다.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하여 MCNP와 HANAFMS로 계산한 결과는 표 

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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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해 MCNP로 계산한 1 cm 단위의 상대 출력비

(제어봉 위치: 450 mm, fsd: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

  핵연료 위치:  위,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축방향
 위치(cm)

봉 1 fsd 봉 2 fsd 봉 3 fsd 전체

10.5
11.5
12.5
13.5
14.5

1.18
1.02
0.96
0.94
0.99

0.0127
0.0134
0.0140
0.0143
0.0140

1.10
0.96
0.90
0.90
0.95

0.0130
0.0138
0.0142
0.0145
0.0145

1.15
1.04
0.97
0.93
1.00

0.0128
0.0135
0.0138
0.0141
0.0140

최소
최대
평균

0.94
1.18
1.02

0.90
1.10
0.96

0.93
1.15
1.02

0.90
1.18
1.00

  핵연료 위치: 아래,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축방향
 위치(cm)

봉 1 fsd 봉 2 fsd 봉 3 fsd 전체

-14.5
-13.5
-12.5
-11.5
-10.5

1.15
1.05
1.01
1.03
1.14

0.0114
0.0118
0.0121
0.0119
0.0116

1.03
0.91
0.90
0.92
0.99

0.0121
0.0127
0.0129
0.0127
0.0126

1.04
0.94
0.93
0.94
1.02

0.0120
0.0125
0.0128
0.0126
0.0123

최소
최대
평균

1.01
1.15
1.08

0.90
1.03
0.95

0.93
1.04
0.97

0.90
1.15
1.00

  

그림 4-1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해 MCNP로 계산한 1 cm 단위의 상대 

출력비 (제어봉 위치: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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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한 MCNP와 HANAFMS의 선출력 비교

  MCNP로 계산한 선출력과 hot spot factor

핵연료

위치

제어봉

(mm)
봉 1 봉 2 봉 3 평균 최대 fsd

hot spot 

factor

위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27.53
29.54
32.39
32.85
36.65
40.17
41.42
41.43

27.94
29.73
29.50
31.45
35.50
37.48
37.19
38.84

32.48
30.16
31.16
32.25
37.31
37.55
39.10
38.44

29.31
29.81
31.01
32.18
36.49
38.40
39.24
39.57

38.15
35.30
36.18
36.47
43.35
45.16
46.21
43.79

0.0471
0.0435
0.0421
0.0419
0.0403
0.0386
0.0366
0.0377

1.30
1.18
1.17
1.13
1.19
1.18
1.18
1.11

아래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41.44
40.60
40.77
39.72
38.99
37.87
36.41
35.91

36.30
37.24
36.20
35.97
33.93
33.14
33.37
31.20

36.79
38.35
37.54
37.13
35.28
34.63
32.86
33.25

38.18
38.73
38.17
37.61
36.06
35.21
34.21
33.45

48.30
42.85
43.67
42.90
40.21
42.37
41.56
39.43

0.0367
0.0368
0.0365
0.0377
0.0375
0.0377
0.0372
0.0383

1.27
1.11
1.14
1.14
1.11
1.20
1.21
1.18

  HANAFMS로 계산한 선출력과 상대 오차

핵연료

위치

제어봉

(mm)
봉 1 봉 2 봉 3 평균

상대 오차(%)
=(HANAFMS의 평균/MCNP의 평균

- 1)*100

위

350
400
450
500
550
600

30.07
31.33
33.65
37.25
39.70
41.03

27.05
28.18
30.27
33.51
35.71
36.91

28.97
30.18
32.41
35.89
38.25
39.53

28.70
29.90
32.11
35.55
37.89
39.16

-3.72 
-3.60 
-0.23 
-2.57 
-1.33 
-0.21 

아래

350
400
450
500
550
600

39.65
39.27
38.39
37.31
36.20
35.19

35.26
34.92
34.14
33.18
32.19
31.29

38.02
37.66
36.82
35.78
34.71
33.74

37.64
37.28
36.45
35.42
34.37
33.40

-2.80
-2.33
-3.08
-1.78
-2.40
-2.37

    2) 운전 노심에서의 선출력 비교

  운전 노심에서의 시험 핵연료의 선출력 계산은 13-2-4주기 노심의 OR4 위치에 핵

연료 캡슐이 장전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수행하 다. 운전 노심에 대한 MCNP 계산은 

할 수 없으므로 HANAFMS로 계산하 다. 운전 노심에서의 선출력은 Xe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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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Xe 평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핵연료 캡슐의 선출력도 Xe이 없는 상태와 Xe 

평형 상태에 따라 선출력이 달라진다. 핵연료 캡슐의 시험 핵연료봉만 평가할 때 시

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은 Xe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Xe 평형에 도달하면 선출

력이 낮아진다. 그러나 전체 노심이 Xe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노심의 평균 중성자

속이 높아지므로 시험 핵연료봉의 중성자속도 높아진다. 전체 노심과 시험 핵연료봉

에서 Xe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은 거의 같다. 노심이 Xe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노심 

전체의 중성자속이 높아지더라도 시험 핵연료봉은 Xe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선출력

은 낮아질 것이므로 결국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Xe의 

향을 추가적으로 반 될 수 있도록 노심은 Xe 평형에 있고 시험 핵연료봉은 Xe이 

없는 상태로 시험 핵연료봉의 선출력을 계산하 으며 표 4-3에 나타내었다.

표 4-3  Xe 포화 상태의 운전 노심에 대한 선출력(kW/m)
           *   : 상대 오차 = abs(HANAFMS의 평균/MCNP의 평균-1)

           ** : 최대 선출력 = 평균 * hot spot factor * (1+MCNP의 fsd) * (1+상대 오차)

  핵연료 위치:  위,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제어봉

(mm)
봉 1 봉 2 봉 3 평균

hot spot

factor

MCNP의

fsd

상대

오차
*

최대

선출력
**

350

400

450

500

550

600

38.16

39.77

42.84

47.72

51.12

52.97

34.31

35.76

38.53

42.92

45.97

47.63

36.76

38.31

41.27

45.97

49.24

51.02

36.41

37.95

40.88

45.54

48.78

50.54

1.18

1.17

1.13

1.19

1.18

1.18

0.0435

0.0421

0.0419

0.0403

0.0386

0.0366

0.0372

0.0360

0.0023

0.0257

0.0133

0.0021

46.67

47.79

48.38

57.73

60.36

61.83

  핵연료 위치: 아래,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제어봉

(mm)
봉 1 봉 2 봉 3 평균

hot spot

factor

MCNP의 

fsd

상대

오차
*

최대

선출력
**

350

400

450

500

550

600

47.69

47.37

46.24

44.71

43.05

41.46

42.40

42.11

41.10

39.75

38.27

36.85

45.73

45.42

44.34

42.87

41.28

39.75

45.27

44.96

43.89

42.44

40.86

39.35

1.11

1.14

1.14

1.11

1.20

1.21

0.0368

0.0365

0.0377

0.0375

0.0377

0.0372

0.0280

0.0233

0.0308

0.0178

0.0240

0.0237

53.39

54.56

53.56

49.97

52.25

50.75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가 600 mm일 때 위에 위치한 핵연료에서 61.83 kW/m

로 평가되었다. 핵연료 캡슐 장전 시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출력은 

HANAFMS로 계산한 Xe 평형 상태에서의 평균 선출력값, HANAFMS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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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hot spot factor, hot spot 위치에서의 MCNP의 상대 통계 오차 및 HANAFMS

와 MCNP의 상대 오차를 모두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3) 연소 특성

  상대적으로 짧은 조사 시간에 높은 연소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중성자 차단막의 형

태로 가연성 독물질로서 Hf을 사용하 다. 가연성 독물질의 연소가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사 시험 초기보다 이후에 선출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다. 가연성 독물질의 연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소에 따른 시험 핵연료봉의 

선출력 변화를 HELIOS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원자로 출력 24 MW에서 평균적인 

제어봉 위치 450 mm에서의 평균 선출력으로 연소 계산을 하 으며 계산 결과는 조

사일과 함께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  24 MW의 출력으로 계속 조사하는 경우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에 따른 선출력의 변화에서 선출력은 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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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 가연성 독물질로 사용한 Hf는 하나로의 제어봉 및 정지봉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로 연소 초기에 향을 조금 받고 이후에는 독작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가연성 독물질의 조기 연소에 따른 연소 중기 또는 후기에 선출력이 높아

지는 현상은 없다.

    4) 출력 상승에 의한 향

  하나로 출력 운전 계획에 따르면 핵연료 캡슐의 조사 시험 중에 노심 출력이 24 

MW에서 30 MW로 상승된다. 선출력은 노심 출력 준위에 비례하므로 선출력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출력 상승 시점이 중요하다. 핵연료 캡슐의 1차 조사 시험은 

2002년 3월에 장전하여 2004년 8월경에 인출하는 일정을 가정하여 분석하 다. 이 기

간 동안의 출력 운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O 2002년도 운전 계획: 3984 MWD, 160일 

- 24 MW: 3, 4, 5, 6, 7, 8, 9월

- 26 MW: 10월

- 28 MW: 11월

- 30 MW: 12월

- 24 MW 조사일: 9개월(3∼11월)×30일/1개월×160일/365일 = 118.4일

- 30 MW 조사일: 1개월(12월)×30일/1개월×160일/365일 = 13.2일

O 2003년도 운전 계획: 5190 MWD, 173일

- 30 MW 조사일: 173일

O 2004년도 운전 계획: 7560 MWD, 252일

- 30 MW 조사일: 8개월(1∼8월)×30일/1개월×252일/365일 = 165.7일

O 전체 조사일: 118.4+13.2+173+165.7=470.3일

- 24 MW 조사일: 118.4일

- 30 MW 조사일: 351.9일 

  30 MW로 출력을 증가시키는 시점은 핵연료 캡슐을 장전하여 118.4일이다.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출력은 연소에 따라 떨어지므로 118.4일 이전에 출력을 올

린다고 가정하면 보수적인 선출력 평가가 된다. 조사 시작 후 약 110일경에 출력을 

올릴 때 제어봉 위치 450 mm에서 평균적인 선출력은 그림 4-3 및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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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사시작 후 110일경에 출력을 증가(24-->30 MW)시켜 조사하는 경우

표 4-4  연소도에 따른 평균 선출력(kW/m)

  핵연료 위치:  위,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연소도

(MWD

/MTU)

선출력(kW/m) 조사일

(일)

원자로 

출력

(MW)봉 1 봉 2 봉 3 평균

0(No Xe)

0(Eq. Xe)

7500

8750

10000

42.84

42.01

38.62

47.53

46.76

38.53

37.78

35.10

43.30

42.70

41.27

40.47

37.26

45.87

45.14

40.88

40.08

36.99

45.57

44.86

0.0

0.0

93.7

110.1

123.4

24

24

24

30

30

  핵연료 위치: 아래,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연소도

(MWD

/MTU)

선출력(kW/m) 조사일

(일)

원자로

출력

(MW)봉 1 봉 2 봉 3 평균

0(No Xe)

0(Eq. Xe)

7500

10000

11250

46.24

45.36

42.34

51.53

50.79

41.11

40.32

38.02

46.47

45.91

44.34

43.50

40.63

49.47

48.78

43.90

43.06

40.33

49.16

48.49

0.0

0.0

86.8 

116.8

129.1 

24

24

24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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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f 튜브 제거의 향

  2차 조사 시험에서는 1차 조사 시험에서 중성자 차단막으로 사용한 Hf 튜브가 제

거된 상태로 1차 조사 시험에 사용된 핵연료봉이 계속 조사될 예정이다. Hf 튜브를 

제거하면 핵연료봉의 선출력이 높아지는데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는 2차 조사 시험을 

시작할 시점에서의 핵연료봉 연소도에 달려 있다. 하나로 출력 운전 계획에 따른 1차 

조사 시험 계획은 470일 정도 조사시킬 예정이다. 470일 이전에 1차 조사 시험을 끝

내고 2차 조사 시험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선출력을 평가하면 보수적인 평가가 된

다. 조사일 453일 경에 이르 을 때에 1차 조사 시험을 끝내고 2차 조사 시험을 한다

고 가정할 경우에 제어봉 450 mm에서의 평균 선출력 변화는 표 4-5와 같다.

표 4-5  Hf 제거에 따른 평균 선출력 변화
(핵연료 위치: 아래, 축방향 소결체의 중심: -12.5 cm)

연소도

(MWD

/MTU)

선출력(kW/m) 조사일

(일)

원자로 
출력
(MW)

Hf

유무
비고

봉 1 봉 2 봉 3 평균

37500 28.11 27.16 27.08 27.45 453 30 있슴
1차
조사
시험

37500 46.74 46.61 45.44 46.26 0.0 30 없슴
2차
조사
시험

  Hf 제거에 의한 선출력 증가는 약 1.69배에 이른다. 출력 증가와 Hf 제거가 이루어

질 때의 평균적인 선출력과 조사일은 그림 4-4와 같다.

    6)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출력

  그림 4-4를 보면 핵연료 캡슐의 전체 조사 기간에서 최대 선출력은 장전하는 시점

이 아닌 출력을 올리는 시점에서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4와 같이 평균적인 

제어봉 위치에서 평균 선출력을 알고 있으므로 표 4-3으로부터 제어봉 위치 450 mm

에서 평균 선출력과 최대 선출력의 비를 얻어 특정 연소도에서 최대 선출력을 평가

할 수 있다. 표 4-3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핵연료 위치에 따른 평균과 최대 선출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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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각각 1.51(=61.83/40.88, 핵연료 위치: 위) 및 1.24(=54.56/43.89, 핵연료 위치: 아

래)이다. 최대 선출력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최대 선출력(핵연료 위치: 위)   : 68.81 kW/m = 1.51×45.57 kW/m

- 최대 선출력(핵연료 위치: 아래) : 60.96 kW/m = 1.24×49.16 kW/m

따라서, 핵연료 캡슐이 장전되는 시점 및 30 MW로 출력 상승되는 시점을 포함한 전

체 기간에서 핵연료 캡슐의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출력은 68.81 kW/m이

다.

그림 4-4  전체 조사 기간에서의 평균 선출력 변화와 조사일

 4.3 시험 핵연료봉 연소 거동 분석

  조사시험용 캡슐의 상하에 각각 위치한 핵연료집합체에는 각각 3 개의 시험봉이 장

전되어 있다. 상부 핵연료집합체는 453 EPD(Effective Power Day) 동안 연소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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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고, 하부 핵연료집합체는 453 EPD 연소후 외부의 Hafnium 중성자흡수 튜브를 

제거한후 하나로에 다시 장전되어 총 1033 EPD까지 연소될 예정이다. 상부 핵연료집

합체내의 시험봉(Low burnup rod)과 하부 핵연료집합체 시험봉(High burnup rod)의 

정상 연소시의 최대 예상 출력이력은 그림 4-5와 같다. 조사시험 초기에는 하나로의 

노심출력이 24 MW이며 110 EPD 부터는 30 MW로 증가된다고 가정하 다. 상부 핵

연료집합체 시험봉(Low burnup rod)의 방출연소도는  35 MWD/kgU 정도이며, 하부 

핵연료집합체 시험봉(High burnup rod)의 방출 연소도는 70 MWD/kgU 정도로 예상

된다. 이들 시험봉들이 정상적으로 연소될 때의 선출력 범위는 230 - 516 w/cm으로

써, 핵연료봉성능분석코드인 CARO[4-2]로 분석한 결과, 핵연료의 중심온도는 688 - 

1724 ℃ 으며, 피복관의 표면 온도는 66 - 9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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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상 연소시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예상 출력이력

  방출연소도가 70 MWD/kgU인 하부 핵연료집합체 시험연료봉(High burnup rod)의 

연소 거동을 분석한 결과, 방출되는 핵분열 기체를 수용하기 위해 시험봉 설계시 충분

한 플레넘 공간이 있도록 하 기 때문에 연소도 70 MWD/kgU까지 시험봉의 내부압

력은 4 bar이하로써 항상 냉각수 압력보다 작아서, 시험봉의 설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

하 다. 시험봉 피복관의 부식은 피복관의 표면온도가 125 ℃ 이하로써, 상용 가압경

수로의 300 - 350 ℃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부식량은 5 micron이하로써 아주 작은 것

으로 나타나, 피복관 부식기준인 100 ㎛를 충분히 만족한다. 시험봉 피복관의 조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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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0.2 %이하로써 조사 성장량은 0.4 mm이하이다. 또한 하나로 노심 냉각계통의 압

력이 4 bar로써 낮기 때문에, 조사기간중의 시험봉의 기계적 건전성은 충분한 여유도

를 가지고 유지된다.

  캡슐의 하나로 조사기간 중 하나로 노심의 제어봉의 이동 등에 따른 과도 상태시 

최대로 예상되는 출력은 68.81 kw/m이다. 이때의 시험봉의 최대 온도는 2333 ℃ 이하

로써 핵연료 용융온도인(2837 ℃) 보다 낮았으며, 피복관의 표면 온도는 118 ℃ 로써 

ONB 기준 125 ℃ 보다 낮다.

  따라서 시험봉들은 1 차 조사시험 기간 453 일(EPD) 동안 연소도 35 MWD/kgU를 

달성하고, 2 차 조사시험 종료일 1033 일(EPD)까지 연소도 70 MWD/kgU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연소시험 기간 중 상용로와 유사한 조건에서 연소되고, 시험봉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4.4  하나로 사고상태시의 안전성 분석

  4.4.1 개요

   하나로에서 수행될 신형 UO2 소결체의 조사 시험에 대해 시험 핵연료의 건전성 및 

노심 안전성 향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열수력 측면에서는 정상 운전 및 과

도 시 아래 사항의 평가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 

      - 시험봉 표면에서의 기포 생성 여부

      -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와 용융점 비교

      - 과도시 MDNBR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MARS[4-3]을 이용하여 신형 핵연료 조사시 원자로 상

태에 따른 MDNBR 및 핵연료 온도 거동을 분석하 다[4-4, 4-5].

  4.4.2 계산 모델 및 가정

   - 하나로 노심 입, 출구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신형 핵연료 캡슐 장전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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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 

   - 상, 하 2부분과 각 부분 3개의 시료가 조사되나 채널간 냉각수 교환이 없으므로 

     단일 채널로 모델. 

   - 채널 유량은 신형 핵연료 캡슐의 수력 시험에 의한 7.447 kg/s를 사용함.

   - 최대 가능 선출력은 68.81 kW/m.

   - CHFR은 신형 핵연료 조사 조건과 유사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Savannah   

     River 상관식을 사용하 으며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4-6].

              qchf=153600(1+0.0515V)(1+0.069ΔTi)   Btu/hr/ft
2

               ․ 사용 가열봉 직경 ; 1.27 cm, 1.91 cm, 2.54 cm 

               ․ 유속 ; 4.6 ∼ 19.5 m/s

               ․ Subcooling ; 4℃ ∼  89℃

               ․ 압력 ; 2 ∼ 6.5 bar  

   - 계산에 사용된 MARS 코드의 입력자료는 표 4-6과 같다. 

    

  4.4.3 안전성 평가

   1)  계산 결과 

   하나로에서는 출력 상승의 경우 제어봉 인출 사고와 냉각 능력 저하의 경우 펌프

축 고착 사고 두 가지 대표적인 사고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다른 사고에 대해서

도 노심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 과도 상태에 대해서는 

이들 두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하 다. 계산 결과는 표 4-7과 같다.

① 정상 운전

   정상 운전 시 신형 핵연료의 중심 최고 온도는 2486 ℃로써 UO2 소결체의 용융온

도(2837℃) 보다 낮고 표면 온도(110℃)도 ONB 발생 온도(125℃) 이하로 유지되므로 

운전 중 핵연료 표면에서 기포 발생 염려는 없다. 핵연료내 온도 분포는 그림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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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시험 핵연료 안전성 계산을 위한 MARS 코드 입력자료

*******************************************************
*   New fuel irradiation test : Pump seizure              *
*******************************************************
=evaluation of new fuel irradiation test 
*
1  89 * 89 is applied to use a Knoebel CHF correlation 
100 new  transnt
*
101 run
*
102 si  si
*
105 10.  20.
*******************************************************
*                                                     *
*               time step cards                       *
*                                                     *
*******************************************************
*
201  60.0   1.e-6   0.10   003   60 0500 0500
202  61.0   1.e-6   0.05   003   02 0500 0500
203  62.0   1.e-6   0.01   003   01 0500 0500
204  63.0   1.e-6   0.1    003   01 0500 0500
205  70.0   1.e-6   0.1    003   10 0500 0500
******************************************************
*              minor edit variables                   *
*******************************************************
*
301  httemp 200000201  500. 3500.
302  httemp 200000206  
303  httemp 200000207  
304  httemp 200000208  100.  500.
*303  tempf  200060000
*304  hthtc  200000601
*305  htchf  200000201
*306  p      200060000
305  mflowj 200060000
306  mflowj 201000000
307  cntrlvar, 1
*
500 time   0           ge   null    0      0.0      l  -1.0
600 501
501 httemp  200000606  ge   null    0    3142.2     l  -1.0
*
***  lower plenum
*
1000000  lplenum  tmdpvol
1000101  0.454   0.27   0.0   0.0  90.0   0.27   4.6e-5   2.0   00010
1000200  3
1000201  0.0    4.06e5  308.15
1000202  1000.  4.06e5  308.15
*
***  inlet junction
*
*1500000  inlet  sngl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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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01  100000000  198000000  0.0   5.3  5.3  10100
*1500201  1   10.5  0.0   0.0
*
1500000  inlet   tmdpjun
1500101  100000000  198000000  0.0
1500200  1
1500201  0.0    7.447  0.0  0.0
1500202  60.0   7.447  0.0  0.0
1500203  60.1   6.901  0.0  0.0
1500204  60.2   6.497  0.0  0.0
1500205  60.3   6.139  0.0  0.0
1500206  60.4   5.851  0.0  0.0
1500207  60.5   5.608  0.0  0.0
1500208  60.6   5.394  0.0  0.0
1500209  60.7   5.202  0.0  0.0
1500210  60.8   5.029  0.0  0.0
1500211  60.9   4.868  0.0  0.0
1500212  61.0   4.717  0.0  0.0
1500213  61.1   4.576  0.0  0.0
1500214  61.2   4.448  0.0  0.0
1500215  61.3   4.338  0.0  0.0
1500216  61.36  4.295  0.0  0.0
1500217  61.37  4.293  0.0  0.0
1500218  61.38  4.291  0.0  0.0
1500219  61.39  4.294  0.0  0.0
1500220  61.4   4.300  0.0  0.0
1500221  61.42  4.327  0.0  0.0
1500222  61.47  4.718  0.0  0.0
1500223  61.5   4.804  0.0  0.0
1500224  61.57  4.649  0.0  0.0
1500225  61.67  4.667  0.0  0.0
1500226  61.77  4.666  0.0  0.0
1500227  61.87  4.727  0.0  0.0
1500228  61.97  4.688  0.0  0.0
1500229  62.07  4.699  0.0  0.0
1500230  62.17  4.718  0.0  0.0
1500231  62.27  4.739  0.0  0.0
1500232  62.37  4.730  0.0  0.0
1500233  62.62  4.733  0.0  0.0
1500234  62.87  4.734  0.0  0.0
1500235  63.0   4.734  0.0  0.0
1500236  99.0   4.734  0.0  0.0
*
*  irradiation section
*
1980000  encor branch
1980001  1  1
1980101  2.5490e-3 0.28  0.0   0.0  90.0   0.28  4.60e-5   0.0401    00
1980200  3  3.24e5 308.15
1981101  198010000  203000000  0.0  11.3   11.3  10100  
1981201  1.5   0.0  0.0
* 
1990000  encorj sngljun
1990101  198010000  200000000  0.0   0.8   0.8  10100
1990201  1  6.0     0.0  0.0
*
2000000  fuel  pipe
2000001  9
2000101  1.661e-3    1
2000102  0.7862e-3   8
2000104  1.661e-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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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01  0.20085     1
2000302  0.00983     6
2000303  0.2         7
2000304  0.04915     8
2000305  0.20085     9
2000401  0.0         9  
2000601  90.0        9
2000701  0.20085     1
2000702  0.00983     6
2000703  0.2         7
2000704  0.04915     8
2000705  0.20085     9
2000801  4.6e-5  46.0e-3   1
2000802  4.6e-5  6.40e-3   8
2000803  4.6e-5  46.0e-3   9
2000901  0.7   0.7      1
2000902  0.0   0.0      2
2000903  0.0   0.0      5
2000904  0.7   0.7      6
2000905  0.7   0.7      7
2000906  0.7   0.7      8
2001001  00             9
2001101  00100          8
2001201  3  2.2787e5  315.15  0.  0.  0.  9
2001300  1
2001301  6.0  0.0  0.0  8
*
2030000  fuel-2 snglvol
2030101  0.364e-3  0.7  0.0   0.0  90.0  0.7  4.60e-5   0.004   00
2030200  3  0.232e6 318.15
*
2010000  fuelout  sngljun
2010101  200010000  202000000  0.0  0.9   0.9   10100
2010201  1    6.0   0.0  0.0
*
2020000  excor branch
2020001  1   1
2020101  2.626e-3  0.14 0.0   0.0  90.0  0.14  4.60e-5   0.044   00
2020200  3  0.232e6 318.15
2021101  203010000  202000000  0.0   0.9    0.9   10100
2021201  1.5   0.0  0.0
*
2500000  outlet  sngljun
2500101  202010000  300000000  0.0   0.5   0.5   10100
2500201  1    7.5   0.0  0.0
*
*** upper plenum
*
3000000  uplenum  tmdpvol
3000101  0.391   0.61   0.0   0.0  90.0   0.61  4.6e-5   0.66464   00100
3000200  3
3000201  0.0    1.96e5  315.0

*********************************************************************
* heat slabs                                                    *
**********************************************************************
*
* fuel
*
12000000   9        8        2     0   0.0
120001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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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101   5        4.0960e-3
12000102   1        4.1785e-3
12000103   1        4.7500e-3
12000201   1        5
12000202   2        6
12000203   3        7
12000301   1.0      5
12000302   0.0      6
12000303   0.0      7
12000400   0
12000401   990.0  6
12000402   400.0  8
12000501   0              0     0      1    0.20085 1
12000502   0              0     0      1    0.00983 6
12000503   0              0     0      1    0.2     7
12000504   0              0     0      1    0.04915 8
12000505   0              0     0      1    0.20085 9
12000601   200010000      0     106    0    0.017974    1
12000602   200020000  10000     106    0    0.000876867 6
12000603   200070000      0     106    0    0.017898    7
12000604   200080000      0     106    0    0.0043984   8
12000605   200090000      0     106    0    0.017974    9
12000701   200    0.0     0.0   0.0    1
12000702   200    0.11267 0.0   0.0    2
12000703   200    0.09739 0.0   0.0    3
12000704   200    0.09166 0.0   0.0    4
12000705   200    0.08975 0.0   0.0    5
12000706   200    0.09453 0.0   0.0    6
12000707   200    0.0     0.0   0.0    7
12000708   200    0.5140  0.0   0.0    8
12000709   200    0.0     0.0   0.0    9
12000901   0.0  0.1004  0.5996  0.0   0.0   0.0   0.0   1.0   1
12000902   0.0  0.225   0.475   0.0   0.0   0.0   0.0   1.0   6
12000903   0.0  0.475   0.225   0.0   0.0   0.0   0.0   1.0   7
12000904   0.0  0.575   0.125   0.0   0.0   0.0   0.0   1.0   8
12000905   0.0  0.5996  0.1004  0.0   0.0   0.0   0.0   1.0   9
*****************************************************
*         power table
*****************************************************
20220000  power  500  1.0     18010.18 
20220001      -1.0            1.0
20220002       0.0            1.0
20220003      60.0            1.0
20220004      61.37           1.0
20220005      61.42           0.98921
20220006      61.47           0.9588
20220007      61.57           0.81744
20220008      61.67           0.60977
20220009      61.77           0.46395
20220010      61.87           0.37095
20220011      61.97           0.30743
20220012      62.07           0.264
20220013      62.17           0.23405
20220014      62.27           0.21396
20220015      62.37           0.2029
20220016      62.62           0.19536
20220017      62.87           0.18876
20220018      63.0            0.18
20220019      65.0            0.16
20220020      70.0            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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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ion type and data format                                     *
************************************************************************
20100100       tbl/fctn       1       1     * fuel
20100200       tbl/fctn       1       1     * helium gas
20100300       tbl/fctn       1       1     * zrcalloy-2
************************************************************************
* thermal conductivity data  and volumetric heat capacity data         *
* versus temperature for above composition                             *
************************************************************************
*
* fuel (UO2)
*
*        temperature    thermal conductivity
*
20100101     300.0      7.64536
20100102     500.0      6.34628
20100103     700.0      5.41168
20100104    1000.0      4.46598
20100105    1500.0      3.49013
20100106    2000.0      2.76960
20100107    2500.0      2.43422
20100108    3000.0      3.39276
20100109    3500.0      7.33295

* from text
*20100101     283.0      4.3275
*20100102     772.0      4.3275
*20100103    1366.0      2.5965
*20100104    1922.0      2.16375
*20100105    2477.0      4.3275
*20100106    4000.0      4.3275
*
*        temperature    heat capacity
*
20100151     305.0      2600.58e3
20100152     330.0      3462.86e3
20100153    2005.0      4127.91e3
20100154    2505.0      5412.15e3
20100155    4000.0      5412.15e3
*
* helium gas
*
*       temperature    thermal conductivity
*
20100201     273.0      0.1747 *1.3
20100202     311.0      0.1747
20100203     366.0      0.2336
20100204     422.0      0.2863
20100205     533.0      0.3912
20100206     589.0      0.4577
20100207     644.0      0.4858
20100208     700.0      0.4755
20100209     755.0      0.4268
20100210    1755.0      0.4268
*
*        temperature      heat capacity
*
20100251      273.0     6.71227e2
20100252      373.0     6.71227e2
20100253      473.0     5.29784e2
20100254      573.0     4.37720e2



- 35 -

20100255      673.0     3.73276e2
20100256      773.0     3.24733e2
20100257     1273.0     1.97511e2
20100258     4273.0     1.97511e2
*
* Zrcaloy-2
*
*       temperature    thermal conductivity
*
20100301     273.0      11.805
20100302     311.0      11.805
20100303     366.0      11.927
20100304     477.0      12.307
20100305     589.0      12.757
20100306     700.0      13.225
20100307     755.0      13.450
20100308    1755.0      13.450
*
*        temperature      heat capacity
*
20100351      273.0     1994.1e3
20100352      366.0     1994.1e3
20100353      477.0     2101.4e3
20100354      589.0     2170.2e3
20100355      700.0     2228.0e3
20100356      811.0     2285.7e3
20100357      922.0     2346.2e3
20100358     2000.0     2346.2e3
*
**************************************************
*  Control variable                              *
**************************************************
20500100  chfr div  1.0  1.0  1
20500101  htrnr 200000201  htchf 200000201
. *terminated

표 4-7 안전성 분석 결과 요약

   

표면 최고 온도 중심 최고 온도 MCHFR

정상 운전 110 ℃ 2486 ℃ 10.64

RIA(제어봉 인출) 118 ℃ 2662 ℃ 9.70

펌프축 고착사고 142 ℃ 2487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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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정상 운전 조건에서 신형 핵연료 온도 분포

② 반응도 사고

   HANARO 원자로 조건 I & II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간주되는 제어봉 인출 사고

시 MARS에 의한 신형 핵연료 소결체의 핵연료 온도 및 MDNBR 변화가 그림 4-7에 

도시되어 있다. 이 사고에서는 냉각 조건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노심 출력은 사고 3.77

초 후 최대 129.3% FP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핵연료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핵연료 중

심 최고 온도와 MDNBR은 노심 최대 출력 시점 보다 0.5∼1.3초 느리게 나타난다. 핵

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662℃로써 용융 온도보다 낮고 MDNBR도 9.70으로 계산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펌프 고착 사고

   핵연료 온도 측면에서 볼 때, HANARO 원자로 조건 III & IV에서 가장 심각한 사

고인 펌프 고착 사고시 핵연료 온도 변화가 그림 4-8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후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노심 출력이 감소하지만 노심 출력이 높은 사고 후 2초 이내에 유

량이 최저 63%FF까지 감소하는 사고이다. 사고 동안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48

7℃로써 용융  온도 MDNBR도 7.85로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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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연료 온도 변화

b) MDNBR 변화

그림 4-7 반응도 사고 시 핵연료 온도 및 MD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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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연료 온도 변화

b) MDNBR 변화

그림 4-8 펌프 축 고착 사고 시 신형 핵연료 온도 및 MD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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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사고시 안전성 검토

    하나로의 원자로 상태는 정상 운전, 예상 운전 과도, 사고 및 제한 사고로 분류된

다.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2 가지 사고 (제어봉 인출 사고와 펌

프축 고착 사고)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검증되었으나, 이외의 원자로 상태에 

대해서도 냉각 조건 변화와 노심 출력의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로 안전성

을 검토하 다.  

    가. 예상 운전 과도

① 일차 계통 냉각 상실

   일차 냉각 계통 펌프 1대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줄어드나, 펌프의 플라이휠의 작용

으로 펌프 고착 사고에 비해 압력 및 유량 변화가 훨씬 천천히 감소하므로 핵연료 온

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일차 계통 냉각 상실 사고

는 70%F.F로 유량 감소까지 12초 이상 소요되나, 펌프 고착 사고에서는 1초 소요).

② 외부 전원 상실

    두 대의 펌프가 동시에 정지되지만 역시 플라이휠의 작용으로 초기 유량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며(70%F.F로 유량 감소까지 5초 소요), 또한 전원 상실과 동시에 원자

로가 정지되어 노심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③ 우회 유동 조절 상실

    우회 유동 밸브가 고장이 나서 완전 개방되더라도 노심 유량의 변화는 3%의 감소

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는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이고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이므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

적이다. 

④ 이차 계통 냉각 상실 및 반사체 계통 냉각 상실

    일차 계통 냉각 조건 및 노심 출력에는 직접적 향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 등 안전성 변수에 즉각적인 향을 주지 않는다. 

⑤ 기동 운전 사고

    사고 시 노심 최대 출력이 1%F.P 미만이므로 안전성 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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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험 시료 인출

   사고 후 최대 출력이 128.23%F.P까지 증가한다. 제어봉 인출 사고보다 최대 출력이 

약간 낮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제어봉 인출 사고가 제한적이다. 

⑦ 냉수 유입

   원자로 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서 노심 최대 출력은 64%F.P 이하이므로 

DNB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나. 사고

① 냉각재 유출 사고

    사고에 따른 노심 냉각 유량의 감소는 2%에 불과하고 원자로는 운전원이 이상을 

확인하고 정지시키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과 약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② 중수 누출 사고 

    이 사고는 방사능 누출 사고로서 일차 계통 냉각 조건 및 출력에는 직접적 향

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 등 안전성 변수에 즉각적인 향을 주지 않는다. 

③ 중수 배관 파손 사고 

   사고 약 159초 후에 노심 출력이 최대 125.8%F.P까지 증가하나 제어봉 인출 사고

에 비해 출력 증가 속도도 느리며 최고 값도 작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와MDNBR은 

제어봉 인출 사고가 제한적이다.

④ 원자로 수조 및 핵연료 조장조에서 핵연료 취급 사고

    일차 계통 냉각 조건에는 직접적 향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에 미치

는 향은 없다.

   

    다. 제한 사고

① 지진 및 빔튜브 파단 사고

   이 사고는 수조수가 원자로실로 방출되는 것이 염려되는 사고이지 초기 유량 및 

노심 출력 변화는 전원 상실 사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도 사고 동안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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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 차단 사고 

    이 사고시 신형 핵연료의 방사선원은 HANARO 핵연료 다발의 방사선원의 3% 

미만이므로 하나로 설계 이상으로 안전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 

  4.4.4 분석 결과 요약

정상 운전, 펌프 축 고착 사고 및 제어봉 인출 사고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상 운전 조건에 핵연료 중심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 이하로 충분히 

유지되며, 피복관 외부 온도도 냉각수 기포 생성 온도 이하로 유지됨. 

○ 사고시에도, 핵연료 온도 및 DNB 측면에서 HANARO에서 조사 시험 시 신형 

UO2 소결체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대 선출력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정상 운전 제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

다. 

 4.5 하나로 노심과의 양립성 평가

   조사 캡슐 설계의 기본 요건은 2.5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 캡슐의 건전성과 하나

로 노심 내부구조물과의 양립성이 유지되고, 하나로의 운전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

다. 조사 캡슐의 활용 방침은 2.5 년의 조사 시험후, 핫셀에서 내부의 핵연료 다발은 

그대로 사용하고 외부의 구조물들은 모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

의 3.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캡슐의 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시험 결과, 경수로용 신

형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의 안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 기에 하나

로와의 양립성은 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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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조사시험 경험

   UO2 핵연료 소결체는 1950 년대 이후 경수로용 핵연료의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으

며 상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에서 연소도 100 MWD/kgU 이상까지 건전성을 유

지하며 연소된 경험이 있다[5-1].

   국내 하나로의 핵연료 조사시험 경험은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경험이 있다[1-2].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은 1999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2 년 3월까

지 3회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최대 조사기간은 8 개월, 최대 선출력은 60 kw/m, 그리고 

최대 방출 연소도는 3.5 MWD/kgU 다.

6.  결론

-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된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연소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소결체를 시험 제조한 후, 하나로에서 약 5 

년 동안 70 MWD/kgU 이상의 연소도까지 연소시킬 예정이다. 

- 하나로 연소 시험후 핫셀에서 조사후 시험을 통해 큰 결정립 UO2 소결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 조사 캡슐의 노외 시험 및 안전성 분석 결과, 장기간의 하나로 조사기간 동안 시험

봉 및 조사 캡슐의 건전성과 하나로와의 양립성이 유지되고, 시험봉의 조사 조건이 상

용 원전 핵연료의 연소 조건과 유사함을 보 다. 

- 따라서 경수로용 신형소결체의 조사시험용 캡슐은 하나로에서 안전하게 조사시험 

될 수 있으며, 조사시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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