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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4 차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2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목적은 제 3 차 조사시험에서 조사된 

3개의 축소 핵연료봉(mini-element) 중 1 개를 연장 조사시험 하고자 한다. 이는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 던 목표 연소도(7000 MWd/tHM)

는 조사시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보수적인 선출력 계산과 하나로 운전 방식에 따른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실제 방출 연소도가 당초 목표의 약 절반 수준인 3,500 

MWd/tHM인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사시험 목적은 실제 사용후핵

연료로 제조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와 천연 시약으로 이의 조성을 모사한 모의 핵연

료의 물성 특성이 동일한가를 조사 시험 및 조사후시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은 2002년 6월부터 약 3 개월 정도를 예상

하고 있으며, OR4 조사공을 이용하여 수행한 지난 3 번의 조사시험과는 달리 하나

로 OR5 조사공을 이용한다. 제 4 차 조사시험의 평균 방출 연소도는 예상 평균 선출

력 및 조사 기간으로 볼 때 약 2,000 MWd/tHM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번 조사 시험의 대상 핵연료 중 하나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원료 

물질은 1986년 고리 1 호기로부터 이송되어 현재 PIEF에 저장되어 있는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G23)의 연료봉 중에서 5개 연료봉(A1, B5, B7, C8, D9)을 선택한 

후 탈피복하여 얻은 사용후핵연료 물질이다. 이 원료 물질을 DFDF(IMEF M6 셀)

에서 OREOX 공정 등 기 개발된 건식 재가공 산화물핵연료 제조 공정을 통하여 조

사시험용 소결체를 제조하 다. 한편 모의 소결체는 천연 우라늄 및 SEU, 그리고 

해당 불순물의 시약을 적정량 혼합하여 제조하 다. 이와 같이 제조한 각 5 개의 소

결체를 피복관에 장전하고 봉단마개를 원격 용접하여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을 

제조하 다. 조사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대해 외관 검사, 치수 측정, He 누출 검

사, 소결체 미세 조직 관찰 등의 조사 전 검사를 수행하 다. 조사시험 리그는 최근 

하나로 핵연료의 설계 변경사항을 반 하여 설계 개선한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사용하기로 하 다.

하나로 OR5 조사공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예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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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분석을 수행하 다. 선택된 5개의 핵연료봉에 대한 연소 이력을 추적하여 

ORIGEN-2 코드로 초기 조성을 계산하 으며, 이 초기 조성을 이용하여 정상 상태 

하에서 조사 대상 핵연료의 핵적, 열수력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 다. 정상 

상태 하에서의 조사 대상 핵연료의 예상 최대 선출력인 48.33 kW/m에서의 소결체 

중심 온도는 1990 ℃로 평가되었다. 하나로 유발 사고 시의 조사 대상 핵연료 건전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로 제한 사고인 RIA 사고 및 펌프 축 고착 사고를 분석

하 으며, 각각의 사고 시 조사 대상 핵연료 소결체 예상 최고 중심 온도는 각각 

2414 ℃ 및 1977 ℃로 평가되었다.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시험 기간 중 조사 

대상 핵연료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이 완료된 후 IMEF 시설에서 NDA 검

사, 외관 검사, 치수 측정, 핵분열기체 분석, 핵연료 미세 구조 분석, 연소도 분석, 그

리고 핵종 분포 및 형상 분석 등의 조사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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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4th irradiation test of dry process fuel in HANARO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o re-burn the one of three mini-elements from the 3rd 

irradiation test. because the actual average discharge burnup of the 3rd irradiation test 

was estimated to be 3500 MWd/tHM, the half of the target burnup, due to the 

conservative linear power estimation for the safety analysis and several limitation of the 

HANARO operation. The second one is to verify through the irradiation test the analog 

between the radioactive dry process fuel, fabricated of spent nuclear fuel, and simulated 

fuel, fabricated of natural chemicals. The 4th irradiation period in HANARO is planned to 

be about 3 months from June 2002, and the OR5 test hole will be used in a different way 

with the past 3 times irradiation tests. Considering the estimated average linear power 

and irradiation period, the discharge burnup of the 4th irradiation test is estimated to be 

around 2000 MWd/tHM.

The raw material of dry process fuel pellets, one of the mini-elements for this 

irradiation test is the spent fuel powder obtained by decladding of 5 spent fuel rods (A1, 

B5, B7, C8 and D9) of the G23 spent PWR fuel assembly stored in the PIEF pool, which 

was transported from the Gori Unit #1 in 1986. Using this powder, the dry process fuel 

pellets and a mini-element were fabricated in DFDF (IMEF M6 cell) through the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DUPIC project. And simulated fuel 

pellets was made of the powder prepared by mixing of adequate amount of natural 

uranium, SEU and some additives. 5 pellets were loaded into the cladding tube, and then 

cladding tubes and endcaps were remotely welded. Through this process, the 

mini-elements were prepared. The pre-irradiation examinations for DUPIC fuel, such as 

visual inspection, dimension measurement, He leak test and microstructure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The non-instrumented rig, which design was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HANARO fuel, will be used for this irradiation test.

The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the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at the OR5 hole of HANARO. First of all, the initial composition of dry 

process fuel was calculated based on the composition of selected 5 spent fue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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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using their burnup history and ORIGEN-2 code. Using this result, the nuclear, 

thermohydraulic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fuel under the normal operation 

condition were evaluated. Under this condition the maximum linear power of dry process 

fuel was estimated as 48.33 kW/m, and the centerline temperature of a pellet was 

calculated as 1990℃. In order to assess the integrity of the fuel under the accident 

condition initiated by the HANARO, safety analyses on the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and locked rotor accident were carried out. The maximum centerline temperature of the 

pellet in each accient case was estimated 2414℃ and 1977℃,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safety analysis results, the integrity of the fuel during the HANARO irradiation test 

will be secured.

The irradiated dry process fuel will be transported to the IMEF. The 

post-irradiation examinations such as the NDA test, visual inspection and dimension 

measurement, the microstructure of pellets and the distribution and shape of imbedded 

nuclides as well as the fission gas analysis in the gap are planned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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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2년부터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온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DUPIC)" 과제에 대한 재기획이 과학기술

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주도로 2001년 가을부터 수행되었다. 이 

재기획 결과에 의해 과제 명칭을 “핵비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로 

변경하여 2002년∼2006년까지 향후 5년간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원격 제조, 성능평

가, 노심 특성 분석, 핵물질 안전조치 및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에 대한 실험실 규모

의 핵심 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에는 약 1.5%의 핵분열 

물질이 잔존하고 있어, 0.71% U-235를 함유하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

수로형 원자로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를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재활용 개념의 

연구 과제이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주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수로형 원자로와 

중수로형 원자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적용하기 적합한 핵연료주기 개념

이라 할 수 있다[1-1, 1-2].

경수로형 원자로 내에서 연료로서의 수명을 다한 사용후핵연료를 중수로형 

원자로에 핵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 감소는 물론, 자

원의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 DUPIC 핵연료주기 

기술은 플루토늄은 물론 기타 핵물질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핵확산 저항성 기술에 잘 부합되는 모범적인 후

행 핵연료주기 연구 과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

로 1990년 초 시작된 DUPIC 핵연료 개발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1996년부터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도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

구로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002년 10월 제 2 단계 국제 공동연구 협약이 만료됨

에 따라 2002년 11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과제 검토 회의 시 2007년까지의 

제 3 단계 국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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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DUPIC 공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제조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징은 약 0.6%의 Pu를 비롯하여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UO2 

핵연료와는 원자로 내에서의 핵적, 열적, 그리고 기계적 거동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

는 것이다[1-4].  즉, 핵연료의 열전도도, 핵분열 기체 방출, 입자 성장 및 크립 거동 

등이 UO2 핵연료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내 거동 분석

에 필요한  물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 평가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가장 기

본적인 형태인 DUPIC 핵연료의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모의 핵연료 소결체를 이용

한 열적, 기계적 물성 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3 차례에 걸친 조사시험을 하나

로를 이용하여 수행한 바 있다. 금번 하나로 조사시험을 포함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건식 재가공 소결체에 대한 계장 조사 시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캐나다 NRU를 이용

한 고온, 고압 하의 연료봉 조사 시험도 수행할 예정이다.



- 3 -

2.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 결과 요약

DUPIC 핵연료 연구시설(DFDF)에서 제조된 DUPIC 핵연료에 대한 3차 조

사시험을 2001년 6월 5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약 9 개월 동안 하나로에서 수행

하 다. 이를 위해 OR4 조사공 내 열중성자속 평가를 위하여 DUPIC 축소 연료봉 

주위에 3개의 Rh-type SPND를 장착한 계장 리그를 이용하 다(Fig. 3-1 참조).

하나로 조사 기간 동안의 출력 이력은 Fig. 3-2와 같으며, 평균 선출력은 

29.4 kW/m, 그리고 최대 선출력은 39.3 kW/m로 평가되었다. 제 3 차 조사시험 

DUPIC 핵연료의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3,500 MWd/tHM로 평가되었으며, 목표 연

소도인 7,000 MWd/tHM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 이는 하나로 운전 조건에 의해 축

소 핵연료봉의 선출력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2001년 11월 약 40 일간의 검

사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된 DUPIC 핵연료는 IMEF로 이송하여 현재 조사후시험을 수행 중에 있

으며, 이 중 1 개의 축소 핵연료봉은 당초 방출 연소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 6

월 중 시작하여 약 3 개월 간 수행될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 연장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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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onitored data of the thermal neutron flux in the OR4 hole. 

Fig. 3-2. Power history of the 3rd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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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4 차 조사 시험 계획

3.1 조사 시험 목적

제 4 차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2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① 제 3 차 조사시험에서 조사된 3개의 축소 핵연료봉(mini-element) 중 1 

개 연료봉의 연장 조사시험을 통한 고연소도 확보

② 사용후핵연료로 제조한 소결체 및 모의 소결체의 상사성 검증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 던 목표 연소도(7000 

MWd/tHM)는 조사시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보수적인 선출력 계산과 하나로 운전 

방식에 따른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실제 방출 연소도가 당초 목표의 약 절반 수준인 

3,500 MWd/tHM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3개의 축소 연료봉 중 1개를 연장 

조사시험 하여 가능한 한 당초 목표 연소도에 근접한 방출 연소도를 얻고자 함이다. 

두 번째 조사시험 목적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로 제조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와 천연 

시약으로 이의 조성을 모사한 모의 핵연료의 물성 특성이 동일한가를 조사 시험 및 

조사후시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3.2 조사 시험 준비 작업 및 일정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은 2002년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3 개월 정도

를 예상하고 있으며, OR4 조사공을 이용하여 수행한 지난 3 번의 조사시험과는 달

리 하나로 OR5 조사공을 이용한다. 제 4 차 조사시험의 평균 방출 연소도는 예상 평

균 선출력 및 조사 기간으로 볼 때 약 2,000 MWd/tHM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 일정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향후 하나로 운  일정에 따라 수립된 잠정적인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일정표를 

Fig. 3-3에 나타내었다.



- 6 -

Fig. 3-3 Work scopes and schedule for the 4th irradiation test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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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 대상 핵연료 및 조사 조건

제 4 차 조사 시험의 대상 핵연료 중 하나는 제 3 차 조사시험 후 해체하여 

보관 중인 1개의 축소 핵연료봉으로 연장 조사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방출 연소도인 

3,500 MWd/tHM에 금번 조사시험을 통하여 2,000 MWd/tHM 정도의 연소도를 추

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총 방출 연소도는 약 5,500 MWd/tHM 정도가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조사시험 대상 핵연료의 하나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원료 물질은 

1986년 고리 1 호기로부터 이송되어 현재 PIEF에 저장되어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G23)의 연료봉 중에서 5개 연료봉(A1, B5, B7, C8, D9)을 선택한 후 탈피

복하여 얻은 사용후핵연료 물질이다. 이 원료 물질을 DFDF(IMEF M6 셀)에서 

OREOX 공정 등 기 개발된 건식 재가공 산화물핵연료 제조 공정을 통하여 조사시

험용 소결체를 제조하 다. 다른 하나의 축소 핵연료봉에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대한 모의 소결체 5 개를 장입한다. 모의 소결체는 천연 우라늄 및 SEU, 그리고 해

당 불순물의 시약을 적정량 혼합하여 제조하 다.

이와 같이 제조한 각 5 개의 소결체를 피복관에 장전하고 봉단마개를 원격 

용접하여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을 제조하 다. 조사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대

해 외관 검사, 치수 측정, He 누출 검사, 소결체 미세 조직 관찰 등의 조사 전 검사

를 수행하 다. 조사시험 리그는 최근 하나로 핵연료의 설계 변경 사항을 반 하여 

설계 개선한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사용하기로 하 다.

제 4 차 조사시험은 하나로 OR4 조사공이 타 조사시험에 의해 사용되고 있

는 관계로 OR5 조사공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조사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 조사공 : 하나로 OR5 조사공

○ 예상 최대 선출력: 48.33 kW/m

- 원자로 출력 :  24 MW

- 제어봉 위치 :  650 mm

- 정지봉 위치 :  완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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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유량 : 9.6 ㎏/sec

○ 냉각수 압력 : 0.4 ㎫

○ 목표 연소도 : 약 2,000 MWd/tHM

3.4 조사 전 검사

조사용 핵연료의 조사 전 성능 평가를 위한 노외 시험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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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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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 부품의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한다.

○ 용접된 축소 핵연료봉은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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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조사 후 평가 계획

하나로에서 조사한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은 IMEF 및 PIEF에서 주로 

수행하며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3-2].

3.5.1 NDA 검사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한 축소 핵연료봉의 연소도를 γ-scanning 결과로 평

가하여 계산값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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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외관 검사

조사 완료된 시험 핵연료 축소 핵연료봉의 외관 상태와 결함 유무를 육안 및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외관 검사 결과, 이상 부위가 있으면 이 부위에 대한 

정  측정, 파괴 검사의 수행 여부 및 방법을 조사후시험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한다.

3.5.3 치수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의 직경 및 길이, 틈새 길이 등에 대하여 조사 전의 

측정 치수와 비교한다.

3.5.4 핵분열 기체 (fission gas) 분석

조사중에 축소 핵연료봉 내에 생성된 핵분열 기체를 피복관의 drilling 등의 

방법으로 천공하여 포집한 후 기체의 부피 및 성분을 분석한다.

3.5.5 핵연료 미세 구조

조사로 인한 미세 구조 변화 및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반응 등을 비교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부위를 관찰한다.

○ 결정립 크기 및 분포, 기공의 크기 및 분포, 크랙, 입자 성장 및 재구조화 

등의 핵연료 미세 구조 관찰

○ 핵연료와 피복관의 결합 상태

○ 봉단 마개의 용접 부위

핵연료의 미세 구조 및 bubble, 축소 핵연료봉 용접 부위 및 부식층 두께 관

찰을 위해 광학 현미경, SEM을 이용하며,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반응 분석을 위해 

EPMA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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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연소도

Code 계산치 및 γ-scanning 측정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연소도에 따라 시료

를 취하여 핵물질 이동 절차에 따라 화학분석실로 이동한 후, 화학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 연소도를 측정한다.

3.5.7 핵종 분포 및 형상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을 수행한 후에 핵연료 내에 생성된 핵분열 물질의 핵

종 분포 및 분포 형상을 IMEF에 설치된 EPMA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의 주

된 분석은 산화물 및 금속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조성과 분포도 등이며, 

이산화우라늄 내에 고용되어 있는 원소도 분석한다. 이 결과를 열역학적 및 물리학

적 성질과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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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시험 연료봉 및 리그 설계 및 제조

4.1 소결체 설계 및 제조

4.1.1 소결체 조성

금번 조사시험 대상 핵연료의 소결체 종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 가

지 종류가 있다: 1)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에서 조사된 후 제 4 차 조사시험을 통

하여 연장 조사시험 하는 소결체, 2)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5개 연료봉에서 취

한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결체, 그리고 3) 사용후핵연료 분말 조

성을 모사하여 제조한 모의 소결체이다[4-1].

연장 조사시험 축소 핵연료봉의 소결체 조성은 제 3 차 조사시험 전의 초기 

조성 자료와 조사시험 기간 동안의 조사 이력 자료 및 냉각기간을 바탕으로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Table 4-1에 나타내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조성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하 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원료 물질로 선택된 사용후핵연

료봉은 1986년 고리 1 호기로부터 이송되어 현재 PIEF에 저장되어 있는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G23)의 연료봉 중에서 5개 연료봉(A1, B5, B7, C8, D9)이다. 이 

연료봉을 탈피복하여 얻은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DFDF(IMEF M6 셀)에서 OREOX 

공정 등 기 개발된 건식 재가공 산화물핵연료 제조 공정을 통하여 조사시험용 소결

체를 제조하 다. 따라서, 제조한 소결체의 조성은 각각의 연료봉에 대한 연소 이력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냉각기간을 고려하여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분말 

조성을 계산한 후, OREOX 및 소결 공정 등 소결체 제조를 위한 공정 조건을 감안

하여 최종 소결체 조성을 도출하 다. 계산된 최종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조성은 

Table 4-2에 기술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조성과 물성 특성을 모사하여 노내 거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한 모의 소결체는 천연 우라늄과 SEU를 혼합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양

을 조절하고, 이에 천연 원소 불순물을 혼합하여 제조하 다. 이와 같이 제조된 모의 

소결체의 조성은 Table 4-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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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mposition of pellets for the extended irradiation test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H 1 1.171E-03 SR 90 4.512E+02 TE 124 5.636E-03 GD 154 2.908E+01
H 3 6.908E-03 Y 89 5.281E+02 TE 125 M 2.606E-02 GD 155 5.937E-01
HE 4 1.715E+00 Y 90 1.132E-01 TE 125 3.491E-01 GD 156 8.990E+01
B 11 1.504E-03 Y 91 3.392E+00 TE 126 8.056E-02 GD 157 9.933E-02
C 13 8.469E-01 ZR 90 1.927E+02 TE 127 M 2.496E-01 GD 158 2.428E+01
C 14 1.544E-02 ZR 91 6.844E+02 TE 127 8.737E-04 GD 160 2.234E+00
N 14 2.577E+01 ZR 92 7.487E+02 TE 128 1.455E+01 TB 159 3.378E+00
N 15 7.687E-04 ZR 93 8.434E+02 TE 129 M 5.369E-02 TB 160 1.530E-02
O 16 1.396E+05 ZR 94 8.775E+02 TE 130 4.490E+01 DY 160 1.101E-01
O 17 5.650E+01 ZR 95 6.593E+00 I 127 7.519E+00 DY 161 1.142E-01
O 18 3.210E+02 ZR 96 9.477E+02 I 129 2.487E+01 DY 162 5.749E-02
F 19 1.114E+01 NB 93 M 3.253E-04 I 131 1.375E-04 DY 163 2.656E-02
NA 23 1.555E+01 NB 94 1.319E-04 XE 128 4.634E-02 DY 164 9.012E-03
MG 24 1.736E+01 NB 95 M 2.759E-03 XE 130 2.500E-01 HO 165 7.294E-03
MG 25 2.574E-04 NB 95 6.367E+00 XE 131 M 1.788E-04 ER 166 3.108E-03
AL 27 1.736E+01 MO 92 1.405E+00 XE 131 6.433E+01 ER 167 1.067E-03
SI 28 3.643E+01 MO 95 8.552E+02 XE 132 9.971E+01 ER 168 1.909E-04
SI 29 1.602E-03 MO 96 5.429E+01 XE 134 1.492E+02 TH 230 5.431E-04
P 31 3.643E+01 MO 97 9.261E+02 XE 136 2.306E+02 TH 232 1.237E-04
S 32 1.696E-03 MO 98 9.551E+02 CS 133 1.442E+02 U 233 3.640E-04
CL 35 3.674E+00 MO 100 1.094E+03 CS 134 2.017E+00 U 234 1.978E+02
CL 36 4.006E-02 TC 98 1.017E-03 CS 135 6.779E+01 U 235 6.137E+03
CL 37 1.405E+00 TC 99 8.949E+02 CS 136 2.728E-04 U 236 4.325E+03
AR 38 1.651E-04 RU 99 2.809E-03 CS 137 1.360E+02 U 238 9.784E+05
CA 40 2.007E+00 RU 100 1.373E+02 BA 134 1.870E+02 NP 236 2.375E-04
CA 41 2.050E-04 RU 101 9.036E+02 BA 135 4.987E-01 NP 237 6.013E+02
V 51 3.107E+00 RU 102 9.210E+02 BA 136 2.492E+01 NP 239 1.306E-04
CR 52 3.514E+00 RU 103 2.353E+00 BA 137 3.936E+02 PU 236 3.548E-04
CR 53 1.942E-03 RU 104 6.588E+02 BA 138 1.519E+03 PU 238 2.815E+02
MN 55 1.699E+00 RU 106 3.344E+01 BA 140 1.600E-02 PU 239 5.189E+03
FE 56 1.716E+01 RH 102 1.745E-04 LA 138 4.950E-04 PU 240 2.014E+03
FE 57 1.167E-02 RH 103 M 2.089E-03 LA 139 1.446E+03 PU 241 1.486E+03
FE 58 7.511E-04 RH 103 5.077E+02 LA 140 2.413E-03 PU 242 6.416E+02
CO 59 1.929E-04 PD 104 3.283E+02 CE 140 1.465E+03 PU 244 1.304E-02
NI 58 1.664E+01 PD 105 4.784E+02 CE 141 1.644E+00 AM 241 5.144E+02
NI 59 1.765E-02 PD 106 4.206E+02 CE 142 1.337E+03 AM 242 M 1.954E+01
NI 60 6.819E+00 PD 107 2.806E+02 CE 144 5.037E+01 AM 242 2.337E-04
NI 61 4.947E-03 PD 108 1.938E+02 PR 141 1.322E+03 AM 243 1.519E+02
CU 65 2.661E-03 PD 110 6.341E+01 PR 143 2.347E-02 CM 242 4.564E+01
ZN 64 1.986E+01 AG 109 9.405E+01 PR 144 2.127E-03 CM 243 7.218E-01
ZN 65 2.661E-03 AG 110 M 2.507E-01 ND 142 3.694E+01 CM 244 3.812E+01
ZN 66 1.174E+01 CD 110 2.117E+01 ND 143 8.752E+02 CM 245 1.634E+00
ZN 67 1.704E+00 CD 111 1.296E+01 ND 144 1.563E+03 CM 246 1.130E-01
ZN 68 8.230E+00 CD 112 8.642E+00 ND 145 7.823E+02 CM 247 4.400E-04
ZN 70 5.793E-04 CD 113 M 3.012E-02 ND 146 8.326E+02
GA 69 3.787E-03 CD 113 1.691E-01 ND 147 2.064E-03
GE 72 2.609E-03 CD 114 1.153E+01 ND 148 4.400E+02
GE 73 5.037E-03 CD 115 M 4.211E-03 ND 150 2.137E+02
GE 74 9.813E-03 CD 116 3.700E+00 PM 146 1.034E-04
GE 76 4.559E-02 IN 113 9.798E-04 PM 147 3.869E+01
AS 75 2.050E-02 IN 115 9.689E-01 PM 148 M 3.614E-02
SE 77 9.809E-02 SN 115 4.183E-02 PM 148 2.405E-04
SE 78 2.364E-01 SN 116 1.055E+01 SM 146 3.153E-03
SE 79 5.589E-01 SN 117 1.012E+01 SM 147 2.095E+02
SE 80 1.243E+00 SN 118 1.083E+01 SM 148 2.166E+02
SE 82 2.881E+00 SN 119 M 9.658E-03 SM 149 2.231E+00
BR 81 2.034E+00 SN 119 1.012E+01 SM 150 3.465E+02
KR 82 3.235E-02 SN 120 1.136E+01 SM 151 1.581E+01
KR 83 4.423E+00 SN 121 M 5.095E-04 SM 152 3.655E+01
KR 84 9.405E+00 SN 122 1.114E+01 SM 154 4.608E+01
KR 85 1.963E+00 SN 123 7.005E-02 EU 151 1.426E-01
KR 86 1.653E+01 SN 124 1.512E+01 EU 152 6.645E-01
RB 85 8.742E+00 SN 126 3.467E+00 EU 153 1.246E+02
RB 87 2.095E+01 SB 121 1.042E+00 EU 154 2.525E+01
SR 86 8.609E-03 SB 123 1.174E+00 EU 155 7.289E+00
SR 87 2.226E-04 SB 124 6.950E-04 EU 156 4.145E-03
SR 88 4.068E+02 SB 125 2.053E+00 GD 152 2.765E-01 Weight of HM: 1.000E+06
SR 89 1.738E+00 TE 122 8.181E-03 GD 153 3.568E-03 Total Weight: 1.17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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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mposition of pellets fabricated using spent fuel powder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LI 6 1.500E-02 GE 72 1.692E-02 IN 115 1.478E-01 GD 157 7.758E-02
LI 7 1.095E+00 GE 73 3.638E-02 SN 112 3.828E-02 GD 158 1.343E+01
BE 9 4.814E-04 GE 74 7.949E-02 SN 114 4.466E-02 GD 160 1.498E+00
BE 10 1.454E-04 GE 76 4.262E-01 SN 115 2.613E-01 TB 159 1.945E+00
B 10 3.289E-04 AS 75 1.683E-01 SN 116 7.619E+00 DY 160 1.795E-01
B 11 8.485E-01 SE 77 8.898E-05 SN 117 6.799E+00 DY 161 3.224E-01
N 14 2.552E+01 SE 78 2.052E-04 SN 118 7.552E+00 DY 162 2.668E-01
N 15 1.060E-01 SE 79 5.036E-04 SN 119 6.882E+00 DY 163 1.963E-01
O 16 1.380E+05 SE 80 1.154E-03 SN 120 8.007E+00 DY 164 4.244E-02
O 17 5.586E+01 SE 82 2.934E-03 SN 121 M 2.231E-03 HO 165 8.233E-02
O 18 3.174E+02 KR 82 6.812E-05 SN 122 7.535E+00 HO 166 M 6.191E-04
F 19 1.101E+01 KR 83 3.825E-03 SN 124 1.027E+01 ER 166 2.353E-02
NE 20 2.940E-04 KR 84 9.721E-01 SN 126 2.191E+01 ER 167 3.021E-03
NA 23 1.541E+01 KR 85 7.696E-04 SB 121 6.582E-04 ER 168 3.691E-03
MG 24 1.631E+00 KR 86 1.685E-02 SB 123 8.101E-04 TA 181 2.070E-04
MG 25 2.117E-01 RB 85 9.970E-03 SB 125 2.342E-05 W 180 2.383E-03
MG 26 2.423E-01 RB 87 2.166E-02 TE 122 3.546E-05 W 182 3.993E-01
AL 27 1.717E+01 SR 86 2.931E-01 TE 124 2.659E-05 W 183 3.731E-01
SI 28 1.144E+01 SR 87 2.132E-03 TE 125 1.467E-03 W 184 6.829E-01
SI 29 6.030E-01 SR 88 3.109E+02 TE 126 5.785E-05 W 186 4.509E-01
SI 30 4.121E-01 SR 90 3.282E+02 TE 128 9.020E-03 RE 185 4.100E-03
P 31 3.600E+01 Y 89 4.066E+02 TE 130 2.941E-02 RE 187 1.280E-01
S 32 1.128E-02 Y 90 8.231E-02 I 127 4.476E-03 OS 186 1.665E-03
CL 35 3.797E+00 ZR 90 1.653E+02 I 129 1.488E-02 OS 188 1.696E-02
CL 36 2.847E-01 ZR 91 5.227E+02 CS 133 9.875E-02 OS 189 3.646E-04
CL 37 1.379E+00 ZR 92 5.622E+02 CS 134 5.081E-05 PB 204 1.416E-02
AR 38 1.088E-03 ZR 93 6.296E+02 CS 135 3.727E-02 PB 206 2.356E-01
K 40 3.566E-04 ZR 94 6.426E+02 CS 137 7.078E-02 PB 207 2.378E-01
CA 40 1.987E+00 ZR 96 6.888E+02 BA 132 9.144E-04 PB 208 5.415E-01
CA 41 1.365E-03 NB 93 M 3.082E-03 BA 134 1.130E+02 BI 209 4.115E-01
CA 42 1.391E-02 NB 93 1.786E-03 BA 135 1.902E-01 TH 230 1.154E-02
CA 43 2.850E-03 NB 94 5.787E-04 BA 136 1.605E+01 TH 232 1.885E-03
CA 44 4.713E-02 MO 92 1.401E+00 BA 137 M 1.083E-04 PA 231 5.971E-04
CA 48 4.670E-03 MO 93 4.345E-04 BA 137 3.381E+02 U 232 7.863E-04
TI 46 8.141E-02 MO 94 8.989E-01 BA 138 1.094E+03 U 233 3.153E-03
TI 47 7.503E-02 MO 95 6.339E+02 LA 138 5.555E-03 U 234 2.282E+02
TI 48 7.499E-01 MO 96 2.595E+01 LA 139 1.045E+03 U 235 1.064E+04
TI 49 6.672E-02 MO 97 6.516E+02 CE 140 1.044E+03 U 236 3.762E+03
TI 50 5.606E-02 MO 98 6.698E+02 CE 142 9.663E+02 U 238 9.766E+05
V 50 6.641E-03 MO 100 7.590E+02 CE 144 3.787E-04 NP 236 2.357E-04
V 51 3.059E+00 TC 98 2.949E-03 PR 141 9.618E+02 NP 237 3.781E+02
CR 50 1.674E-01 TC 99 6.486E+02 ND 142 1.745E+01 PU 238 9.172E+01
CR 52 3.459E+00 RU 99 3.571E-02 ND 143 7.290E+02 PU 239 5.075E+03
CR 53 3.987E-01 RU 100 6.469E+01 ND 144 1.089E+03 PU 240 1.779E+03
CR 54 1.135E-01 RU 101 6.289E+02 ND 145 5.932E+02 PU 241 5.248E+02
MN 55 1.705E+00 RU 102 6.122E+02 ND 146 5.716E+02 PU 242 3.117E+02
FE 54 1.035E+00 RU 104 4.137E+02 ND 148 3.128E+02 PU 244 8.893E-03
FE 56 1.700E+01 RU 106 3.280E-03 ND 150 1.462E+02 AM 241 5.925E+02
FE 57 4.819E-01 RH 103 3.989E+02 PM 146 5.205E-04 AM 242 M 1.689E+00
FE 58 6.241E-02 PD 104 1.605E+02 PM 147 2.499E+00 AM 243 4.921E+01
CO 59 8.929E-01 PD 105 3.049E+02 SM 146 5.095E-03 CM 242 4.092E-03
CO 60 1.543E-02 PD 106 2.613E+02 SM 147 2.085E+02 CM 243 1.546E-01
NI 58 1.652E+01 PD 107 1.637E+02 SM 148 1.381E+02 CM 244 6.110E+00
NI 59 1.079E-01 PD 108 1.119E+02 SM 149 3.011E+00 CM 245 3.211E-01
NI 60 6.686E+00 PD 110 3.657E+01 SM 150 2.444E+02 CM 246 2.832E-02
NI 61 3.208E-01 AG 107 4.731E-02 SM 151 1.182E+01 CM 247 2.056E-04
NI 62 9.147E-01 AG 108 M 3.577E-04 SM 152 1.141E+02
NI 63 1.949E-02 AG 109 5.895E+01 SM 154 2.901E+01
NI 64 2.485E-01 CD 106 1.966E-02 SM 156 8.148E+00
CU 63 7.015E-01 CD 108 1.405E-02 EU 151 1.463E+00
CU 65 3.585E-01 CD 110 1.486E+00 EU 152 2.749E-02
ZN 64 1.967E+01 CD 111 1.482E+00 EU 153 9.333E+01
ZN 66 1.165E+01 CD 112 1.163E+00 EU 154 6.825E+00
ZN 67 1.726E+00 CD 113 M 5.643E-03 EU 155 1.080E+00
ZN 68 8.098E+00 CD 113 9.433E-03 GD 152 6.502E-02
ZN 70 2.787E-01 CD 114 1.729E+00 GD 154 1.811E+01
GA 69 2.492E-02 CD 116 5.243E-01 GD 155 7.792E+00 Weight of HM: 1.000E+06
GE 70 1.194E-04 IN 113 1.103E-02 GD 156 3.135E+01 Total Weight: 1.160E+06
* fabricated with the powder prepared for the NR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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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mposition of pellets fabricated

                using spent fuel powder

element g/tU
O 141,537.31
Sr 645.18
Y 410.21
Zr 3,239.54
Mo 2,767.38
Ru 2,403.34
Rh 402.45
Pd 1,048.24
Ba 1,574.88
La 1,399.97
Ce 6,762.61
Nd 5,215.67
U-235 16,384.36
U-238 983,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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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소결체 제조

DFDF(IMEF M6 핫셀)에서 원격 공정으로 제조 가공하는 건식 재가공 소결

체와 이의 조성과 물성 특성을 모사하여 제조한 모의 소결체는 각각의 소결체에 대

한 별첨의 품질 보증(QA) 문서에 따라 엄격한 품질 보증 과정을 거쳐 제조하 다.

4.2 축소 핵연료봉 설계 및 제조

제 4 차 하나로 조사 시험을 위한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제원은 다음과 같으

며, 이는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된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제원과 동일한 

제원이다.

 

○ Cladding Material: Zircaloy-4

○ Cladding Inner Diameter: 10.80 ㎜

○ Cladding Thickness : 0.66 ㎜

○ Gap size between pellet and cladding: 0.125 ㎜

○ Pellet diameter: 10.55 ㎜

○ Pellet length: 11.50 ㎜

이상의 제원에서 표시되지 않은 설계 제원은 별첨의 상세 설계 도면에 상세

히 표시하 다.

4.3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설계 및 제조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설계 제원은 제 2 차 조사시험 시 사용된 축소 핵연료

봉 집합체의 설계 제원을 기본으로 한다. 금번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제 3 

차 조사시험에서 열 중성자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housing support에 중심축 

방향으로 홈을 파 각각 3개의 SPND를 1개씩 장착시켰던 설계는 제외하 다.

상세한 설계 제원은 별첨의 상세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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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사시험 리그 설계 및 제조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해 설계된 DUPIC 조사시험 리그의 명칭을 

“DUPIC Irradiation Test Rig 02-004”로 명명하 다. 금번 조사시험에서는 제 2 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 사용된 조사시험 리그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최근의 하나로 

핵연료 설계 변경 사항을 수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는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와 동일하며, 축소 핵연료봉 집

합체의 설계는 제 2 차 시험 시와 동일한 설계이다.

다음은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리그의 설계 변경 사항을 요약한 내용이

며, 조사시험 설계 이력 및 설계 변경 사항은 별첨의 「조사시험 리그 설계 변경 승

인서」에 나타나 있으며, 상세 설계 제원은 별첨의 상세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 Guide: 3차 조사시험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seating ring을 사용함.

○ Lower endplate: Guide arm이 접촉하는 부분의 홈 모양을 3차에서 

설계된 것으로 변경함.  

○ Outer tube: Guide arm이 접촉하는 부분의 홈 모양을 3차에서 설계된 

것으로 변경함.

○ Lower support tube: mini-element 위치를 3차 조사시험과 같이함.

○ Housing support: 마킹위치를 하단부에 위치시킴.

○ 소결체: 소결체의 사양을 새롭게 설계함.

○ Upper support tube: mini-element 위치를 3차 조사시험과 같게 길이를 

변경함.

○ Upper endplate: 조사시험 명칭의 마킹 변경

4.5 품질 보증 (QA)

건식 재가공 소결체 및 모의 소결체, 그리고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및 제조

에 관련된 품질 보증 기준은 별첨의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별첨된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시험 항목에 대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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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준을 만족시켜 각각의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을 제조하 으며, 상세 설계 

및 제조 사항은 별첨의 제조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제 4 차 하나로 조사 시험용 리그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별첨의 품질 관리 지침서에 따라 조립과 조립 후 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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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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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성 분석 및 평가

제 4 차 하나로 조사 시험을 2002년 6월 13일부터 약 3 개월 간 수행할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정상 상태 원자로 조건에서 DUPIC 핵연료의 핵적, 열수력적, 그

리고 기계적 특성 분석과 사고 상태에서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 다.

금번 조사시험 대상 축소 핵연료봉과 지난 3 차에 걸친 조사시험에 사용된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제원을 비교하면 Table 5-1과 같다.

Table 5-1. Design specifications of mini-elements

제원 (mm)

축소 핵연료봉

#2, 3

(4차 조사)

계장 

축소 핵연료봉 

(3차 조사)

무계장 

축소핵 연료봉 

(2차 조사)

모의 DUPIC 

핵연료봉 

(1차 조사)

피복재

피복재 내부 직경

피복재 두께

소결체와 피복재 틈새

소결체 직경

소결체 길이

도 (g/cc)

Zircaloy-4

10.80

 0.66

0.132

10.54

11.50

10.3

Zircaloy-4

10.80

 0.66

  0.125

10.55

11.50

10.28

Zircaloy-4

10.80

 0.66

  0.125

10.55

10.00

10.4

STS316L

10.922

0.889

0.009, 0.0055

10.904, 10.911

9.764, 9.867

10.25, 10.47

5.1 안전성 분석 방법

핵적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MCNP를 이용하여 제어봉 위치 변화

에 따른 DUPIC 핵연료의 선출력 변화를 분석하 다. 대상 노심으로 현재 운전 중인 

노심을 선정하 으며, 열 출력은 24MW이다. 이 분석 결과를 하나로의 노심 관리 체

계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하나로 노심 관리 체계(이하 HANAFMS로 표

기)가 가지고 있는 오차를 평가하고, 현재 운전 중인 노심에 대하여 이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운전 중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을 도출하 다.

정상 운전 및 사고 시 DUPIC 핵연료 거동은 HANARO 노심 입/출구 거동

을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계산하 다. 3 개의 DUPIC 핵연료 축소 핵연료봉이 조

사되나, 조사 다발의 구조 상 각 냉각 채널 사이의 냉각수 교환이 거의 없으므로 독

립적인 냉각 채널을 갖는 단일 채널로 모사하 다. 그리고, 기하학적 제원과 유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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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경계 조건은 하나로의 운전 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용하 으며, 냉각수 유속은 

열유동 시험 결과에 의하여 9.049 m/s를 사용하 다. 채널 입구 온도를 40 ℃로 하

고, 조사 조건 과도 거동은 열 전달에 따라 계산하 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핵연료

의 특성 변화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 다.

하나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중에 제한적인 사고로 반응도 사고에 대해서

는 제어봉 인출 사고(RIA, Reactivity Induced Accident), 그리고 비반응도 사고에 

대해서는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 평가하 다. 이들 2 가지 대표적인 사고에서 안

전성이 확보되면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로 노심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다고 

말 할 수 있다.

HANAFMS를 이용하여 계산된 최대 선출력 값을 근거로 위의 2 가지 사고

에 대해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 및 피복관 온도를 핵연료 성능해석 코드인 

FEMAXI-IV를 사용하여 HANARO 조사 기간 중 DUPIC 핵연료봉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 다.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허용 기준(용융 온도: 2,668 ℃, ONB: 125 ℃)

과 비교하여 그 안전성을 평가하 다.

5.2 정상 상태의 DUPIC 핵연료 특성 분석

5.2.1 핵적 특성

가. 반응도

그 동안 3 차례(1999년, 2000년, 2001년)에 걸친 DUPIC 핵연료에 대한 조사 

시험을 통하여 반응도 값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나로 운  기술 지침서에서 요구하

는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번에 조사시킬 건식 재가공(DUPIC) 핵연료의 위치는 원자

로 중앙을 기준으로 위로 24.25 ∼ 30cm로, 제 1 차 및 제 2 차 조사 시험 때의 위치 

15 ∼ 20cm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제 3 차 조사시험 시와는 동일한 위치이다.

따라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했을 때 반응도 값은 이전의 시

험 때보다 작기 때문에 반응도 관점에서 캡슐의 설계는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 조

건을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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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출력 분석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리그가 조사공 OR5에 장전되었을 때 선출력 분

석은 새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에 조사시험 리그가 장전되었을 때의 선출력과 현재 

운전중인 운전 노심에 조사시험 리그가 장전되었을 때를 대상으로 하 다.

새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에서 조사 대상 핵연료봉의 선출력은 MCNP 코드

와 HANAFMS로 계산하 다. 연소 기능을 가진 HANAFMS는 기하학적 모델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사시험 리그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데 제약이 있는 반면, 

MCNP는 기하학적 모델링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소 계산 체계가 미비하다. 따라

서 조사시험 리그를 새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비연소 노심)에 장전되었다고 가정하

고 MCNP와 HANAFMS로 선출력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 분석 결과와 운전 노심

에서 HANAFMS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조사시험 리그가 운전 노심에 장전되

었을 때의 선출력을 평가하 다. 

1) 비연소 노심에서의 MCNP와 HANAFMS의 선출력 비교

비연소 노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으로 MCNP와 VENTURE를 사

용하여 선출력을 계산하 다.

○ 새 36봉 핵연료다발 20개와 새 18봉 핵연료다발 12개 노심 장전

  (모의핵연료다발 위치: CT, IR1&2, OR3,4,5)

○ 5개의 건식 재가공 소결체를 포함한 축소 핵연료봉 3개가 장전된 캡슐을 

OR5에 장전

○ 축소핵연료봉 중심이 노심 중심에서 27.125 cm 위에 위치

○ 정지봉은 완전 인출, 제어봉은 550mm에 위치

○ 원자로 출력은 24 MW

비연소 노심에 대한 최대 선출력은 MCNP로 계산한 결과는 31.74 kW/m 

(fsd: 4.83%)이며, VENTURE로는 27.58 kW/m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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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노심에서의 선출력 비교

연소 노심에 대한 최대 선출력은 VENTURE 계산 결과 제어봉 550mm 위치

에서 36.16kW/m, 제어봉 600mm 위치에서 40.06kW/m이다. 이 값에 비연소 노심에 

대한 MCNP와 VENTURE의 비교 평가를 고려하면 최대 선출력은 다음과 같다.

1) 제어봉 위치가 550mm일 경우

  36.16kW/m x (31.74/27.58) x (1+0.0483) = 43.62kW/m

2) 제어봉 위치가 600mm일 경우

  40.06kW/m x (31.74/27.58) x (1+0.0483) = 48.33kW/m

5.2.2 열수력적 특성

가. 온도 

제 4 차 조사시험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최대 선출력

은 제어봉의 위치가 600 mm일 때의 48.33 kW/m이다. 이 예상 최대 선출력을 기준

으로 FEMAXI-IV를 이용하여 계산한 소결체 최대 중심 온도는 Table 5-2에 정리

한 것과 같이 1990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예상 용융점(2668 ℃)보다 낮다. 또한, 

피복재의 외부 표면 온도도 69 ℃로 포화 온도(125 ℃) 이하이므로 정상 운전 중 핵

연료 안전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2. Maximum temperature at the linear power of 48.33 kW/m in the normal 

operation of HANARO

선출력
FEMAXI-IV

핵연료 중심 온도(℃) 피복재 외부 표면 온도(℃)

48.33 kW/m 199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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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 동

DUPIC Irradiation Test Rig 02-004에 대한 압력 강하 및 진동 실험은 관계

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생략하 다. 그 이유는 리그에 의한 압력 강하 및 진동 유발

과 관련된 리그의 설계 제원이 제 2 차 조사시험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5.2.3 기계적 특성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되는 핵연료 피복관 및 조사시험 리그의 기

계적 특성은 제 2 차 및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에 사용된 피복관 및 리그의 기

계적 특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조사시험 기간 동안의 기계적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의한 사고 유발 시 하나로 위해도 평가

5.3.1 건식 재가공 핵연료에 의한 제어봉 인출 가능성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리그는 하나로 핵연료다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로 노심에 고정되므로 하나로 가동 중 ejection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

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조사 시료에 의한 제어봉 인출 사고의 가능성은 없다.

5.3.2 파손 평가

정상 상태 하에서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열수력적 건

전성을 확인하 으며, 조사시험 리그에 대한 진동 시험 결과는 제 2 차 조사시험 시

의 결과를 인용하여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및 제조에 있어 엄격한 품질 관리(QA)를 통해 

제조 결함을 제거하 으므로, 하나로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파손 가능성은 없다.

5.4 하나로 유발 사고 시 건식 재가공 핵연료 건전성 평가

하나로 유발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조사시험 중인 조사 대상 핵연료의 건

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 해석 코드인 FEMAXI-IV를 사용하 다. 사고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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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유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로 알려져 있는 제어봉 인출 사고 및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서 분석하 다.

5.4.1 하나로 제어봉 인출 사고 

하나로의 원자로 상태 I 및 II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간주되는 제어봉 인출 

사고 시, 시간에 따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온도 변화를 FEMAXI-IV로 분석하여 

Fig. 5-1에 나타내었다. 이 사고에서는 냉각 조건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노심 출력은 

사고 3.77초 후 최대 129.3% FP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핵연료의 비열이 크기 때문

에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와 MDNBR은 노심 최대 출력 시점보다 0.5∼1.1 초 느리

게 나타난다.

FEMAXI-IV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최고 중심 온도는 

2414 ℃로서 용융 온도인 2,66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피복관의 최고 외부 표면 

온도 역시 69 ℃로서 포화 온도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시료의 건전성

에는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5-1. RIA accident analysis using FEMAX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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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펌프 축 고착 사고 

하나로 원자로 상태 III 및 IV에서 열수력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펌

프 축 고착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노심 출력이 감소하지만 

노심 출력이 높은 상태인 사고 후 2 초 이내에 유량이 최저 63%F.F까지 감소하는 

사고이다.

FEMAXI-IV로 사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5-2에 도시하 다.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1977 ℃로써 용융 온도 보다 낮고, 최고 표면 온도는 69 ℃로서 포

화 온도 이하이므로 조사 시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Fig. 5-2  Locked rotor accident analysis using FEMAX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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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기타 하나로 사고시 안전성 분석 

하나로의 원자로 상태는 정상 운전, 예상 운전 과도 상태, 사고 및 제한 사고

로 분류된다.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2 가지 사고(제어봉 인출 

사고와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검증되었으나, 이외의 원

자로 상태에 대해서도 냉각 조건 변화와 노심 출력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

로 안전성을 검토하 다.  

가. 예상 운전 과도 상태

(1) 일차 계통 냉각 상실

일차 냉각 계통 펌프 1대의 고장으로 냉각수 유량이 줄어드나, 펌프의 플라

이휠의 작용으로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비해 압력 및 유량 변화가 훨씬 천천히 감소

하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즉, 일

차 계통 냉각 상실 사고는 70%F.F 유량 감소까지 12 초 이상 소요되나, 펌프 축 고

착 사고에서는 1 초 정도 소요된다.

(2) 외부 전원 상실

두 대의 펌프가 동시에 정지하지만 역시 플라이휠의 작용으로 초기 유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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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원자로가 정지되어 노심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

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3) 우회 유동 조절 상실

우회 유동 밸브가 고장이 발생하여 완전 개방되더라도 노심 유량의 변화는 

3%의 감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는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이고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이므로 펌프 

고착 사고 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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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차 계통 냉각 상실 및 반사체 계통 냉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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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NBR 등 안전성 변수에 즉각적인 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전성에 향이 없다.

(5) 기동 운전 사고

사고 시 노심 최대 출력이 1%F.P 미만이므로 안전성에 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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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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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을 확인하고 정지시키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과 약간의 차

이밖에 없으므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2) 중수 누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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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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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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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비해 출력 증가 속도도 느리며 최고 값도 작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제어봉 인출 사고가 제한적이다.

(4) 원자로 수조 및 핵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 취급 사고

일차 계통 냉각 조건에는 직접적 향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

에 미치는 향은 없다.

   

다. 제한 사고

(1) 지진 및 빔튜브 파단 사고

이 사고는 수조수의 원자로실 방출이 염려되는 사고일 뿐 초기 유량 및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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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2) 유동 차단 사고 

이 사고 시 건식 재가공 조사 핵연료의 방사선원은 HANARO 핵연료 다발

의 방사선원의 3% 미만이므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5.5 결론 및 대책

5.5.1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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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NB 측면에서 HANARO에서 조사 시험 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건전성은 충분히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핵연료 중심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 이하로 충분히 유지되며, 피복관 

외부 온도도 냉각수가 단상 유동을 유지할 정도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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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추가 안전 대책

위의 분석과 같이 최대 선출력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정상 운전 제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펌프 축 고착 사고 및 제어봉 인출 사고의 경우 출력

의 overshoot에 따른 핵연료 중심 온도 허용 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RPS Trip 

setpoint를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면, 각각의 사고 경우에 대해서 추가의 열적 여

유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RPS trip setpoint

▶ RRS trip setpoint bypass

▶ 1st RPS trip setpoint (High Linear Power: 115% FP) bypass

▶ 2nd RPS trip setpoint (High Log Rate: 8% PP/sec) actuation

☞ 128.9 %FP까지 도달

열적 여유도 확보를 위한 RPS trip setpoint 조정

- High Linear Power : 110% FP

- High Log Rate : 6% PP/sec

☞ RIA 사고 시 108.5 %FP까지 도달 → 충분한 열적 여유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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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 비교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의 안전성 분석 판단을 위하여 제 2 차, 제 3 차 및 

제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의 조사 대상 핵연료 물질, 조사시험 리그 설계 제원, 최대 

선출력 평가, 최대 선출력에서의 정상 운전 시 온도 분포, 하나로 제어봉 인출 사고 

평가 결과 및 펌프 축 고착 사고 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 조사시험 대상 핵연료 물질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 봉 1: 34,700 MWd/tU 

SF 분말을 

이용 제조한 

5개의 소결체

‧ 봉 2: “봉 1”과 동일

‧ 봉 3: “봉 1”과 동일

‧ 봉 1: 34,700 MWd/tU 

SF 분말을 

이용 제조한 

5개의 소결체

‧ 봉 2: “봉 1”과 동일

‧ 봉 3: “봉 1”과 동일

‧ 봉 1: 3차 조사시험한 

축소핵연료봉 중 

1 개 (연장 

조사시험)

‧ 봉 2: 평균 연소도 

27,300 MWd/tU 

SF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5개의 소결체

‧ 봉 3: “봉 2”의 조성을 

모사한 5개의 

모의 DUPIC 

소결체



- 32 -

○ 조사시험 리그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내구성 시험 완료

‧ SPND 계장 조사시험 

리그

‧ 계장선 처리를 위한 

Guide Tube 사용에 

따라 제 2 차 조사시험 

시 사용한 무계장 

리그에 비해 전체 

외경이 2.7mm 축소됨

‧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내구성 시험 완료

‧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로서 

제 2차 조사 시험 무계장 

리그 설계와 동일하나, 

아래 사항은 3차 조사 

리그 설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로 18봉 

핵연료집합체와 동일하게 

형상을 변경함

  - Bottom Guide의 gear 

형상을 Al seating     

ring으로 변경

  - Guide Arm이 접촉하는 

Lower Endplate 와    

Outer Tube의 slot 형상 

변경

○ 최대 선출력 평가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 66.12 kW/m ‧ 48.90 kW/m ‧ 48.33 kW/m

○ 최대 선출력에서의 핵연료 온도 분포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2,554 

(FEMAXI)

80 

(FEMAXI)

2,114 

(FEMAXI)

2,251 

(MARS)

84 

(FEMAXI)

79 (MAR

S)

1,990 

(FEMAXI)

69 

(FEMAXI)



- 33 -

○ 하나로 제어봉 인출 사고 평가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2,665 

(FEMAXI)

82 

(FEMAXI)

2,591 

(FEMAXI)

2,352 

(MARS)

96 

(FEMAXI)

80 

(MARS)

2,414 

(FEMAXI)

69 

(FEMAXI)

○ 펌프 축 고착 사고 평가

제 2 차 조사시험 제 3 차 조사시험 제 4 차 조사시험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관 

외부 표면 

온도 (℃)

2,551 

(FEMAXI)

95 

(FEMAXI)

2,094 

(FEMAXI)

2,252 

(MARS)

84 

(FEMAXI)

98 

(MARS)

1,977 

(FEMAXI)

69 

(FEM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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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핵연료 조성 결정을 위한 ORIGEN-2 입력 자료

2. 정상 상태 핵연료봉 거동 분석용 FEMAXI-IV 입력 자료

3. RIA 사고 해석을 위한 FEMAXI-IV 입력 자료

4. Locked rotor 사고 해석을 위한 FEMAXI-IV 입력 자료



- 38 -

<빈 페이지>



- 39 -

부록 1   핵연료 조성 결정을 위한 ORIGEN-2 입력 자료

  -1
  -1
  -1
  RDA  *  BURNUP OF G23A1 ROD
  RDA  **  CROSS SECTION LIBRARY = PWRUS, 4 CYCLES
  RDA     -1 = G23A1 PWR FUEL WITH IMPURITIES (1 MT = 1000 KG)
  RDA     WARNING:  VECTORS ARE CHANGED WITH RESPECT TO CONTENT.
  RDA               THESE CHANGES WILL BE NOTED ON RDA CARDS.
  CUT     5 1.0E-10 7 1.0E-10 9 1.0E-10 -1
  LIP     0 0 0
  RDA        DECAY LIB    XSECT LIB                      VAR. XSECT
  LIB     0    1 2 3     601 602 603    9   50   0   1       38
  RDA      PHOTON LIB
  PHO     101 102 103  10
  TIT  INITIAL COMP. OF UNIT AMOUNTS OF FUEL MATERIAL
  RDA     READ FUEL COMPOSITION INCLUDING IMPURITIES (1000 KG)
  INP     -1  1  -1  -1  1  1
  TIT     IRRADIATION OF ONE METRIC TON OF PWR FUEL
  MOV     -1 1 0 1.0
  PCH     1  1  1
  HED     1                                                 CHARGE
  BUP
  IRP      261.21   22.98    1   2   4 2  BURNUP=  6,004 MWD/MTIHM
  DEC      319.21            2   3   4 0  DECAY FOR 58 DAYS
  IRP      642.04   22.98    3   4   4 0  BURNUP= 13,423 MWD/MTIHM
  DEC      731.04            4   5   4 0  DECAY FOR 89 DAYS
  IRP      1019.44  22.98    5   6   4 0  BURNUP= 20,052 MWD/MTIHM
  DEC      1098.44           6   7   4 0  DECAY FOR 79 DAYS
  IRP      1385.96  22.98    7   8   4 0  BURNUP= 26,660 MWD/MTIHM
  BUP
  RDA     -10 = IRRADIATED FUEL AT DISCHARGE
  MOV     8 -10  0 1.0
  PCH     -10  -10  -10
  RDA     ***** OUTPUT MODULE *****
  TIT    CALCULATION OF ORIGEN2 V2.1 - PWR FUEL - STANDARD BURNUP (PWRUS)
  BAS      1 MTIHM 3.21% UO2; BURNUP=26,660 MWD/MTIHM, 4 CYCLE
  MOV     -10    1    0   1.0
  RDA     ***** DECAY MODULE OF FUEL MATERIALS*****
  TIT    DECAY OF SPENT PWR FUEL MATERIAL (G23A1 FUEL, 26,660 MWD/MTU)
  HED     1                     DISCHARGE
  DEC     1.0   1   2   5   4
  DEC     3.0   2   3   5   0
  DEC     5.0   3   4   5   0
  DEC     7.0   4   5   5   0
  DEC     10.0  5   6   5   0
  DEC     14.0  6   7   5   0
  DEC     14.5  7   8   5   0
  DEC     15.0  8   9   5   0
  DEC     20.0  9  10   5   0
  DEC     50.0 10  11   5   0
  DEC     100.0 11  12  5   0
  RDA     OPT CARDS HERE
  OPTL      4*8  3  8  3  8  7  8  2*8 3 8 3 8 7 7*8
  OPTA      4*8  3  8  3  8  7  8  2*8 3 8 3 8 7 7*8
  OPTF      4*8  3  8  3  8  7  8  2*8 3 8 3 8 7 7*8
  OUT      12   1     -1    0
  MOV     -10  1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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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2 922340  317.1  922350 32100.0 922380 967582.9      0  0.0 FUEL G23A1
4 030000  1.0    050000  1.0    060000   89.4   070000 25.0 FUEL IMPU
4 080000 134454. 090000  10.7   110000   15.0   120000  2.0 FUEL IMPU
4 130000  16.7   140000  12.1   150000   35.0   170000  5.3 FUEL IMPU
4 200000  2.0    220000  1.0    230000   3.0    240000  4.0 FUEL IMPU
4 250000  1.7    260000  18.0   270000   1.0    280000 24.0 FUEL IMPU
4 290000  1.0    300000  40.3   420000   10.0   470000 0.1  FUEL IMPU
4 480000  25.0   490000  2.0    500000   4.0    640000 2.5  FUEL IMPU
4 740000  2.0    820000  1.0    830000   0.4    0      0.0  FUEL IMP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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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상 상태 핵연료봉 거동 분석용 FEMAXI-IV 입력 자료

HANARO DUPIC 5 pellets EXPERIMENT 2002.5. 15(Wed) 4'th DUPIC fuel(6.12 ~ 8.31) 
FEMAXI-IV 
 &INPUT IPRINT=20*1,IFEMRD=0,SBU=20000.,GR=5.,R1=5.,IBUNP=1,
  IWFEM=9*1,29*0,7*1    
 &END
         1         1         3
         1     1.080     1.212
         2         1       0.0     1.055      1.15     0.014      0.95       5.0
     0.936     0.042
     0.059     0.042
       7.1       0.1       1.0       0.0       0.0       0.0       0.0       0.5
        26                
                       0.0    1.40E13   313.      0.4                     010.29
  1.0                                                         26
    0.1             483.30    1.40E13                       -100     1    0   
  72.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96.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72.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96.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72.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96.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336.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168.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336.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168.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336.00             483.30    1.40E13                       -100     0    0  
    0.1               0.001   1.22E09                       -100     0    0  
 168.00               0.001   1.22E09                       -100     0    0  
    0.1             483.30    1.40E13                       -100     1    0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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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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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IA 사고 해석을 위한 FEMAXI-IV 입력 자료

HANARO DUPIC 5 pellets EXPERIMENT 2002.5. 15(Wed) 4'th DUPIC fuel on FEMAXI-IV 
 &INPUT IPRINT=20*1,IFEMRD=0,SBU=20000.,GR=5.,R1=5.,IBUNP=1,
  IWFEM=9*1,29*0,7*1    
 &END
         1         1         3
         1     1.080     1.212
         2         1       0.0     1.055      1.15     0.014      0.95       5.0
     0.936     0.042
     0.059     0.042
       7.1       0.1       1.0       0.0       0.0       0.0       0.0       0.5
        16                
                       0.0    1.54E13   313.      0.4                     09.666
  1.0                                                         16
   70.0             483.30    1.54E13                       -100     1    09.666   
   70.00038         624.91    1.71E13                       -100     1    06.544   
   70.00039         478.09    1.68E13                       -100     0    0   
   70.00041         463.39    1.64E13                       -100     1    0   
   70.00044         395.07    1.58E13                       -100     1    0   
   70.00046         294.70    1.27E13                       -100     1    0   
   70.00049         224.23    1.00E13                       -100     1    0   
   70.00052         179.28    0.96E13                       -100     0    0   
   70.00055         148.58    0.66E13                       -100     1    0   
   70.00058         127.59    0.43E13                       -100     0    0   
   70.00060         113.12    0.38E13                       -100     0    0   
   70.00063         103.41    0.34E13                       -100     0    0   
   70.00066          77.33    0.32E13                       -100     0    0   
   70.00073          66.69    0.30E13                       -100     1    0   
   70.00080          58.96    0.28E13                       -100     0    0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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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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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Locked Rotor 사고 해석을 위한 FEMAXI-IV 입력 자료

HANARO DUPIC 5 pellets EXPERIMENT 2002.5. 15(Wed) 4'rd DUPIC fuel(6.12~8.31) 
FEMAXI-IV 
 &INPUT IPRINT=20*1,IFEMRD=0,SBU=20000.,GR=5.,R1=5.,IBUNP=1,
  IWFEM=9*1,29*0,7*1    
 &END
         1         1         3
         1     1.080     1.212
         2         1       0.0     1.055      1.15     0.014      0.95       5.0
     0.936     0.042
     0.059     0.042
       7.1       0.1       1.0       0.0       0.0       0.0       0.0       0.5
        35                
                       0.0    1.54E13   313.      0.4                     0 9.666
  1.0                                                         35
   70.0             483.30    1.54E13                       -100     1    0 9.666  
   70.0000278       483.30    1.54E13                       -100     1    0 8.957   
   70.0000556       483.30    1.54E13                       -100     0    0 8.433   
   70.0000833       483.30    1.54E13                       -100     0    0 7.968   
   70.0001111       483.30    1.54E13                       -100     0    0 7.594   
   70.0001389       483.30    1.54E13                       -100     0    0 7.279   
   70.0001667       483.30    1.54E13                       -100     0    0 7.001   
   70.0001944       483.30    1.54E13                       -100     0    0 6.752   
   70.0002222       483.30    1.54E13                       -100     0    0 6.526   
   70.0002500       483.30    1.54E13                       -100     0    0 6.319   
   70.0002778       483.30    1.54E13                       -100     0    0 6.122   
   70.0003056       483.30    1.54E13                       -100     0    0 5.939   
   70.0003333       483.30    1.54E13                       -100     0    0 5.773   
   70.0003611       483.30    1.54E13                       -100     0    0 5.631   
   70.0003778       483.30    1.54E13                       -100     0    0 5.575   
   70.0003806       483.30    1.54E13                       -100     0    0 5.572   
   70.0003833       478.09    1.48E13                       -100     1    0 5.570   
   70.0003861       478.09    1.48E13                       -100     0    0 5.573   
   70.0003889       478.09    1.48E13                       -100     0    0 5.581   
   70.0003944       478.09    1.48E13                       -100     0    0 5.616   
   70.0004083       463.39    1.32E13                       -100     1    0 6.125   
   70.0004167       463.39    1.32E13                       -100     0    0 6.235   
   70.0004361       395.07    1.27E13                       -100     1    0 6.034   
   70.0004639       294.70    1.00E13                       -100     1    0 6.057   
   70.0004917       224.23    0.86E13                       -100     1    0 6.056  
   70.0005194       179.28    0.64E13                       -100     1    0 6.136   
   70.0005472       148.58    0.40E13                       -100     1    0 6.084   
   70.0005750       127.59    0.25E13                       -100     1    0 6.099   
   70.0006028       113.12    0.18E13                       -100     1    0 6.123   
   70.0006306       103.41    0.10E13                       -100     1    0 6.151   
   70.0006583        98.06    0.09E13                       -100     1    0 6.139   
   70.0007278        94.42    0.07E13                       -100     1    0 6.143   
   70.0007972        91.23    0.06E13                       -100     1    0 6.144   
   70.0008333        86.99    0.05E13                       -100     1    0 6.144   
   70.0027778        49.30    0.01E13                       -100     1    0 6.14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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