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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수출 전략형 연구로 설계 ; 개념 설계 (1차 년도)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IAEA 연구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전 중인 약 280여기의 연구로 중 운전
기간이 30년 이상 된 것이 약 60%, 20년 이상 된 것이 약 80%에 이르러 연구로
의 수명을 평균 40년 정도로 가정하면 향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이용
가능한 원자로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로 이
용의 모든 분야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10MW 이상의 중․대형 연구로는
개조를 통한 수명 연장을 고려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약 40기정도 밖에 남지 않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도 30MW 출력의 하나로를 1995년 가동 이후 이용자와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냉중성자 및 노내 조사 시험 설
비 등 이용자 수요를 대비하여 시설을 갖추더라도 2015년경에는 하나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제 환경과
변화된 원자력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연구로 모델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용을 통해 확보하
고 있는 설계 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수출 전략형의 연구로 설계 과제”가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은 1차년도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간략
히 말하면 상업적,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진출형 국내 고유 모델의 연구
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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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로 설계는 여러 공학 분야가 힘을 합쳐 개념 설계, 기본 및 상세 설계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는 과제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
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단계별 일부 특성 업
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로 개념
설계 1차년도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o 연구로 일반 설계 및 실험설비 요건 수립
o 핵연료 및 노심 개념 수립
o 노물리 및 열수력 예비 분석
o 원자로 구조 및 계통 개념
o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로 설계 일반 요건 및 실험설비 요건 수립 : 고성능의 새 연구로 설계에
고려하기 위해 하나로 설계 경험과 IAEA 지침 등을 고려하여 연구로 설계 일반
요건과 주요 계통 설계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로의 이용 분야, 각 국 연
구로의 수직 조사공과 빔 튜브 등 실험 설비의 설계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로부
터 연구로 이용 분야별로 실험 설비에서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정리하였다.
새 연구로 설계의 중요 입력 자료 중 하나는 이용자들의 수요와 실험을 위한
조사공 요건이다. 그래서 각 국 연구로 실험공의 설계 특성 조사와 하나로 실험
설비 이용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연구로 설계에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였다.

핵연료 및 노심 개념 수립 : 연구로의 핵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
지 형태, 판형, 튜브형 및 봉형의 핵연료에 대해 핵연료 재료 및 제조, 핵적 및
열수력적 특성, 기계 구조 건전성과 하나로 기술의 적용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
점을 검토하였다. 현재로는 stiffener가 있는 U-Mo 튜브형 핵연료가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핵연료 및 노심 개념에 대해 핵 계산을 수행하
여 개념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개념 확인을 위한 시험을 포함하여 핵
연료 집합체 구조 개념 설계가 수행되었다.

- 3 -

노물리 및 열수력 예비 분석 : 전산기의 유지 보수와 계산의 신속성 및 효율성
을 위해 PC 버전의 코드를 기반으로 핵설계 및 열수력/안전해석 체계를 구축하
였다. 중성자속이 높고 다양한 실험을 수용할 수 있는 노심 설계를 위해 중성자
속 요건, 안전성 요건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였다. 노심 개념 선정을 위
하여 사전 준비 단계로 튜브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노심 구성을 검토한
후 표준 노심을 선정하였다. 튜브형 핵연료 두께, 냉각수 채널 너비, 제어봉 및
정지봉의 수 등 여러 가지 설계 변수에 대해 반응도, 중성자속 등의 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려된 개념 노심 조건에 대하여 예비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냉각 조건을 제시하였다. 열수력
해석 모델의 개선을 위해 적용 가능 열수력 상관식 자료의 수집과 적용 타당성
분석, 해석 코드 수정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핵연료집합체 설계에 있어서 3차
원 전산유체 해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채널의 유속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밖에 전산유체해석을 노심 입구 유
동의 안정화 및 알루미늄 블록 노심 구조물의 3차원 온도분포 해석 등에도 적용
하였다.

원자로 구조 및 계통 개념 : 하나로 운전 경험을 반영하여 운영 및 안전성 측면
에서 개선되도록 노심 및 하부 공동, 노심 구조물 지지판, 침니, 반사체 탱크, 원
자로 수조, 제어봉 구동장치 등의 개념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냉각계통, 반사체
계통, 중수 배출 계통 등의 공정계통의 설계 요건과 개념을 정립하였다. 주요 전
기 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을 포함한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 개념과 구조도 제시
하였다.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 수출 대상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새 연구로 건설
에 대한 pre-feasibility study를 위해 베트남 과학자 2인이 본 과제에 파견되었
으며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보고서 작성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OECD/NEA의 JHR 연구로(프랑스)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설계 경험을 교
류하고, IAEA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계속 조성해 오고 있
다. 그리고 태국,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와 하나로 차원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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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sign of a new research reactor for export ; 1st year conceptual desig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ccording to IAEA database, around 60% of research reactors in operation over
the world have been operated more than 30 years and about 80% of them operated
more than 20 years. Hence, they are expected to be reduced to 1/3 between 2010
and 2020 if the lifetime of a research reactor is assumed to about 40 years. In
particular, only about 40 out of the current medium and large research reactors with
more than 10 MW will survive at that time even considering the extension of
lifetime through refurbishments. On the other hand, HANARO of 30 MWth has been
operated since 1995, and the number of users and utilizations has been increased
rapidly. In 2015, the utilizations is supposed to exceed the capability of HANARO
even though the cold neutron source facility and fuel test loop currently under design
are installed.
Therefore, from now on, a research reactor model satisfying the strengthened
regulatory environments and the changed circumstances around nuclear society should
be prepared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of research reactor. This can
also lead to the improvement of technologies and fostering manpower obtained during
the construction and the operation of HANARO. In this aspect, this study has been
launched and the 1st year conceptual design has been carried out in 2003.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can be said to develop a new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model which is superior in safety and econom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research reactor design project as integral engineering requires not only
cooperation of various areas but also lots of manpower and cost during the
realization of the design through several years of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and
detail design. So the overall process at each stage can be said to be similar except
some stage-specific works. The major tasks performed at the first year of conceptual
design stage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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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tablishments of general design requirements of research reactors and
experimental facilities
o Establishment of fuel and reactor core concepts
o Preliminary analysis of reactor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for conceptual core
o Conceptual design of reactor structure and major systems
o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export.

Ⅳ. Result of Project
The contents of major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Review

of

general

design

requirements

of

research

reactor

and

experimental facilities : In order to be helpful for the design of a new research
reactor with high performance, general design requirements of a research reactor and
major systems were reviewed based on the HANARO experiences and the IAEA
guides. And also are summarized the applications of research reactors in various
fields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facility such as vertical
irradiation holes and beam tubes. Basic requirements of such experimental facilities
are also described.
One of main informations for a new research reactor design is the utilization
demands and requirements of experimental holes. So basic requireme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new research reactor design were summarized from the survey of
experimental facilities characteristics of various research reactors with around 20
MWth and the experiences of HANARO utilization.

Establishments of fuel and research core concepts : Three typical fuel
types of plate, tube and rod fuel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as research reactor
fuels, were review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fuel material and fabrication, reactor
physics and thermal-hydraulic characteristics, structural integrity, and the application
of

HANARO

experiences.

U-Mo

tubular

fuel

with

stiffeners

seems

to

be

advantageous tentatively, so the concepts of fuel and core was investigated by
physics calculations on the various fuel geometry and cores. Based on these results,
conceptual design for a fuel assembly structure was also performed.

Preliminary analyses of nuclear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for
conceptual cores : Analysis systems for nuclear physics design, thermal hydrau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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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fety analysis have been established for fast and efficient evaluations with
PC-based computer code. Design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from the neutron flux
requirement and safety requirements in order to design the core with high neutron
flux and facilities for various experiments. As a previous work to determine core
concept, a standard core has been chosen after studying various core configurations
with tubular fuel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for various design parameters were
analyzed. Preliminary thermal-hydraulic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conceptual
core in consideration, and the minimum cooling conditions were evaluated to ensure
least thermal margin. To improve thermal-hydraulic analysis model, the applicable
heat transfer correlations and the validation data have been surveyed and the way to
modify the computer code is under consideration. Three 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code was introduced to design the fuel assembly with constant
flow distributions between flow channels. In addition, CFD code has been applied to
the design of core inlet plenum and the heat transfer analysis of core aluminium
block.

Conceptual design of reactor structure and major systems : Reflecting
experiences of HANARO, the concepts of reactor structure such as core, inlet
plenum, core grid plate, chimney, reflector vessel, reactor pool and control rod
driving mechanism have been investigated to have improved performances and safety.
And design requirements and system features for major process systems such as
primary cooling system, reflector system and heavy water dump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The conceptual designs for the electrical system and I&C systems
including reactor protection system were done as well.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export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s have been driven to realize a country for exporting.
Particularly, as Vietnam is now under pre-fea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new research reactor, we invited 2 Vietnamese experts and have supported to prepare
the report which will be submitted to the Vietnam government at the end of this
year. In addition, we have exchanged the experiences on the research reactor design
at the JHR(Franc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f OCED/NEA, and also involved in
the IAEA activities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exporting a reactor in consideration.
We also suppor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s of HANARO center with Thailand,
China and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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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용 원자로(이하 “연구로”라고 약칭)는 전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
업용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 핵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다양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자로이다. 연구로의 이용 분야는 중성자 빔 이용 연
구, 핵연료 및 재료 조사 시험,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화 분석, 중성자 도핑,
중성자 포획 암 치료, 교육 및 훈련 등 광범위하다. 이러한 각 분야의 이용 기술
은 의학, 농학, 약학, 생명 공학, 재료과학, 고고학, 환경공학 등의 분야의 과학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연결되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계속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1.1, 1.2].
IAEA 연구로 자료에 따르면[1.3],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80 여기의 연
구로가 건설되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많은 원자로가 운
전이 정지되었거나 폐로 되어 현재 운영중인 연구로의 수는 약 280기이다. 이 중
운전 기간이 30년 이상 된 것이 약 60%이고, 20년 이상 된 것이 약 80%에 이르
러 연구로의 수명을 평균 40년 정도로 가정하면 향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는 이용 가능한 원자로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로 이용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10MW 이상의 중․대형
연구로는 개조를 통한 수명 연장을 고려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약 40기정도 밖
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도 30MW 출력의 하나로를 1995
년 가동 이후 이용자와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냉
중성자 및 노내 조사 시험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더라도 2015년경에는 하나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로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
구로 설계 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연구소는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용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일부 인력의 손실이 있지만 아직 상당한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
건을 잘 활용하여 연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인력 유
지 및 양성과 기술 선진화뿐만 아니라 21 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로 모델의
개발 전망이 밝다고 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오랫동안의 원자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원자력 인력 인프라가 많이 붕괴된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연구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연구로의 기획, 설계, 건설에는 최소 6～7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제 환
경과 변화된 원자력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연구로 모델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 전략형의 연구로 설계 과제가 착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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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의 목표는 간략히 말하면 상업적,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
는 해외 진출형 국내 고유 모델의 연구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제의 개념 설계 첫 해에 수행한 주요 업무에 대해 기술한
다. 인력과 예산의 제한, 업무 진행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핵연료 및 노심 부
분의 개념 설계에 많은 비중이 주어졌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는 연구로 및 실
험 설비의 기본 요건을 기술하였고, 제 3장에서는 연구로 설계 각 분야별로 수행
한 업무를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 및 결론
은 제 5장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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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로 및 실험설비 기본 설계요건
연구로의 안전에 대한 많은 요건들은 발전로에 대한 요건들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나 설계와 운전 특성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 요건에서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로는 다양한 실험을 위한 신속적인 이용의 필요 때문에 안전 관리나
안전 성취에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발전로에 대한 안전 규정을 연
구로에 적용한다면 많은 수정이 필요하며, 여전히 포괄성이 부족함을 면할 수 없
으며 여러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발전로와 대부분의 연구로의 이와 같은 차
이는 설계 및 운전뿐만 아니라 QA 및 규제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연구로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설계 요건과 연구로 실험설비 설계를 위한 요
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2.1 연구로 설계 요건 [2.1∼2.3]
2.1.1 일반 설계 요건
1) 안전 등급 분류
o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
고, 이에 따라 설계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2) 규정 및 기준
o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할 규정과 기준을 확인하고, 분류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설계 과정(근거)
o 가정된 가상 초기 사건은 원자로 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상되는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안전 계통 및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는 설계 기준
사고를 밝혀야 한다.
o 가상 초기 사건 분석에는 기기 고장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연구로 안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화재, 배관 파손 등의 내부 사건도 고려해야 한다.
o 자연재해 및 인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사건도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o 원자로의 모든 운전 상태와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해 관련 변수들의 설계 한계
값을 설정해야 한다.
o 모든 운전 상태에서 변수, 요건. 제한 사항은 미리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안전

하게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운전제한조건(Operational
Limits and Conditions)을 구성한다.
o 가상 초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필요한 보호 계통이 작동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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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야 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사고 시 발생하는 과도한 부하나
환경 조건(예로, 과도한 온도, 습도 및 방사능)의 영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o 사고해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예상 운전과도 및 사고 결말을 제한하거나 완
화하는 공학적 안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 신뢰도를 위한 설계
o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중성의 원칙을 주요 설
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단일 고장도 의도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계통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o 같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의 계통이나 기기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고 공
통 원인 고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성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o 독립성의 원칙(기능상 격리 및 물리적 분리)은 계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특히 공통 원인 고장 측면에서,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o 고장시 안전 개념(fail safe design)이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에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o 안전에 중요한 기기는 중요도에 따라 시운전 전에 적절하게 그리고 그 뒤로는
정기적인 기간마다 적합하게 감시하고, 시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5) 보수 유지,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수단
o 안전에 중요한 계통은 요구되는 신뢰도에서 적절한 기능 시험과 검사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접근성, 적합한 차폐, 원격 조종 및 제염
수단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6) 방사선 방호를 위한 설계
o 모든 운전 상태 및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해 방사선 방호 목표에 부합하는 전반
적인 방사선 방호 개념을 관련 계통 및 감시 계통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o 설계 방사선 준위는 허용 한계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도가 있어야 하며,
구조물 재질도 종사자의 피폭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o 모든 방사선원에 피폭 및 오염, 그리고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 회수와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7) 인적 요인 및 인간 공학 설계
o 제어실과 기타 계통 설계에는 인적 요인과 인간 공학 원리를 고려하여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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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o 운전원의 조치의 성공 확률를 높이기 위해 운전원에게 요하는 요구를 최소화
하고, 일정한 시간 내에서는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절한 조
치가 수행되도록 설계한다.
8) 재료 선정 및 노후화 대비
o 원자로 수명 말기에 예상되는 재료 특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
전 여유도가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Aging effect를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
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1.2 계통 설계 요건
1) 원자로심 및 핵연료
o 핵연료 및 핵연료 집합체 설계에는 중성자, 열수력, 기계, 재료, 화학 그리고
중성자 조사 등 원자로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o 원자로심은 설계 기준 사고 상태에서도 핵연료 손상이 허용 한도 내로 제한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원자로는 모든 운전 및 설계 기준 사고 상태에서 정지, 냉각 및 미임계가 유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원자로심은 사고 상태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고유 안전 특성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핵연료, 반응도 제어 장치 및 실험 설비를 포함하여 원자로심은 모든 운전 상
태에서 정해진 최대 허용 설계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반응도 제어 계통
o 반응도 제어 장치는 가장 큰 정반응도를 줄 수 있는 실험을 고려하더라도 모
든 운전 상태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부반응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o 반응도 제어 계통은 모든 운전 상태에서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설계 기준
사고에서 정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o 반응도 제어 계통 또는 실험으로 인해 허용되는 최대 반응도 삽입률을 규정하
여야하고 SAR에 명시된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 정지 계통
o 적어도 하나의 자동 정지 계통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고, 원자로의 특성에 맞
추어 또 다른 독립된 정지 계통을 고려해야 한다.
o 정지 계통의 효율성, 작동 속도 및 정지 여유도는 명시된 한계와 조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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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o 정지 계통의 단일 고장이 발생해도 필요 시 계통의 안전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o 비상 정지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수동 작동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o 정지 장치가 항상 가동에 적합한 조건에 있음을 감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고
시험 가능해야 한다. 디지털 반응도 제어 계통에 근거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소프터웨어 검증 및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원자로 보호 계통
o 원자로 보호 계통은 자동 작동되어야 하며, 다른 계통과 독립된 계통이어야 한
다. 또 수동 정지 신호도 입력 가능하여야 한다.
o 보호 계통은 일단 작동이 시작되면 필요한 작동들이 수동 조작에 의해 방해받
아서는 안 되며, 사고 후 짧은 시간 내에는 수동 조작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o 자동으로 작동하여 모든 범위의 가상 사건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경우(충분한 시간과 정보, 단순 고장과 명확한 조치의
경우 등)에는 운전원의 수동 조작도 고려할 수 있다.
o 보호 계통은 단일 고장으로 인한 기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채널로 구성하여야 한고, 다중성과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 원인 고장 발생시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o 보호 계통의 모든 부품들은 기능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o 안전 한계값을 초과하기 전에 사건 진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호계통 작동
시점과 안전 한계값 사이에 여유도를 갖고 설정값이 수립되어야 한다.
o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원자로 정지가 가능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o 컴퓨터 기반계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고품질 및 최고 관행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 모든 개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문서화 및 검토 가능
- 설계 및 공급자와 독립적인 전문가의 평가
5) 원자로 냉각 계통
o 원자로 냉각 계통은 허용가능하고 입증된 여유도를 갖고 노심을 적절히 냉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에서 궁극적 열 제거원으로 장기
간 신뢰성 있게 열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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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 냉각재를 포함하고 있는 계통은 누수 발생, 급성장 균열, 그리고 경화
로 인한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점검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o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노심 위치 또는 노심 아래 수위에서 관통이 있는 원
자로 설계에는 노심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o 원자로 냉각재 경계는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적절한 검사와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정지 노심의 냉각을 위한 별도의 계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노심 잔열 제거를
위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계통을 1차 냉각 계통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o 자연 순환 냉각을 위해 플랩 밸브나 이에 상응하는 계통을 사용하는 원자로에
서는 적당한 개수의 다중 장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작동 요구시 기능을 발휘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o 냉각수의 수질을 감시하고 조절하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방법을 고려해
야 한다.
6) 비상 노심 냉각 계통
o 비상 노심 냉각 계통(ECCS)은 냉각수 상실 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 사고 시
심각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노심 온도를 정해진 안전
한계값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o ECCS는 2.1.1절의 4) 신뢰도를 위한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ECCS는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성능 입증을 위한 적절한 주기적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준격납/격납 계통
o 격납계통은 정상 운전 및 사고 상태 동안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허용 한계
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격납계통은 2.1.1절의 4) 신뢰도를 위한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원자로 건물은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해 예상되는 최대 계산 압력 및 온도 부하
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o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큰 연구로는 설계기준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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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값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준격납계통 대신 격납계통을 고려해야 한다.
o

사고 상태에서의 허용 누출율은 설계 기준 사고시의 온도와 압력, 환경조건,
누설 위치 및 필터링 등의 다른 변수와 방사선선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o 주어진 압력에서 격납 건물의 누설률이 명시된 곳에서는 초기 그리고 주기적
인 누설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계측 및 제어 계통
o 정상 운전 중 원자로의 운전 및 공정 계통을 감시하고 안전에 관련한 모든 변
수들을 기록하기 위한 충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과도 및 사
고 시 비상 대처를 위해 중요 안전 변수를 지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설비도
제공되어야 한다.
o 계측 설비와 표시 장비의 선정과 배치는 운전원이 정보를 인지하여 적절한 안
전 관련 조치를 취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운전원의 실수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 인간공학 원칙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o 컴퓨터 기반의 안전에 중요한 계통은 디지털 계측 및 제어 계통,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이 검증되고 시험이 되어야 한다.
o 설계에는 원자로 기동에 필요한 중성자원 및 기동 전용 계측 설비를 고려해야
한다.
o 청각 및 시각적인 경보 장치는 안전도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로 운전
상태 변화에 대한 조기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o 설계에는 안전 관련 계측 설비에 대한 주기 점검, 시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9) 전원 계통
o 정상 및 비상 전원의 설계 근거가 확인되어야 하고, 비상전원 공급 계통은 충
분한 신뢰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비상 전원 계통 설계 시 전원을 공급하는 여러 장비의 시동 부하 요건을 고려
해야 한다.
o 비상 전원 공급계통의 기능 용량을 시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설계에 고
려해야 한다.
o AC 및 DC 전원의 최대 단절 시간이 규정되어야 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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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로 실험 설비 요건
2.2.1 각국 신규 연구로 실험설비 특성 조사
최근에 건설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 연구로들은 이전의 연구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시간적인 갭으로 인해 자국내 및 국제 인허가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에 따른 성능 요건의 변화, 연구로 운영 경험에 따른 기술 축적 등에 따라 원자
로 설계 특성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로 설계에서 빔 튜브 및 조
사공 배치를 고려하기 위해 최근에 설계되고 있는 20 MW 전후 출력의 연구로
의 실험 설비 특성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조사한 연구로는 아래와 같으며 60
MW의 CARR과 500 kW의 DNRR을 제외하면 대부분 출력이 10～20 MW 정도
의 중형 연구로이다. 이들 연구로 실험설비의 상세한 특성은 참고문헌[2.4]에 기
술되어 있다.
o HANARO (한국)
o CRCN/RPM-1 (Research Reactor at CRCN site, 브라질)
o RSG-GAS (Research Reactor at Serpong site, 인도네시아)
o ETRR-2 (Egyption Second Research Reactor, 이집트)
o RRR (Replacement Research Reactor, 호주)
o JRR-3M (Japan Research Reactor, 일본)
o ORPHEE (Research Reactor at Saclay site, 프랑스)
o FRM-II (Neue Forschungsneutronenquelle at Garching, 독일)
o ONRC (Research Reactor at Ongkharak Nuclear Research Center, 태국)
o TRR-II (Taiwan Research Reactor II, 대만)
o CARR (China Advance Research Reactor, 중국)
o DNRR (Dalat Nuclear Research Reactor, 베트남)

2.2.2 실험공 설계 고려 사항 및 요건 [1.1, 2.4]
연구로에서 실험을 위한 조사공과 빔 튜브공은 실험에 필요한 요건에 따라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이들의 위치나 크기 및 수는 조사공 또는 설비의 중
성자속 조건 등 원자로 설계에 영향을 주므로 최적화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neutron guide, 노내조사시험 설비, 캡슐 등 실험에 필요한 보조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노심 설계를 위해 이들 설비가 설치되는 지점의 중성자속만 고려
하였다. 이는 실험 설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최종 사용하는 중성자속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 사항에는 새 연구로의 출력을 20 MW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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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고려 사항
가. 공통 사항
• 중성자속은 가능한 높으면 좋으며, 넓은 범위에 걸쳐 높은 중성자속(반경 방향 및 축
방향으로 높은 평균 중성자속)을 갖는 것이 요구됨.
• 실험 설비 위치에서 중성자속의 일정함이 매우 중요함. 운전 상태와 다른 실험물의 장
전에 의한 평균 중성자속의 변화가 ±5%, 가능하면 ±2.5% 이내가 바람직함.
나. 빔 튜브 실험공
• 빔 튜브 끝단(at reactor surface)의 열중성자속이 1.0x1010 n/cm2/sec 이상 되는 것
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빔튜브 nose에서 열중성자속이 약 3.0x1014 n/cm2/sec 이
상 되는 것이 필요
• 빔 튜브 창(aperture)의 width 보다 height가 더 중요하며, 폭(width)은 7～10 cm,
높이 (height)는 20～25 cm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
• 중성자 라디오그라피의 경우 빔 튜브 창(aperture)의 크기(직경 D)와 aperture에서
object까지의 거리(길이 L)의 비, L/D이 중요하고(클수록 좋음) 일반적으로 200 이상
이 바람직함. 그리고 aperture는 대략 직경 8～10 cm 정도면 무리가 없고, object가
위치하는 곳의 크기는 8x10 inch, 또는 14x17 inch의 film 크기를 고려할 때 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바람직함. 그리고, 이때 빔 튜브 끝단(at reactor surface)에서
10

열중성자속도 1.0x10

2

9

2

n/cm /sec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3.0x10 n/cm /sec 이

상은 되어야 함. 그리고 전체적 성능은 실험장치의 설계와도 관련됨.
• 높은 열외 중성자속와 감마선속이 필요한 경우 radial 빔 튜브가 유용할 수 있으나
tangential 빔 튜브로도 큰 어려움은 없음.
다. 핵연료 및 재료 조사공
• 상용 경수로 조건의 조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노심 중성자속 조건을 고려하여 열중
14

성자속 및 속중성자속이 2x10

2

n/cm /sec 이상은 되어야 함. 참고로 아래 표 2.1-1에

기존 및 미래의 상업로 노심 중성자속 조건과 현재 설계 중인 프랑스의 재료 시험로,
JHR의 중성자속 조건을 나타내었다.
• 노내 구조물 재료 개발을 위한 조사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 속중성자속( E > 1
MeV)은 5 x 1013 n/cm2/sec이나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필요 조사량(fluence ; 2 ～
3x1022 n/cm2)를 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중성자속이 높아야 함.
• 일반적으로 핵연료 및 재료의 개발과 특성 조사는 캡슐 형태로 실험되므로 조사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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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핵연료 집합체 정도면 됨.
• 노내 조사 시험 루프는 적절한 조사 조건을 위해서는 노심내가 바람직하고 크기도 재
료 조사공보다 큰 것이 바람직함.
표 2.1-1 상업로 및 JHR의 노심 중성자속
Reactors

Pth/Vcore

속중성자속 (n/cm2․sec)
(E > 0.91 MeV)

열중성자속 (n/cm2․sec)
(E < 0.625 eV)

PWR/BWR

80

1.3 x 1014

9.0 x 1013

HTGR

6.6

1.0 x 1013

1.2 x 1013

Gas cooled FBR

20～150

0.18～1.4 x 1014

JHR

600

6.4 x 1014

3.5 x 1014 (노심 영역)
7.3 x 1014 (반사체 영역)

라. 동위원소 생산 조사공
• 동위원소 중에서 특히

99

Mo 생산은 의료 진단 분야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의
14

생산을 위해서는 열 및 열외 중성자속이 2 x 10

2

n/cm /sec 이상인 조사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동위원소에 생산에 요구되는 적합한 중성자속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 2.1-2는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성자속을 요약한 것이다.

표 2.1-2. 동위원소 생산에 필요한 바람직한 중성자속
No.
1

열중성자속
(n/cm2․sec)
Φt > 5x1015

조사공 수 크기 (cm)
1 개

6

용도
•Re-188 발생기 생산
•Sr-89 및 중성자 연속포획에 의해서 생성되는

핵종 생산
•Ir-192,

P-33, 치료용 Co-60, 비파괴검사
용 Co-60, Cr-51 등 생산

2

Φt > 5x1014

2 ～ 3 개

6

3

Φt > 2x1014
Φe > 2x1014

2 ～ 3 개

6

•Fission

4

Φt > 2x1014

2 ～ 3 개

6

•I-131, P-32 등 농축 표적을 이용한 핵종 생산

5

Φt > 1x1014

2 개

10～15

6

Φt > 5x1013

4 ～ 5 개

5

Moly 생산 (OPL 장치가 필요함)

•단반감기 및 연구용 핵종생산
[HTS(수력이송장치) 필요]
•반감기가 긴 핵종 생산
•기타 시료 조사용 및 예비용 조사공

• 다른 실험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공은 크고 중성자속이 높으면 좋다.
조사공은 수작업인 경우 크면 좋으나(예로, 3개 정도의 채널을 동시 삽입할 수 있는
중성자 트랩) 공기 이송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합한 크기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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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NTD 조사공
• NTD 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료가 들어간 상태에서 2 ～ 5 x 1013 n/cm2/sec
정도의 평균 열중성자속이 필요하나 중성자속이 높을수록 조사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조사공은 클수록 좋으나 연구로 노심 크기의 제한 및 핵 특성에 따라 직경 18 ～ 25
cm, 길이 50 ～ 70 cm 정도의 공간이 요구됨.
• 축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 균일한 중성자속을 얻는 것이 필요. 축 방향으로 5% 이내,
반경 방향으로 2% 이내가 바람직함.
• 가능한 다른 실험에 의해 중성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곳에 위치
• 속중성자속이 열중성자속에 비해 가능한 낮아야 한다. 열중성자속 대 속중성자 속의
비가 200 이상이어야 함. 온도는 150℃ 이하로 유지함이 바람직함.
바. 방사화 분석
11

• 조사공의 중성자속(열, 열외, 속, 냉중성자)의 범위 ; 10 ～10

14

2

n/cm sec

• 중성자속이 높으면 좋으나 조사공의 온도를 40～50℃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
요함 (자연냉각 또는 air cooling system 이용)
• 열중성자를 사용하므로 가능한 한 높은 카드뮴비(Au 사용시 100이상) 조건 필요
• 열/열외 중성자속의 비 : 40 ～ 50
• 단기 조사용은 조사공의 크기가 작고, 장기 조사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좋음.

2) 새 연구로의 실험공 요건 예
일반적으로 연구로의 수직 조사공 및 빔튜브 실험공의 수와 배치는 연구로의
건조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수요와 조사 요구 조건은 새로운
연구로 설계의 중요 입력 자료이다. 현재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새 연구로
는 특정 수요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대상 국가로 예상되는 베트남
등 개도국이 중요 수출 대상 국가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의 실험공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를 진행함이 바람직하
다. 물론 수요자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베트남의 원자
력 계획에 따르면 2017～2020년에 첫 상업로 가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5년에
는 현재 가동 중인 오래된 연구로(DNRR, Dalat Nuclear Research Reactor)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구로의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DNRR의 주요 이용 분야
는 방사화 분석과 동위원소 생산이며, 향후 국가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들 분
야 외에 빔 이용 분야의 확대와 핵연료 및 재료 조사 분야의 연구 기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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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목적 연구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사항들은 각 국 연구로의 실험 설비 특성과 배치 조사, 그리고
분야별 「하나로」실험 설비 이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기본 요건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로가 이러한 여러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는 설계 과정에서 실험공의 요건에 따라 조사공 수, 크기 및 배치가 최적화되어
야 한다. 표 2.1-3에는 수출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이 약 10년 후 우리나라의 현
재 경제 수준에 있으며, 20 MW의 연구로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최
소한이라 생각되는 실험 설비 조사공의 크기와 개수, 중성자 요건 등의 예를 나
타내었다. 표의 중요도 항은 이용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로서 여기서는 임의로 예
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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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연구로 실험 설비 조사공 요건 예
설계요건
분야

업부

중요도
크기

위치

갯수

요건

연소도 가속
노내 수직공,dia=5~8 cm
핵연료 및

조사 영향 및 방출 가스 거동

재료 조사

화학적 안정성 및 부식 현상
원자력 재료 조사 시험

(핵연료 크기 ; capsule)

노심

2

fast ϕ > 2.0 x 1014

수직공,dia = 5 cm

반사체

3
thermal ϕ > 3.0 x 1014

수직공,dia = 3 ~ 5 cm

NAA

빔 이용연구

NR

반사체

15

RI 생산 (by epithermal ϕ, Mo)
NTD 생산 등 transmutation

고감도 비파괴․동시 다원소 분석

thermal ϕ > 3.0 x 10
수직공,dia > 20 cm
수직공 D=3.5cm(단기조사)
5.0cm(장기조사)

중성자를 이용한 물성 연구 및 소 수평 빔튜브, 7 x 20 cm
개 특성 평가, PGNAA

B or C

(FTL 설치시는 조심 가장자리 고려)

고 방사능 동위원소 생산(I125,Ir192)
RI 생산

thermal ϕ > 2.0 x 1014

(tangential)

비파괴 검사, 비 원자력 분야 응용 수평 빔튜브,D = 8~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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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반사체

14

14

~2.0 x 10

2

flux gradient < 5% over 20 cm

1

thermal ϕ > 1.0 x 1014 ~1.0 x 1011

2

50˚C 이하 유지 (낮은 ϒ heating)

반사체

5

반사체

1

thermal ϕ > 3.0 x 1014
fast ϕ & ϒ 선 최소화
thermal or epithermal ϕ > 2.0 x 1014

A

A

B

B

제 3 장 예비 개념 설계
3.1 핵 설계 [3.1, 3.2]
핵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용 전산코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나로 노심관리
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체계 외에 핵 설계에 사용 가능한 전산코드들을 입수하여
설치하고 시험하였다. 중성자속이 높고 다양한 실험을 수용할 수 있는 노심 설계
를 위해 중성자속 요건, 안전성 요건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였다. 노심
개념 선정을 위하여 사전 준비 단계로 튜브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노심
구성을 검토한 후 표준 노심을 선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설계 변수에 대해 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노심 개념을 제안하였
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3.1.1 설계 기준
일반적인 설계 요건은 2장에 기술되었으며,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
요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하나로 및 다른 연구로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
하였다.
1) 노심 설계 기준
가. Functional Requirements
(1) 모든 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 전체 출력 계수는 음이어야 한다.
(2) 핵연료 및 노심과 관련된 온도 및 기포 계수는 모든 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
음이어야 한다.
(3) 원자로 정지 여유도는 1% Δk/k 이상이어야 한다.
(4) 2차 원자로 정지계통이 있어야 하고 정지여유도는 최소한 1% Δk/k 이상이어
야 한다.
(5) 실험을 위한 초과반응도는 원자로 주기말에 15mk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6) 반응도 제어계통의 최대 반응도 삽입률은 설계노심에 대해 정의되어야 한다.
(7) Xe에 대한 여유 반응도는 15mk를 확보한다.
(8) 원자로 정지계통은 원자로를 충분히 미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나. Performance Requirements
(1) 수직조사공 및 수평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은 다른 조사공에서의 조사 활동에
관계없이 5% 이내에서 안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노심 및 반사체내 조사공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2x10

14

14

2

및 4x10 n/cm -s

이상이어야 한다. 노심내 조사공에서의 최대 고속중성자속(E>1.0MeV)은
14

2

1.5x10 n/cm -s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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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첨두 출력 인자는 3.0 이하여야 한다.
(4) 핵연료 다발의 평균 연소도는 55% U235 이상이어야 한다.
(5) 원자로 운전주기는 35일 이상으로 한다.
(6) 조사공에서의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는 50cm 길이에서 평균값의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1.2 핵연료 선정을 위한 노심 분석
튜브형, 판형 및 봉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개념적인 노심을 구성하고, 초과
반응도(excess reactivity), 주기 길이, 방출 연소도, 출력 분포, 조사공에서의 중
성자속 등의 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예비 노심 개념
핵연료 선정을 위한 노심 분석을 위해 핵연료로는 U-7%Mo를 사용하였다.
3

3

핵연료의 밀도는 5.3 gU/cm 및 8 gU/cm 를 사용하였으며 심재의 길이는 700
mm로 하였다. 냉각재는 H2O, 반사체는 D2O를 가정하였다. 노심은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해 조밀 노심(compact core)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제어봉 및 정지봉은 각각 3개씩을 가정하였다. 노심 중앙에는 노심내 조사를
위해 1개의 CT 조사공을 고려하였다. 모든 노심에 대해 우라늄의 장전량은 약
60 kg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가. 튜브형 핵연료 장전 노심
그림 3.1-1은 본 계산에서 고려된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 모델이며, 그림
3.1-2는 이 핵연료를 이용하여 구성한 노심모형(8UT18)이다. 제어봉은 핵연료집
합체 외부를 따라 삽입 및 인출이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핵연료집합체는 그림
3.1-1과 같이 5 개의 튜브로 구성된 표준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 공간을 확보하
기 위해 4 개의 튜브형 핵연료로 구성된 감축 핵연료집합체로 구성하였다.
3

핵연료의 우라늄 밀도는 8 gU/cm 로 사용하였다. 노심 내부에는 한 개의
CT (Central flux Trap)를 고려하였으며 여기에는 핵연료와 모형이 동일한 알루
미늄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였다. 노심은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밀도 조밀 노심을 구성해도 노심 유효 반경(core equivalent radius)이 약
19cm 정도로 뒤에 설명될 판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에 비해 유효 노심 반경이
약간 크다. 하나로와 거의 동일한 우라늄 장전량을 유지하고 전형적인 튜브형
핵연료의 형태를 고려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의 두께 및 냉각재의 유로 너비는
튜브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연구로의 노심 자료를 참조하여 각각 0.75 및
2.2 mm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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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핵연료 집합체

감축 핵연료 집합체

그림 3.1-1 튜브형 핵연료집합체

그림 3.1-2 튜브형 핵연료 장전 노심(8UT18)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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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형 핵연료 장전 노심
그림 3.1-3과 같은 판형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여 그림 3.1-4와 같이 노심
(8UP24)을 구성하였다. 하나로와 거의 동일한 우라늄 장전량을 유지하면서 전형
적인 판형 핵연료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의 두께 및 냉각재의 유
로 너비로 각각 0.57 및 2.5mm를 적용하였으며 각 집합체당 핵연료 판의 수는
15개로 하였다.
제어봉 및 정지봉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라늄 밀도는 8 g/cm3을 적용하고,
노심 중앙에 조사공으로 한 개의 CT를 고려하였다. CT에는 핵연료와 모형이 동
일한 알루미늄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였다. 이 노심은 노심 유효반경이 17
cm로서 고밀도의 판형 핵연료를 사용한 조밀 노심의 특징을 갖는다.

그림 3.1-3 판형 핵연료집합체

3.1-4 판형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8UP24)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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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형 핵연료 장전 노심
봉형 핵연료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심은 두 가지 방안으로 구성
되었다. 첫 번째는 열수력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원자로의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 3.1-5와 같이 노심 평균 선출력을
낮춘 노심(53H16C6)이며, 두 번째는 그림 3.1-6과 같이 원자로의 성능이 극대화
되도록 구성한 상태에서 열수력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노심(8UH10C6)이다. 53H16C6 노심에서는 평균 선출력을 낮추기 위해 하나로의
감축 핵연료봉으로만 집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우라늄 밀도로는 5.3 gU/cm3을 적
용하였다. 감축 핵연료봉만으로 노심을 구성하면 표준 핵연료봉으로 노심을 구성
한 것에 비해 노심 평균 선출력 역시 25% 정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어
봉 및 정지봉은 개념적으로 여섯 개를 적용하였다. 8UH10C6 노심은 원자로의
3

성능을 높이기 위해 우라늄 밀도 8 gU/cm 의 고밀도 핵연료로 노심을 구성하였
다. 이로 인해 36봉 핵연료집합체의 장전 개수가 10개로 줄어들었다. 제어봉 구
동을 위해 18봉 핵연료집합체는 개념적으로 여섯 다발을 사용하였다. 53H16C6
및 8UH10C6 노심의 노심 유효 반경은 각각 20 cm 및 17 cm 정도로, 53H16C6
노심은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저출력 밀도 노심의 특성을 지니며, 8UH10C6 노
심은 고출력 밀도 조밀 노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노심에서도 노심내에
1개의 CT를 고려하였으며, 여기에 모의 핵연료 다발을 장전하였다. 표 3.1-1에는
각 노심에 대한 제원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3.1-5 봉형 핵연료 저출력밀도 노심
(53H16C6)의 단면도 (핵연료 밀도=5.3g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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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봉형 핵연료 고출력밀도
노심(8UH10C6)의 단면도 (핵연료 밀도=8gU/cc)

표 3.1-1. 각 노심의 제원 비교
Parameter

튜브형
핵연료 노심

판형
핵연료 노심

(8UT18)

(8UP24)

20
H2O
D2O

20
H 2O
D2O

20
H2O
D2O

20
H2O
D 2O

19.2
18

17.3
24

20.2
22

16.8
16

6

N/A

6

6

59.8

59.8

60.1

62.0

Tube

Plate

Rod with fin

Rod with fin

U-7%Mo

U-7%Mo

U-7%Mo

U-7%Mo

19.75

19.75

19.75

19.75

8.0

8.0

5.3

8.0

봉형 핵연료 노심
53H16C6
8UH10C6
(5.3gU/cc)
(8.0gU/cc)

General Data

Reactor power(MW)
Coolant/moderator
Reflector
Core Data
Equivalent diameter(cm)
Number of fuel assemblies
Number of control plates or
rods
Core Fuel load(kg U)
Fuel Data
Fuel type
Fuel material
Fuel enrichment(%-235U)
3

Uranium density(gU/cm )
Number of fuel elements

4/5

15

36/18

36/18

Fuel meat thickness(mm)

0.75

0.57

Fuel plate thickness(mm)

1.35

1.37

Coolant channel width(mm)

2.2

2.5

5.49(dia.)
7.87(dia.)
fin=1.02×0.76
2.5

5.49(dia.)
7.87(dia.)
fin=1.02×0.7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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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특성 분석 결과
가. 초과반응도(excess reactivity)
표 3.1-2에는 각 노심으로부터 평가된 유효증배계수 값이 기술되어 있다. 여
기서 제시된 모든 노심은 신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고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
태로서 하나로의 신핵연료 장전노심과 우라늄 장전량이 거의 같다. 참고로 제어
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에서 하나로 신핵연료 장전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값은
1.23903±0.00039로 평가되었다.
제시된 각 노심의 정확한 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노심 연소 계산을 통해 평가
해야 하나 노심의 주기를 개략적으로 하나로와 비슷한 경향으로 연소되는 것으
로 가정하여 노심의 주기를 평가하면, 8UT18, 8UT24, 53H16C6 및 8UH10C6 노
심에 대해 20 MW의 노심 열출력을 기준으로 각각 26, 54, 42 및 35일 정도로
예상된다. 만일, 주기길이의 설계 제한 조건을 35일로 가정하면, 튜브형 핵연료
노심은 우라늄의 장전량을 늘여야 한다. 장전량을 늘이지 않으려면 8UT18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 반응단면적이 다른 노심에 비해 작으므로 감속
재의 양만을 증가시켜 핵연료 대비 감속재 비(moderator-to-fuel ratio)를 크게
하여 노심 평균 핵분열 반응 단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초과 반응도를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사체에서의 출력대비 중성자속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초

과반응도가 큰 판형 핵연료 노심은 핵연료집합체 수를 줄이거나 노심 핵연료 대
비 감속재 비를 줄여 핵분열 반응 단면적을 줄임으로써 초과반응도를 억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하면 조사공의 중성자속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핵연료 다발의 방출연소도는 노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로와

비슷한

경향으로

연소됨을

가정하여

평가하면,

8UT18,

8UT24,

53H16C6 및 8UH10C6 노심에 대해 약 60, 120, 93, 78 GWD/MTU 정도로 예상
된다. 참고로 하나로의 현재 방출 연소도는 약 93

GWD/MTU 정도이다.

표 3.1-2 유효증배계수 및 노심평균 핵분열반응단면적
튜브형핵연료 판형 핵연료
노심 (8UT18) 노심 (8UP24)

유효증배계수
노심평균 핵
분열반응단면적
핵연료 대비
감속재 비
(NmVm/NfVf)
1)

봉형 핵연료 노심
53H16C6
8UH10C6 HANARO
(5.3 gU/cc) (8.0 gU/cc)

1.15724
±0.00042

1.30204
±0.00025

1.23726
±0.00042

1.20657
±0.00029

1.23903
±0.00039

40.8

49.3

54.08

52.41

-

10.3/15.71)

16.09

20.6/52.71)

13.6/34.91)

34.2/87.51)

a/b : a는 표준핵연료 집합체, b는 감축핵연료 집합체에서의 핵연료대비 감속재 비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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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 평면 출력분포
노심 평면 출력분포가 평탄할수록 핵연료를 균일하게 연소시킬 수 있어 우
라늄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열수력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노심 출력분포가 평탄하다는 것은 반경방향으로 중성자속 분포가 크게 변
하지 않음을 뜻하며, 이는 연구로의 설계 제한 요건과도 부합한다.
MCNP 코드에서는 핵연료를 있는 그대로 모사할 수 있으므로 Fr, Fz, Fl, Ft
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심 첨두 출력치는 핵연료 각 영역에서의 선
출력 값 및 평균 선출력을 이용하여 직접 정량화 하였다.
그림 3.1-7～10은 평가된 각 노심의 평면 출력 분포이다. 판형 핵연료 노심은
집합체 최대 출력인자 값이 1.125로 매우 적게 나타나 유리하였다. 이는 다른 노
심에 비해 균질(homogeneous)하고 노심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튜브형 핵연료 노심 또한, 집합체 최대 출력인자가 1.24로 비교적 평탄하게 나타
났다. 봉형 핵연료 노심이 비교적 다른 노심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어
봉 구동을 고려한 18봉 핵연료집합체가 제어봉이 빠졌을 경우 경수가 채워지면
서 감속효과를 크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Mo 핵연료는 온도가 높을 경우 U-Mo와 기지로 사용되는 Al이 반응하므
로 핵연료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튜브형
노심(8UT18)과 판형노심(8UP24)의 최대 표면 열속을 계산한 결과, 각각 2.239
MW/m

2

2

및 1.745 MW/m 로 평가되었다. 한편, 저밀도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53H16C6 노심은 최대 선출력이 93 kW/m[표면 열속 2.273 MW/m2에 해당]로
하나로에서의 출력 제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고밀도 봉형 핵연
료를 사용한 8UH10C6 노심은 최대 선출력이 136 kW/m 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제한치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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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
1.233
(2.199)
SOR02
0.859
(1.805)

R09
1.228
(2.176)

CAR01
0.864
(1.812)

R05
0.899
(1.315)

R01
1.226
(2.163)

R03
0.896
(1.293)

SOR01
0.863
(1.853)

R06
0.903
(1.312)

CT

R07
0.902
(1.307)

CAR03
0.869
(1.840)

R10
0.902
(1.325)
R12
1.240
(2.230)

R08
0.905
(1.327)
SOR03
0.870
(1.859)

R04
1.239
(2.200)

CAR02
0.872
(1.847)
R11
1.233
(2.211)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7 튜브형 핵연료 노심(8UT18)의
평면 출력분포

R01
1.119
(2.435)

R02
0.993
(2.341)

R03
1.020
(2.394)

R04
0.993
(2.372)

R05
1.125
(2.439)

R06
0.987
(1.357)

R07
0.867
(1.270)

R08
1.016
(2.240)

R09
0.869
(1.282)

R10
0.992
(1.385)

R11
1.014
(1.373)

R12
1.013
(1.325)

CT

R14
1.016
(1.326)

R15
1.015
(1.372)

R16
0.984
(1.339)

R17
0.866
(1.255)

R18
1.017
(2.305)

R19
0.866
(1.282)

R20
0.990
(1.336)

R21
1.122
(2.465)

R22
0.988
(2.315)

R23
1.016
(2.347)

R24
0.987
(2.418)

R25
1.125
(2.497)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8 판형 핵연료 노심의 평면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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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3
0.891
(1.741)
S02
1.274
(2.213)
R10
0.971
(2.029)
R15
0.991
(2.065)

C01
1.110
(1.873)
R04
0.844
(1.535)
R08
1.001
(2.032)

R01
0.957
(1.946)
R05
1.000
(1.939)

S01
1.314
(2.218)
R06
0.991
(2.014)

CT
R11
0.992
(1.879)
C02
1.322
(2.209)

R12
0.999
(1.944)
R16
0.960
(2.024)

R09
0.990
(1.943)
R13
0.848
(1.482)

R02
0.990
(2.002)
R07
0.970
(2.033)
C03
1.272
(2.109)
R14
0.902
(1.789)

S03
1.117
(1.895)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9 봉형 핵연료 저출력 밀도
노심(53H16C6)의 평면 출력분포

S01
1.169
(2.002)
R05
0.892
(2.070)

C02
1.171
(2.001)

R01
0.990
(2.150)

R03
0.904
(2.151)

C01
1.312
(2.241)

R02
0.988
(2.193)

R04
0.899
(2.167)

CT

R07
0.903
(2.120)
R09
0.986
(2.187)

S03
1.314
(2.239)

R08
0.905
(2.152)
R10
0.988
(2.233)

S02
1.169
(1.975)
R06
0.893
(2.145)

C03
1.169
(2.020)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10 봉형 핵연료 고출력 밀도 노심
(8UH10C6)의 평면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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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T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CT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건전성 시험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
므로 CT에서는 고속중성자속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표 3.1-3에서 보듯이 모든
2

노심에 대해 고속 중성자속은 2.0E+14 n/cm ․sec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튜브형 및 판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의 고속 중성자속이 1.3E+14 n/cm2․
sec로 높아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2

최대 중성자속(n/cm ․sec)
노 심
튜브형핵연료노심
(8UT18)
판형핵연료노심
(8UP24)
저밀도봉형핵연료노심
(53H16C6)
고밀도봉형핵연료노심
(8UH10C6)

< 0.625 eV

> 0.1 MeV

> 1.0 MeV

2.04E+14

2.83E+14

1.33E+14

1.85E+14

2.52E+14

1.35E+14

3.19E+14

1.97E+14

1.00E+14

4.13E+14

2.29E+14

1.14E+14

라.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반사체에서는 높은 열중성자속을 넓은 범위에서 얻는 것이 좋다. 반사체내
에 배치할 조사공의 수, 크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조사공이 없는 상태에서 중성자속 분포를 분석하였다. 열중성자속(<0.625eV)이
산출된 위치는 노심 중앙으로부터 반경 45 cm까지의 반사체 영역이다. 축방향
위치는 노심 중심으로부터 ±5 cm, 즉 10 cm의 길이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하였
2

다. 각 노심에 대해 열중성자속이 2.0E+14 n/cm ․sec 이상이 되는 영역은 반경
방향으로 각각 58 cm, 50 cm, 45 cm 및 50 cm로 튜브형 핵연료 노심에서 가장
넓은 영역까지 중성자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1-4에서 보듯이 반

사체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튜브형 핵연료 노심에서 열중성속이 가장 높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체에서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은 각각 2.13,
1.60, 1.52 및 1.87E+13 n/(cm2․s․MW)로 평가되었다. 판형 핵연료 노심의 경우
노심 크기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자속이 높지 않은 이유는 노심 평균
핵분열 반응 단면적이 튜브형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중성자 평균 자유
행정 거리가 짧아지고 반사체로의 중성자 누설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심 평균핵분열 반응 단면적

또한 반사체 내의 중성자속 평가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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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판형 핵연료 노심도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되도록 집합
체를 변경하여 반사체 쪽으로 중성자 누설을 증가시키면 제시된 값보다 성능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핵주기 측면에
서는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표 3.1-4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노심
튜브형 핵연료 노심
(8UT18)
판형 핵연료 노심
(8UP24)
봉형 핵연료 저출력
밀도 노심 (53H16C6)
봉형 핵연료 고출력
밀도 노심 (8UH10C6)
HANARO1)

3.1.3

최대 중성자속(n/cm2․sec)
<0.625eV

> 0.1 MeV

> 1.0 MeV

4.26E+14

1.16E+14

4.91E+13

3.20E+14

1.17E+14

5.06E+13

3.04E+14

8.64E+13

3.73E+13

3.74E+14

1.20E+14

5.36E+13

3.30E+14

-

2.01E+132)

1)

평형노심, 주기말, 제어봉위치 550mm, Eq-Xe 상태의 자료임

2)

0.821～10MeV의 자료임

개념 노심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노심 설계요건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갖는 노심 개념을 선정하기 위하여

출력 20MWth, 주기길이 35일, U235의 방출연소도 55% 와 60%를 목표로 평형
노심 구성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여 설계제한요건 및 민감도분석모델 설정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였다.

1) 연소노심 특성 분석 체계
현재 연구로 노심해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산체제로는 WIMS/
VENTURE, HELIOS/VENTURE, SRAC, WIMS-ANL/REBUS-PC 등이 있으
며, 연소계산 코드와 MCNP를 결합하여 노심분석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핵연료 노심분석은 MCNP 코드를 이용하였으며, 연소노심 상태의 노심분석은
그림 3.1-11과 같이 MCNP 코드와 SRAC 코드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SRAC으로부터 평형노심의 주기초(BOC) 및 주기말(EOC) 노심 평균연소도에서
핵종 수밀도를 산출하고 이를 MCNP 코드의 각 핵연료 영역에 적용하여 연소노
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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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of F.A.
Specific power

Number density :
U, Pu, FP(20)

SRAC
SRAC

MCNP
MCNP

Number density output
at core-averaged burnup
of Eq. BOC & EOC

Excess reactivity
Control rod worth
Shutdown margin
Relative power distribution
Flux distribution

그림 3.1-11

SRAC/MCNP 계산체계 흐름도

평형노심 상태에서 축방향 핵분열성 핵종 분포는 노심 중앙은 높은 열중성자
속으로 인해 연소가 많이 진행되어 U235가 적고 상․하부 쪽으로 갈수록 연소가
적게 진행되어 U235가 많다. 이러한 축방향 불균일성을 MCNP 계산에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만을 이용하여 축방향으로 단일 값을 적용하면 약 10～20mk 정도
유효증배계수 값이 크게 평가된다. 따라서 해석하고자 하는 노심 평균연소도에
해당하는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연소이력 분포를 적용하여 BOC 및 EOC에서
U235의 축방향 핵종 분포를 사용하였다. 핵분열성 생성물은 거시적 흡수반응단
면적을 고려하여 20개의 핵종만을 고려하였다.

2) 예비 노심 분석
가. 주기당 우라늄 장전량
원자로 출력, 주기길이 및 핵분열성 물질의 방출연소도가 주어지면, 각 주기
당 장전되는 핵연료의 양은 식 (1)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M = 0.8954 ( 1 +α)

dPA
aE r w

M : U loading amount for a cycle(gU)
α : capture-to-fission ratio
ｄ : cycle length(day)
Ｐ : core thermal power(MW)
235
A : atomic weight of U
235
235
a : U burnup ratio to initial U loading
Er : recoverable energy per fission
235
w : weight fraction of U in uranium

- 40 -

(1)

식 (1)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취급하는 항이 없으므로 우라늄 장전량 결
정시 이에 의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α 값은 노심에 따라 다르므로 이로 인
한 오차가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에서는 α 값이 노심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인자가 아니므로 식 (1)에 의해 주기당 핵연료 장전량을 근사적
으로 결정하였다.

나. 유동관을 적용한 노심
a) Case #1 노심
노심 열출력 20MWt, 주기길이 35일, 235U의 소모율 60%를 만족하는 노심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였다. 주기당 장전되는 핵연료 양은 식(1)에 의해 약 7.3kg으
로 결정하였으며, 핵연료 집합체의 노심 내 체류기간으로 6주기를 가정하여 총
우라늄 장전량은 44kg 정도로 결정하였다.
노심 모형은 그림 3.1-12와 같다. 노심에는 표준 핵연료집합체 12개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 6개의 총 18개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된다. 집합체의 노심 체류기간
이 6주기이므로 한 주기당 교체되는 핵연료
집합체 수는 표준 핵연료집합체 두 다발과
감축핵연료 집합체 한 다발이 교체됨을 가
정하였다. 제어봉 4개 및 정지봉 2개를 가
정하였다. 핵연료 채널은 하나로와 동일한
제원의 유동관 형태를 가정하였으며, 따라
서 집합체간 거리는 8.01cm이다. 노심 모델
의 단순화를 위해 노심과 반사체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inner shell은 육각형으로 묘
사하였다. 노심 중앙에 노내 조사공(CT) 한
개를 고려하였으며, 이곳에는 표준핵연료
집합체와 동일한 형태의 알루미늄 모의 집

그림 3-12

CASE #1 노심 모형

합체가 장전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 및 형태는 표 3.1-5 및 그림 3.1-13와
같다. 표준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튜브 수는 5개이며, 감축핵연료 집합체의 핵
연료 튜브 수는 4개이다. 집합체 중심의 Al 봉 직경은 35mm로 가정하였으며, 핵
연료 두께는 주기당 핵연료 장전량을 맞추기 위해 0.56mm로 하였다. 핵연료 냉
각을 위한 유로 너비는 2.2mm로 가정하였다. 최외곽 냉각재 채널 폭은 1.1mm로
가정하였다. 참고로, BR2 연구로의 핵연료 집합체에서도 최외곽 냉각수 채널의
유로 너비는 내부 냉각수 채널의 유로 너비보다 작다. 유동관 안쪽과 냉각재 최
외곽 채널 사이는 알루미늄 블록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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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Case #1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제원
Standard Fuel Assembly
Al filler radius
Coolant gap size
Fuel thickness
Cladding thickness
Number of fuel tubes

: 17.5mm
: 2.2mm
: 0.56mm
: 0.3mm
: 5

Reduced Fuel Assembly
제원은 standard fuel assembly와
동일하나, 핵연료 튜브의 개수는 4개임

그림 3.1-13 표준핵연료집합체

우선 평형노심 EOC 상태에서 초과반응도가 확보되는지를 검토하였다. EOC
에서 산정된 노심 평균 연소도는 55,800MWD/MTU이며, SRAC 코드를 이용하
여 이 연소도에서 핵종 수밀도를 산출하였다. 핵분열성 핵종의 축방향 분포는 평
균연소도가 55,800MWD/MTU에 해당하는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의 분포를 사용
하였다.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에서 MCNP로 평가된 EOC에서의 유효증배
계수는 0.97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물 보상을 위한 잉여 반응도로 15mk를 고려하였으며, 노
심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반사체내 조사공에 의한 반응도 손실은 약 15mk로 예
상되며, MCNP 모델의 불확실도로 5mk를 고려한다. 따라서 주기말에서 유효증
배계수가 1.04 이상이 확보되어야 노심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증배계수
값이 0.97로 매우 작아 Case #1 노심 제원은 주기길이 35일, 235U 소모율 60%를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b) Case #2 노심
그림 3.1-14는 그림 3.1-13과 같은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냉각재 유로너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Case #1에서
고려된 핵연료 집합체는 매우 저감속 영역에서 설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냉
각재의 너비를 증가시키면 반응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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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1.635

k-infinite

1.630
1.625
1.620
1.615
1.610
1.605
1.600
0.2

0.25

0.3
Coolant gap size(cm)

0.35

0.4

그림 3.1-14 냉각재 너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Case #2 노심은 반응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체 설계변경을 수행
하였다. 냉각재의 너비를 2.7mm로 늘리고 집합체 중심의 Al 봉 반경을 15mm,
핵연료의 두께를 0.58mm로 수정하고 집합체당 핵연료 장전량은 Case #1과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핵연료 집합체를 그림 3.1-12의 노심모형에
적용하여 유효증배계수를 평가하였다. 노심 유효증배계수는 0.99334±0.00108로 나
타나, 집합체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반응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심을 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말에서의 초과반응도 40mk를 확보할 수 없었다. 냉각재
너비를 늘리면 유효증배계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 안전성을 위
해 under-moderated region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Case #2 노심
도 주기길이 35일, U235 소모율 60%를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c)

Case #3 노심
노심 모형은 앞서 계산된 노심 모형과 같으며, 계산에 고려된 핵연료 집합체

의 제원은 표 3.1-6과 같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표준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튜
브 수는 5개이며, 감축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튜브 수는 4개이다. 집합체 중심
의 Al 직경은 30mm를 가정하였으며, 한 주기당 장전해야 할 우라늄 양이 증가
함에 따라 핵연료의 두께를 0.64mm로 수정하였다. 냉각수의 유로 너비는 앞서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속 영역이면서도 비교적 반응도를 크게 얻을 수 있는
2.7mm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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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Case #3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제원
Standard Fuel Assembly
Al Filler Radius

: 15 mm

Coolant Gap Size

: 2.7 mm

Fuel Thickness

: 0.64 mm

Cladding Thickness

: 0.3 mm

Number of Fuel Tubes

: 5

Reduced Fuel Assembly
제원은 standard fuel assembly와 동일하나,
핵연료 튜브의 개수는 네 개임

이 노심의 EOC에서의 평균 연소도는 51,190MWD/MTU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보다 노심평균 연소도가 줄어든 이유는 노심 총 장전량이 많아져 노심 평균 비
출력(specific power)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연소도 하에서 SRAC 코드를 이
용하여 핵종 수밀도를 산출하고 앞서 수행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MCNP 계
산을 수행하였다.
노심 반응도는 1.01370±0.00116으로 나타나

235

U 연소도 55% 하에서도 필요한

반응도 40mk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집합체 설계안에 대하여 열수력
검토결과에 따라, 각 핵연료 냉각채널의 유로 너비는 모두 동일하게 하여 최 외
곽 냉각채널의 두께를 2.7mm로 수정한 결과 약 15mk 정도의 양의 반응도를 추
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Case #3 노심이 Case #2 노심보다 핵연료 장전량이 증가하여 Case #2에 비해
약간 더 undermoderated region에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Case #3 노심은 냉
각재 유로너비를 약간만 증가시키면 하나로와 같이 유동관을 사용하면서 주기길
이 35일,

235

U 소모율 55%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
노심 구조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고, 블럭 내에 원통형으로 핵연료 채
널을 구성하면 노심 구조가 단순해져 유동관(flow tube)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미 평가된 Case #3 노심 결과를 참조하고 노심지지 구조
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여 주기길이 35일, U235의 소모율 55%를 만족하는
노심을 구성하여 초과 반응도, 노심 평면출력 분포, CT 및 반사체에서의 중성자
속 분포, 제어봉의 개략적인 두께 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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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심제원 및 구조
먼저 유동관을 적용한 경우와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핵적 특성
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전의 계산에서 유동관을 사용한 Case #3 노심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변경 없이 알루미늄 블록의 원형 핵연료 채널에 적용한 결과 25～
30mk 정도의 반응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그림 3.1-16에서와
같이 핵연료 채널간의 경계를 짓는 알루미늄 블록의 두께는 3mm를 사용하였으
며, 알루미늄 블록과 반사체의 경계부분의 알루미늄 두께는 5mm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유동관을 적용한 것에 비해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했을 때 반응도가 증가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Case #3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냉각재 유
로 너비는 핵연료대비 감속재 비(moderator-to-fuel ratio)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곡선에서 거의 최대 반응도를 나타내는 영역에서 설계되어, 그림 3.1-15에서 반
사체와 노심 경계면인 Region A 영역은 국부적으로 과감속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함으로써 이 부분에 존재하던 H2O가 알루미늄으로
교체되면서 중성자 흡수가 줄어 반응도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Region A : H2O

Region B

그림 3.1-15 유동관을 적용한 노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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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채널간
Al 블록 최소두께

핵연료 채널과 반사체간
Al 블록 최소 두께

그림 3.1-16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 모형

본 계산에서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 제원 및 노심 구조는 표 3.1-7과 같다.
Case #3에 적용된 핵연료 집합체와 다른 것은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함으로써 추
가적으로 반응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냉각재 채널의 유로 너비를 2.7mm에서
2.0mm로 감소시켰으며, 핵연료 집합체당 우라늄 장전량이 Case #3에서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와 동일하도록 연료 두께를 0.64mm에서 0.68mm로 증가시켰다.
노심 모형 및 구조는 그림 3.1-16에 나타나 있다. 핵연료 집합체 사이의 중
심간 거리는 70.8mm이고 알루미늄 블록 내의 핵연료 채널 내경은 66.8mm이다.
핵연료 집합체간 알루미늄 블록 최단 두께는 4mm이며, 반사체 경계면과 핵연료
채널간의 알루미늄 블록 최단 두께는 5mm이다. 제어봉은 4개를 고려하였으며,
정지봉은 2개를 고려하였다. 노심내 우라늄 장전량은 47.7kg이며, 평형 노심
EOC에서의 평균연소도는 51,190MWD/MTU이다. 이 노심을 Case #4 노심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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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핵연료 집합체 제원 및 노심 구조
핵연료 집합체
핵연료 길이(mm)
핵연료/피복재 두께(mm)
냉각재 유로 너비(mm)
핵연료 튜브개수(표준/감축집합체)
Al filer radius(mm)

: 700
: 0.68/0.3
: 2
: 5/4
: 15

노심 구조
핵연료 집합체 수
노심내 조사공수
정지봉/제어봉 개수
냉각재/반사체
노심 등가 반경(cm)

:
:
:
:
:

18
1(CT)
2/4
H2O/D2O
16.9

나. 노심 특성 분석 결과
a) 노심 반응도
유효증배계수는 주기말,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조건하에서 1.03224±0.00042로
계산되었다. 이 설계안은 주기말에서 40mk의 초과반응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약
10mk 정도의 반응도가 부족하다. 이는 냉각재 유로 너비를 약간 증가시키면 충
분히 확보가 가능하며, 이 노심 조건에서 다른 핵특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냉각
재 유로너비를 증가시켜 노심분석을 새로히 수행하지 않아도 기준모델을 제시하
기 위한 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어봉의 대략적인 제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어봉이 노심 바닥으로부터
600mm 위치에 있을 때 노심 반응도를 15mk 감소시키는 제어봉의 두께를 구하
였는데 약 4mm로 계산되었다. 이 때, 유효증배계수의 값은 1.01569±0.00079로 계
산되었으며, 제어봉의 내경 및 외경은 각각 2.922cm와 3.322cm 였다.
b) 노심 평면출력분포
그림 3.1-17에는 노심 평면 출력분포가 그려져 있다. MCNP에서 계산된 각
영역별 열발생률을 바탕으로 집합체 출력인자와 노심 최대 첨두 출력치를 산출
하였다.
이 노심의 노심 평균 표면열속은 1.141MW/m2이며, 집합체 최대 출력인자는
1.253, 노심 최대 첨두출력치는 1.937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노심 최대 표면 열속
2

은 2.210MW/m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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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01
0.857
(1.639)

R02
1.239
(1.897)

R05
0.921
(1.286)

SOR02
0.859
(1.613)

R01
1.253
(1.904)

SOR01
0.855
(1.661)

R03
0.925
(1.354)

R04
1.231
(1.903)

R06
0.920
(1.274)

CAR02
0.855
(1.660)

CT
R07
0.915
(1.273)

R09
1.231
(1.910)

CAR03
0.846
(1.603)

R08
0.908
(1.303)

R10
0.904
(1.262)

SOR03
0.838
(1.612)

R12
1.225
(1.882)

R11
1.219
(1.937)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17 Case #4 노심의 출력 분포

C) CT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열중성자속(<0.625eV)
은 2.91E+14 n/cm2․sec이며, 0.1MeV 이상의 속중성자속은 3.79E+14 n/cm2․
sec이다. 또한, 1.0MeV 이상의 속중성자속은 1.86E+14 n/cm2․sec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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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은 CT에서의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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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CT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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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d)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반사체내에 배치할 조사공의 수, 크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
므로 여기서는 조사공이 없는 상태에서 중성자속 분포를 분석하였다. 반사체에서
2

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5.18E+14 n/cm ․sec로 계산되었으며, 0.1MeV 이상의 속
중성자속은 2.12E+14 n/cm2․sec로 계산되었다. 1.0MeV 이상의 속중성자속은
2

9.05E+13n/cm ․sec로 평가되었다. 이는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 2.59E+13
2

n/cm ․sec/MWt로서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3.1.4

노심 특성 분석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노심을 제시하고 이 노심에 대해 핵특성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또한, 기준노심을 바탕으로 설계변수 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최종 개념노심에 대해 언급하였다.
1)

기준 노심제원 및 구조
노심 모형은 그림 3.1-19와 같이 육각형의 알루미늄 블록 안에 핵연료 집합

체가 장전된 형태이다. 노심에는 총 18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으며,
12개의 채널에는 표준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고 6개의 채널에는 감축핵연료 집
합체가 장전된다. 표준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판의 수는 그림 3.1-20과 같이
3×6개를 사용하였으며, 감축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튜브 수는 그림 3.1-21과 같
이 3×4개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핵연료 집합체 기준모델 설정시 120°간격의 핵
연료 판 지지체(stiffener)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구조해석 결과 지지체를 도입하
는 것이 도입하지 않고 원형튜브로 구성하는 것에 비해 유체유발 진동에 현저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핵연료 두께는 앞서 결과를 바탕으로 0.60mm,
냉각재의 유로 너비는 핵특성 분석 결과 및 열수력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2.5mm
로 결정하였다.
집합체의 노심내 체류기간을 6주기로 하면 주기당 교체되는 핵연료 집합체
수는 표준 핵연료집합체 두 다발과 제어봉 위치에 장전되는 감축핵연료 집합체
한 다발이 교체됨을 가정하였다. 제어봉은 4 개, 정지봉은 2 개를 가정하였으며
제어봉 및 정지봉이 구동되는 채널에는 유동관을 적용하였다. 노심 중앙에는
CT, 즉, 노내 조사공 한 개를 고려하였으며, 이곳에는 표준핵연료 집합체와 동일
한 알루미늄 모형 집합체가 장전됨을 가정하였다. 냉각재로는 H2O를 사용하였으
며, 반사체로는 D2O를 사용하였다. 핵연료 체널간 알루미늄 블록의 최소두께는
4.8mm이며, D2O 영역과 노심을 경계짓는 inner shell은 두께 7mm를 갖는 지르
코늄으로 설정하였다. 알루미늄 블록의 축방향 길이는 기존 하나로의 유동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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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126cm임을 감안하여 126cm를 적용하였다. 즉, 핵연료 집합체의 유효 핵연
료의 중앙을 원점으로 보면, 축방향으로 -63cm～63cm에 걸쳐 알루미늄 블록이
위치한다. 핵연료 및 노심 구조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원, 즉, 반사체 탱크의 크
기, inlet plenum 및 상부 영역은 하나로 제원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림
3.1-22 및 23는 MCNP 코드로 모델링된 원자로 모형을 보여준다.

SOR1

CAR1

CAR2

CAR3

CAR4

SOR2

Inner Shell

그림 3.1-19 기준노심의 수평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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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특성 분석결과

가. 노심 반응도
노심

평균

연소도가

39,500MWD/MTU인

BOC에서의

유효증배계수는

1.05389±0.00043로 평가되었으며, 평균연소도가 55,250MWD/MTU인 EOC 노심에
서의 유효증배계수는 1.01578±0.00044으로 평가되었다. 기준노심은 EOC에서 필
요한 반응도 40mk를 확보하지 못하여 35일 주기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된다. 반응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두께를 늘여 우라늄 장전량을 늘이거
나 냉각재 유로너비를 늘여 반응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심평면 출력분포
그림 3.1-24 및 25는 기준노심에 대한 평형노심 BOC 및 EOC에서의 평면출
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첨두 집합체 출력인자는 1.216으로 나타났
으며, 최대 첨두출력치는 2.022로 제한치인 3.0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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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

1.207
SOR1 (2.022) CAR1
0.731
0.732
R02 (1.687) R03 (1.858) R04
1.071
1.216
1.202
(1.892) R05 (1.457) R06 (1.934)
1.076
1.063
(1.464) CAR3
CAR2 (1.455)
CT
0.730
0.732
(1.855) R07
R08 (1.635)
1.068
1.060
R09 (1.435) R10 (1.417) R11
1.200
1.063
1.199
(1.945) CAR4 (1.482) SOR2 (1.931)
0.730
0.725
(1.727) R12 (1.875) - Location
- Assembly Fq
1.195
- Total Fq
(1.950)

그림 3.1-24 노심평면출력 분포
(Eq. BOC)

R01

1.199
SOR1 (1.917) CAR1
0.727
0.729
R02 (1.702) R03 (1.824) R04
1.068
1.211
1.206
(1.931) R05 (1.434) R06 (1.898)
1.063
1.065
(1.446) CAR3
CAR2 (1.432)
0.729
CT
0.729
(1.829) R07
R08 (1.600)
1.068
1.066
R09 (1.435) R10 (1.444) R11
1.210
1.063
1.209
(1.966) CAR4 (1.412) SOR2 (1.906)
0.728
0.726
(1.630) R12 (1.819) - Location
- Assembly Fq
1.205
- Total Fq
(1.882)

그림 3.1-25 노심평면출력 분포
(Eq. EOC)

다. 중성자속
CT에서의 중성자속은 표 3.1-8과 같고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은 표 3.1-9와
같다. 반사체에서의 최대 속중성자속은 5.0E+13 n/cm2․sec로 나타나 반사체 지
역에서의 최대 속중성자속은 CT에서의 최대 속중성자속에 비해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열중성자속
(<0.625eV)
2.818E+14
3.056E+14

평형노심 BOC
평형노심 EOC

속중성자속
(>0.1MeV)
2.524E+14
2.791E+14

표 3.1-9.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평형노심 BOC
평형노심 EOC

열중성자속
(<0.625eV)
3.773E+14
3.927E+14

속중성자속
(>0.1MeV)
1.163E+14
1.198E+14

2

단위 : n/cm ․sec
속중성자속
(>1.0MeV)
1.270E+14
1.289E+14
단위 : n/cm2․sec
속중성자속
(>1.0MeV)
4.835E+13
5.001E+13

3.1.5 설계 변수 연구
1) 핵연료 두께에 따른 영향
핵연료 두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핵연료 두께가 0.1mm 변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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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양의 변화는 무시할 만하므로 상호 모델간에 냉각수 양을 맞추는 별도의
고려는 하지 않았다. 표 3.1-10에는 핵연료 두께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보
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주기말에 필요한 반응도 40mk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0kg의 우라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1에는 핵연료 두께에 따른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변화가 기재되
어 있다. 핵연료 두께의 변화는 우라늄 장전량이 변함을 의미하는데, 노심내 우
라늄이 약 5kg 정도 증가할 때 중성자속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12에는 반사체내의 중성자속 변화가 기재되어 있다. 반사체에서도 노
심내 우라늄이 약 5kg 정도 증가할 때 중성자속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1-10 핵연료 두께에 따른 유효 증배 계수 변화

Case ID

핵연료 냉각재
노심 총
두께 유로너비 우라늄 장전량
(mm)
(mm)
(kgU)

유효증배계수
평형노심 BOC

평형노심 EOC

가-A

0.5

2.5

36.6

1.00495±0.00043

0.95665±0.00038

가-B(ref.)

0.6

2.5

44.3

1.05389±0.00043

1.01578±0.00044

가-C

0.7

2.5

52.3

1.08888±0.00046

1.05773±0.00042

표 3.1-11 핵연료 두께에 따른 CT내 중성자속 변화
평형노심 BOC

2

단위 : n/cm ․sec

평형노심 EOC

Case ID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가-A

3.170E+14

1.288E+14

3.549E+14

1.413E+14

가-B(ref.)

2.818E+14

1.270E+14

3.056E+14

1.289E+14

가-C

2.762E+14

1.183E+14

2.704E+14

1.264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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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핵연료 두께에 따른 반사체내 중성자속 변화
평형노심 BOC

단위 : n/cm2․sec

평형노심 EOC

Case ID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가-A

4.079E+14

5.207E+13

4.319E+14

5.006E+13

가-B(ref.)

3.773E+14

4.835E+13

3.927E+14

5.001E+13

가-C

3.571E+14

4.836E+13

3.681E+14

4.771E+13

2) 냉각수 유로 너비에 따른 영향
냉각수 유로 너비 변화에 의한 유효증배계수 및 중성자속의 변화를 평가하였
다. 냉각수 유로너비를 변화시키면 핵연료 튜브의 내경이 변하여 핵연료 양이 달
라지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인자를 조절하였다. 냉각재 유로 너비가 변
함에 따라 핵연료 양을 맞추기 위해 알루미늄 채움재의 두께를 조절하여 최내각
핵연료 반경을 함께 조절하였다. 즉, 냉각재 유로 너비가 좁아지면 전체적으로
핵연료 판의 내경이 줄고 핵연료 장전량도 따라서 줄어들므로 최내각 핵연료의
내경을 크게하여 다른 핵연료도 순차적으로 커지게 함으로써 핵연료 양을 상호
간에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모든 경우에 대해 핵연료의 양은 기준노심과 같이
44.3kg 정도이다.
표 3.1-13은 냉각재 유로 너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냉각재 폭이 0.2mm 증가함에 따라 반응도는 ～15mk 정도 추가로 확보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4은 냉각재 유로너비에 따른 CT에서의 중성자속 변화를 보여준다.
냉각재 폭이 0.2mm 증가함에 따라 열중성자속은 약 7% 정도 증가하고 속중성자
속은 약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5는 냉각재 유로너비에 따
른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변화를 보여준다. 냉각재 유로 폭이 0.2mm 증가함에
따라 열중성자속은 약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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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냉각재 유로 너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Case ID

핵연료 냉각재
최내각
두께 유로너비 핵연료 반경
(mm)
(mm)
(cm)

유효증배계수
평형노심 BOC

평형노심 EOC

나-A

0.6

2.2

1.770

1.03193±0.00045

0.99326±0.00044

나-B

0.6

2.4

1.720

1.04630±0.00045

1.00754±0.00044

나-C(ref.)

0.6

2.5

1.700

1.05389±0.00043

1.01578±0.00044

나-D

0.6

2.6

1.680

1.06147±0.00043

1.02313±0.00046

나-E

0.6

2.8

1.630

1.07431±0.00044

1.03520±0.00044

표 3.1-14 냉각재 유로 너비에 따른 CT내 중성자속 변화
평형노심 BOC

단위 : n/cm2․sec

평형노심 EOC

Case ID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나-A

2.602E+14

1.349E+14

2.868E+14

1.463E+14

나-B

2.869E+14

1.257E+14

3.007E+14

1.331E+14

나-C(ref.)

2.818E+14

1.270E+14

3.056E+14

1.289E+14

나-D

2.933E+14

1.263E+14

3.095E+14

1.359E+14

나-E

3.223E+14

1.207E+14

3.161E+14

1.254E+14

표 3.1-15 냉각재 유로 너비에 따른 반사체내 중성자속 변화
평형노심 BOC

단위 : n/cm2․sec

평형노심 EOC

Case ID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열중성자속
(<0.625eV)

속중성자속
(>1.0MeV)

나-A

4.003E+14

5.054E+13

4.139E+14

5.172E+13

나-B

3.883E+14

4.963E+13

4.079E+14

5.161E+13

나-C(ref.)

3.773E+14

4.835E+13

3.927E+14

5.001E+13

나-D

3.698E+14

4.892E+13

3.849E+14

4.868E+13

나-E

3.621E+14

4.600E+13

3.747E+14

4.770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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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봉/제어봉 수에 따른 영향
가. 평가 모델
기준노심 모델을 대상으로 제어봉 및 정지봉의 수에 따른 제어봉가를 평가하
였다. 계산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제어봉/정지봉의 수가 4/2개 및
3/3개인 노심과 4개의 하프늄(Hf) 흡수봉을 제어봉 및 정지봉으로 동시에 사용하
는 노심에 대해 제어봉(control absorber rod, CAR) 및 정지봉(shut-off rod,
SOR) 반응도가(reactivity worth)를 계산하였다[3.8]. 제어봉/정지봉 개수에 따라
노심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제어봉이 4개이고 정지봉이 2개인 노심모델(이하 C4S2 노심)
- 제어봉 및 정지봉의 수가 각각 3개인 노심 모형(이하 C3S3 노심)
- 정지봉 및 제어봉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심(이하 C4(S4) 노심),
이는 Hf 흡수체 4개를 제어봉 및 정지봉으로 함께 사용한다.
C4S2 및 C3S3 노심은 제어봉을 위한 유동관이 6개 설치되어 있어 표준핵연
료 집합체가 12개, 감축핵연료 집합체가 6개인 반면, C4(S4) 노심은 노심제어를
위한 유동관이 4개 설치되어 있어 표준핵연료 집합체가 14개, 감축핵연료 집합체
는 4개만이 장전되어 있다. 따라서 C4(S4) 노심의 핵연료 장전량이 약간 많다.
Hf 흡수봉의 Zr tip은 하나로에서와 같이 30mm를 적용하였으며, Hf의 두께는
4mm, 길이는 700mm로 하였다.

나. 제어봉/정지봉가 계산결과
표 3.1-16에는 각 노심에 대해 MCNP를 이용하여 평가한 반응도 값이 기재
되어 있다. 신핵연료가 모두 장전된 경우 C4S2, C3S3 및 C4(S4) 노심에 대해 각
각 핵연료 중심부로부터 -10cm, -16cm 및 -11cm에서 임계를 이루어 초기 노심
부터 모든 핵연료를 채우고 운전하더라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 여유도 측면에서는 만일 정지여유도를 하나로와 같이 ‘제어봉이 임계위
치에 있고 정지봉 중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정지봉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
머지 정지봉이 모두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 반응도가’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노심
에 대해 1%Δk 이상의 음의 반응도를 유지하여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일 정지여유도를 ‘정지봉 중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정
지봉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정지봉만이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 반응
도가’ 라고 정의한다면, C4(S4) 노심은 유효증배계수가 0.99586로 정지여유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노심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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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 새핵연료 노심의 제어봉 및 정지봉 반응도값
C4S2 노심

Specification

C3S3 노심

Keff

δρ(mk)

All Rod Out

1.16646
(0.00079)

-

All CAR In

0.89785
(0.00075)

268.61

CAR1 In
CAR2 In
CAR3 In
CAR4 In

All SOR In

1.10928
(0.00068)
1.04568
(0.00085)
0.98032
(0.00085)
0.89785
(0.00075)

1.03604
(0.00077)

120.78

1)

186.14

1)

268.61

1)

130.42

SOR2 In

130.42

SOR3 In

-

SOR4 In

Critical
Position
(K_effective)
2)

Shutdown
Margin

계산안함
(C4S2와동
일)
0.98032
(0.00085)

δρ(mk)

Keff

δρ(mk)

-

1.17328
(0.00088)

-

186.14

0.90150
(0.00086)

271.78

1.10928
(0.00068)
1.04568
(0.00085)
0.98032
(0.00085)

120.78

-

-

0.98032
(0.00085)

186.14

57.18

1.11034
(0.00070)
1.03604
(0.00077)

SOR1 In

Keff

C4(S4) 노심

57.18

186.14

1.11407
(0.00079)
1.06555
(0.00085)
0.99586
(0.00091)
0.90150
(0.00086)

0.90150
(0.00086)

107.73
177.42
271.78

271.78

120.78

-

1.10928
(0.00068)
1.04568
(0.00085)
0.98032
(0.00085)

-

-

-

-

-10cm
(1.00420±
0.00077)

-

-16cm
(1.00499±
0.00092)

-

-11cm
(1.00062±
0.00077)

-

0.94971
(0.00090)

54.49

0.89110
(0.00083)

113.89

0.92468
(0.00080)

75.94

56.12

57.18

186.14

1.11407
(0.00079)
1.06555
(0.00085)
0.99586
(0.00091)
0.90150
(0.00086)

59.21

59.21
107.73
177.42
271.78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1)
: δρ의 값은 누적된 값임
2)
: Shutdown Margin은 제어봉이 임계위치에 있고 정지봉중 Worth가 가장 큰 것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정지봉이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반응도가 임

4) 핵연료판 지지체(stiffener)의 영향
튜브형 핵연료는 핵연료판 지지체(stiffener)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
될 수 있다. 핵연료판 지지체가 있으면 집합체의 강성이 증가하여 기계적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집합체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측면
에서는 불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판 지지체 유무에 따른 핵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고려된 노심의 제원
핵연료판 지지체(stiffener)의 영향 분석은 지지체 유무에 따른 상호간의 차이
만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지체가 없는 핵연료 집합체(이하 폴란드
MARIA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 모델의 계산결과는 기존에 평가된 Case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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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지지체가 있는 핵연료 집합체(이하 벨기에 BR2형 핵
연료)를 사용한 노심은 새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기존 BR2 핵연료를 참고하여 지
지체 제원을 결정하였다.
그림 3.1-26 및 27에는 본 계산에서 고려된 MARIA형 핵연료와 BR2형 핵연
료 집합체의 모형 및 제원이 그려져 있다. MARIA형 핵연료의 Al 채움재의 반
경은 1.5cm를 사용하였으며, 표준/감축 핵연료 집합체의 튜브 수는 5 및 4개를
각각 사용하였다[기존 Case #4 노심제원 참조]. BR2형 핵연료 집합체의 Al 채움
재의 반경은 1.02cm, 표준/감축 핵연료 집합체의 튜브 수는 7/5개를 사용하였다.
표 3.1-17에는 각 핵연료 집합체 제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핵연료판 지지체의 영향도 분석을 위해서는 각 노심 모델이 지지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적절하게 대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계산에서
지지체가 있는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 모델은 Case #4와 핵연료의 양을 동일하
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냉각재의 양은 유효증배계수가 상호간에 같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MARIA 및 BR2형 핵연료의 두께는 각각
0.068cm 및 0.067cm이었으며, 냉각재의 두께는 모두 2.0cm로 나타났다.

1.5cm

Standard Fuel Assembly

Reduced Fuel Assembly

그림 3.1-26 MARIA형 핵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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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m
6mm

1.02cm

Standard Fuel Assembly

Reduced Fuel Assembly

그림 3.1-27 BR2형 핵연료 집합체

MARIA형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 모형은 그림 3.1-28에 나타나 있으며, BR2
형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된 노심 모형[Case #5라 표기]은 그림 3.1-29에 나타나
있다. 핵연료 집합체 수는 상호간에 18개로 동일하며, 노내 조사공은 CT 1개, 정
지봉/제어봉의 수는 4/2개로 상호간에 동일하다. 노심 우라늄 장전량은 Case #4
가 47.7kg이고 Case #5는 48.7kg으로 상호간에 거의 같다. 평형노심 EOC에서의
핵종 수밀도 산출을 위한 노심 평균연소도는 51,190MWD/MTU로 상호간에 동
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노심의 등가반경은 Case #4가 16.9cm이고, Case #5가
18.3cm로 핵연료판 지지체가 없는 노심이 1.4cm 정도 작다. 집합체 상호간의 거
리(assembly pitch)는 Case #4가 7.08cm이고, Case #5는 7.67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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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cm
CAR

SOR

CAR

Dummy Fuel Assembly in CT

그림 3.1-28. Case #4 노심의 구조 및 모형

7.67cm

그림 3.1-29. Case #5 노심의 구조 및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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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특성 분석 결과
Case #4 및 #5 노심의 EOC에서의 유효증배계수는 각각 1.03224±0.00042 및
1.03058±0.00034로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한 반응도
를 갖는 노심 조건에서 중성자속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속
재(냉각재) 양을 조절하여 유효증배계수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Case #4 및 Case
#5 노심의 평균 핵분열단면적은 각각 48.9barn 및 52.2barn으로 나타났다. Case
#4와 동일한 냉각재 양을 갖는 Case #5의 냉각재 유로 너비는 1.9mm(이때 유효
증배계수는 ～1.020)이나, 반응도를 동일하게 확보하기 위해 냉각재의 유로 너비
를 2.0mm로 변경함으로써 Case #5 노심의 중성자 스펙트럼은 약간 연화되었다.
따라서 제어봉가는 근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은 Case #4의 경우 열중성자속(<0.625eV) 2.91E+14
2

2

#/cm ․sec, 0.1MeV 이상의 속중성자속 3.79E+14 #/cm ․sec 및 1.0MeV 이상의
2

속중성자속 1.86E+14 #/cm ․sec로 평가되었다. Case #5의 경우 최대 중성자속은
열중성자속(<0.625eV)

2.88E+14

#/cm2․sec,

0.1MeV

이상의

2

속중성자속
2

3.81E+14 #/cm ․sec 및 1.0MeV 이상의 속중성자속 1.84E+14 #/cm ․sec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CT에서의 중성자속은 통계오차 1.2～1.6%를 고려하면 거의 일치
하여 핵연료판 지지체의 영향은 무시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판 지지체가 없는 Case #4의 경우 반사체내의 최대 열중성자속
(0.625eV)은 5.1E+14 #/cm2․sec로 나타났으며, 지지체가 있는 Case #5의 경우
반사체 내의 최대 열중성자속(0.625eV)은 4.78E+14 #/cm2․sec로 나타났다. 이
때의 통계적 오차는 1σ 유의수준에서 각각 0.90% 및 0.93%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지체가 있는 노심이 없는 노심에 비해 약 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중성자속이 3.1E+14#/cm2․sec가 되는 위치까지의 반경방향 거리는
Case #4의 경우 53.4cm, Case #5의 경우 52.1cm로 나타나 약 1cm 정도의 차이
를 나타났다.

3.1.6
1)

후보 노심 설계안

노심 제원 및 구조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은 기본적으로 앞서 기준노심으로 제시한 제원

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달라진 것은 핵연료 두께 및 냉각재 유로 너비가
변함으로 인해 핵연료 장전량이 변하고 집합체 상세제원이 약간 변경되었다. 핵
연료 두께가 0.6mm에서 0.65mm로 변경되었으며, 냉각재 유로너비는 2.5mm에서
2.6mm로 변경되었다. 표 3.1-17에는 알루미늄 블록을 노심 지지체로 사용하는
후보설계안의 상세 제원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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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노심 및 핵연료의 기초 설계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Core

Reactor power

20 MWth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flux trap)

12/6/1
49.0 kg
88 mm

Total U loading amount
Lattice pitch

4.23/4.14

Fuel channel inner radius(standard/reduced)
Radius of flow tube for absorber rods(inner/outer)

3.330/3.455

Effective core radius

187.4 mm
4/2

Number of absorber rods(CAR/SOR)

36.8/40.8 mm

Radius of Hf absorber rods(inner/outer)

1000/20/1200 mm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inside height)

Standard

Reduced

Curved plate

Curved plate

3.201 kg

1.764 kg

0.632 kg

0.348 kg

Zircaloy-4/4.0 mm

Zircaloy-4/4.0 mm

5.0/14.5 mm

5.0/14.5 mm

Fuel Assembly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Radius of Al filler(inner/outer)
Number of fuel plates
Fuel thickness

3×6

3×4

0.65 mm

0.65 mm

Coolant gap size

2.6 mm

2.6 mm

Cladding thickness

0.4 mm

0.4 mm

Thickness of stiffener

6.0 mm

6.0 mm

2) 노심해석 결과
가. 노심 초과반응도 및 정지여유도
신핵연료 노심의 경우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에서 노심 초과반응도는
189mk로 나타나났으며, 연소노심의 경우 초과반응도는 BOC 및 EOC 각각에 대
해 77.5 및 50.9mk 정도로 나타났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35일 주기길이를 만족
하려면 평형노심 EOC에서 유효증배계수는 약 1.04정도가 되어야 한다. 표
3.1-18에서 보듯이, EOC에서의 유효증배계수 값이 1.05088이므로 이 노심은 주
기길이 35일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심 제어 가능성 측면에서는 신핵연료 노심의 경우 노심 중앙으로부터
-15cm에서 임계를 이루어 초기노심부터 신핵연료를 모두 장전하고 운전하더라
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하나로는 초기노심에서 신핵연료를
모두 채우고 운전하면 반응도 제어가 어려워 부분장전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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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노심 BOC에서의 임계위치는 평형 제논 상태에서 노심 중앙으로부터 6cm로
나타났으며, EOC에서는 14cm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조사시설 추가로 인한
반응도 손실 및 조사물 시료 보상을 위한 반응도를 고려하면 실제 임계제어봉
위치는 이보다 약 10cm 정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노심 안전성 측면에서는 정지여유도의 정의를 하나로와 같이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있고 정지봉 중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정지봉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정지봉이 모두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 반응도가’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노
심에 대해 1%Δk 이상의 음의 반응도를 유지하여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일 정지여유도를 ‘정지봉 중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정지봉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정지봉만이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 반
응도가’ 라고 정의한다면, 신핵연료 노심에서는 정지여유도 확보가 불가능 할 것
으로 판단되며, 평형노심에서는 제어봉의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1-18 신핵연료 노심 및 가상 평형노심에서의 제어봉가 및 정지봉가
Spec.
All Rod Out
All CAR In
CAR1 In

All SOR In
SOR1 In
2)

Critical Position
(K_effective)
3)

Shutdown
Margin

신핵연료 장전노심
Keff
1.18967
(0.00117)
0.92574
(0.00110)
1.13709
(0.00119)
1.06517
(0.00106)
1.13824
(0.00118)
-15cm
(0.99858
±0.00116)
0.94812
(0.00115)

가상평형노심(BOC)

δρ(mk)
263.9
52.6
124.5
51.4
50.5

Keff
1.07753
(0.00039)
0.83135
(0.00103)
1.02815
(0.00100)
0.95917
(0.00107)
1.03111
(0.00112)
6cm
(1.00752±
0.00092)
0.95864
(0.00111)

δρ(mk)
246.2
49.4
118.4
46.4
48.9

가상평형노심(EOC)
Keff
1.05088
(0.00050)
0.80962
(0.00123)
1.00198
(0.00106)
0.93312
(0.00100)
1.00176
(0.00107)
14cm
(1.00577±
0.00341)
0.95487
(0.00107)

δρ(mk)
241.3
48.9
117.8
49.1
50.9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1)
: δρ의 값은 누적된 값임
2)
: 임계위치는 노심 중앙으로부터의 좌표임
3)
: Shutdown Margin은 제어봉이 임계위치에 있고 정지봉중 반응도가 가장 큰 것이 삽입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머지 정지봉이 삽입되었을 시의 음의 반응도가 임

나. 노심평면 출력분포
그림 3.1-30 및 3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평형노심 BOC 및 EOC에
서의 평면 출력분포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체 최대 출력인자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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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비교적 평탄하게 나타났으며, 최대 첨두출력치는 2.441로 3.0이하로 유지
되었다.

R02
1.203
(2.395)

CAR2
0.726
(2.153)

R09

SOR1
0.731
(2.068)

R05
1.059
(1.779)

R03
1.061
(1.773)

CAR1
0.729
(2.242)

R06
1.062
(1.814)

CT
R07
1.063
(1.786)

1.205
(2.441)

R01
1.210
(2.384)

CAR4
0.728
(2.015)

R10
1.067
(1.770)

R12
1.207
(2.423)

R08
1.064
(1.777)

SOR2
0.733
(2.229)

R04
1.215
(2.433)

CAR3
0.732
(2.022)

R11
1.205
(2.364)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30 평형노심 BOC 노심
평면 출력 분포

R01
SOR1

R02
1.216
(2.405)

CAR2
0.736
(2.306)

0.731
(2.090)

R05

1.198
(2.295)

0.723

R03
1.067
(1.744)

1.072
(1.750)

1.199
(2.373)

(2.248)

R06
1.059
(1.744)

CT
R07
(1.801)
CAR4
0.730
(2.110)

R04
1.197
(2.380)

CAR3
0.723

R08

1.081

R09

CAR1

(2.050)

1.072

R10
1.075
(1.824)

(1.789)
SOR2

R11
1.198
(2.397)

0.725

R12
1.198

(2.335)

(2.291)

- Location
- Assembly Fq
- Total Fq

그림 3.1-31 평형노심 EOC 노심
평면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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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3.1-34 및 35는 표준 및 감축핵연료 집합체에서의 반경방향 출
력분포를 나타낸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반경방향으로 3개의 핵연료 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반경방향으로 핵연료 판의 번호는 그림 3.1-32의 좌측 하단에서 보
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매겨져 있다. 노심 내부에 위치한 R03 표준핵연료 집합체
내의 반경방향 출력인자는 1.2로 비교적 평탄하게 나타났으나, 노심 외부에 위치
하고 있어 반사체와 접하고 있는 R01 표준핵연료 집합체내의 반경방향 출력인자
는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사체와 인접하고 있는 핵연료 판에서 표면
열속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제어봉의 구동 공간이 있어 냉각수가 상
대적으로 많은 SOR1 감축핵연료 집합체 내 출력인자는 1.3으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지만, 절대 값은 노심외부에 위치한 핵연료 집합체의 최대 값과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합체 내 출력분포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
어야 한다.

R01

R03

CAR1

1
2

3

집합체내 번호
그림 3.1-32 출력 분포 산출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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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R 0 1 -1
R 0 1 -2
R 0 1 -3

2

Surface Heat Flux [MW/m ]

1 .7 5
1 .5 0
1 .2 5
1 .0 0
0 .7 5
0 .5 0
0 .2 5
0 .0 0
0

1

2

3

4

5

6

7

P la t e I D

그림 3.1-33 R01 집합체에서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2 .0 0

R 0 3 -1
R 0 3 -2
R 0 3 -3

2

Surface Heat Flux [MW/m ]

1 .7 5
1 .5 0
1 .2 5
1 .0 0
0 .7 5
0 .5 0
0 .2 5
0 .0 0
0

1

2

3

4

5

6

7

P la t e I D

그림 3.1-34 R03 집합체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2 .0 0

C A R 1 -1
C A R 1 -2
C A R 1 -3

2

Surface Heat Flux [MW/m ]

1 .7 5
1 .5 0
1 .2 5
1 .0 0
0 .7 5
0 .5 0
0 .2 5
0 .0 0
0

1

2

3

4

5

6

P la t e I D

그림 3.1-35 CAR1에서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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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 CT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CT는 중성자 조사(irradiation)에 의한 재료의 건전성 시험을 위해 주로 사용
되므로 고속중성자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표 3.1-19에서 보듯이 모든
고속 중성자속은 약 2.7E+14 n/cm2․sec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중성
자속 또한, 3.15E+14n/cm2․sec 이상 확보되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9 CT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2

최대 중성자속(n/cm ․sec)

노심 조건
< 0.625 eV

> 0.1 MeV

> 1.0 MeV

평형노심 BOC

3.146E+14

2.703E+14

1.301E+14

평형노심 EOC

3.241E+14

2.778E+14

1.311E+14

라.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반사체 영역에서 열중성자속이 2.0E+14 n/cm2-sec 이상이 되는 영역은 반경
방향으로 약 64c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표 3-19에서 보듯이 반사체에서의 최
대 열중성자속은 3.92E+14 n/cm2․sec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출력대비 최대 열중
성자속이 1.96E+14 [n/cm2-s]/MWth이다. 이 값은 하나로의 중성자속 성능과 비
교해 볼 때, 반사체 영역의 OR3 조사공에 비해서는 약 85% 정도, CT 조사공에
비해서는 약 35%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낸다.

표 3.1-20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최대 중성자속(n/cm2․sec)
노심 조건
<0.625eV

> 0.1 MeV

> 1.0 MeV

평형노심, BOC

3.78E+14

1.20E+14

4.97E+13

평형노심 EOC

3.92E+14

1.22E+14

5.01E+13

HANARO 1)

3.30E+14

-

2.01E+132)

1)

평형노심, 주기말, 제어봉위치 550mm, Eq-Xe 상태의 자료임

2)

0.821～10MeV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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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수력 설계 및 안전 해석
3.2.1 열수력 설계
3.2.1.1 열수력 설계 요건 및 기준
1) 일반 열수력 설계 요건
열수력 설계 기준 및 설계 요건은 핵연료 형태와 노심 냉각 조건 등 원자로
설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로 설계 지침 등 관련 법규와 기준들이 준수되
도록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연구로의 열수력 설계에 관한 일반 요건은 아래와 같
이 표현된다[2.2].
o 원자로심 (즉, 핵연료봉, 냉각관의 기하학적 구성, 구조물의 부분)은 핵연료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운전 상태에서 핵연료 특성 변수들이 정해진 제한
값이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이러한 제한값들은 오차 및 기계적인 공차를 고려한 여유도를 포함하여 적절
한 여유도를 갖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2)

열수력 설계 기준 [3.3∼3.5]
일반적으로 연구로 노심 열수력 설계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 요건에

서 도출된 설계 기준으로 다음의 변수들이 주로 이용된다.
- 핵비등 여유도 (ONB, Onset of Nucleate Boiling)
- 임계열속비 (CHFR, Critical Heat Flux Ratio)
- 유동 불안정 여유도 (OFI, Onset of Flow Instability)
- 핵연료 표면 및 중심 온도
- 피복재 부식 온도

핵비등 여유도는 정상 운전 시 기포 생성에 따른 노심 유동의 불안정성을 방
지하고 일정한 중성자속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계열속비는 열전달 기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핵연료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변수로 이용된
다. 유동 불안정 여유도는 주로 판형 핵연료와 같이 독립적인 부수로와 하향 유
동의 연구로에서 임계 열속비 대신에 사용된다. 그리고, 핵연료의 과도한 팽윤
및 균열 등 기하학적 형태나 금속학적인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 운전 중 핵
연료봉 중심 최고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며, 피복재 표면 온도
와 부식층의 온도를 제한하여 피복재 부식 반응의 촉진으로 핵연료 피복재가 손
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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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계인자들의 설계한계는 핵연료 및 노심 설계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핵연료 특성과 관련된 설계인자는 많은 설계 자료의 평가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에는 열수력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건
설 또는 가동 중인 연구로의 열수력 설계 기준을 정리하였다.

가. 하나로의 설계기준
- 핵비등 여유도

: 21℃/22℃ (36봉/18봉 핵연료), 정상 상태 적용

- 최소 임계열속비 : 1.97/1.81 (36봉/18봉 핵연료), 사고 상태 적용
- 핵연료 중심온도 : 350℃/485℃, 정상 및 사고 상태 각각 적용
- 핵연료 표면온도 : 135℃, 정상상태 적용
- 핵연료 표면 산화층 온도차 : 114℃ 이하, 정상 상태 적용

나. JRR-3M의 설계기준
- 핵비등 여유도 : 정상운전 중에는 노심 어디서도 비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최소 임계열속비 :

예상 운전과도 시 1.5 이상

- 핵연료 중심온도 : 예상 운전과도 시 400℃ 이하 및 열적 변형 없을 것
사고 시에는 640℃ 이하

다. 호주 RRR의 설계기준
- 핵연료 표면의 열전달 저하로 인한 급격한 온도 상승 방지 : 임계열속의
두배 여유도 확보
- 핵비등 방지를 위한 일정 여유도 확보
- Corrosion, breakaway swelling, blistering, unacceptable thermal stresses
등 핵연료 금속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 방지 ; 핵연료 온도 400℃ 이하
- 유동 불안정(flow instability)으로 인한 핵연료의 기계적인 간섭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임계 유속(critical velocity)의 2/3 이하로 유지
- 설계변수의 불확실도와 공차를 고려한 열적 여유도의 확보
- 노심잔열의 안정적인 제거: 비등 발생 유량의 2배 이상 유량

3.2.1.2 핵연료 형태 별 열수력 특성
성능이 우수한 새 연구로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가장 바람직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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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 최적 노심을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연구로 설계에 사용
하기 위한 핵연료 형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로 핵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판형, 봉형 및 튜브형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형태별로 열수력 측면의 상대
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핵연료 형태별 상대적 비교를 위해 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 집합체가 같은
출력(1～1.33 MW)을 낸다고 가정하고, 유속에 따른 핵연료 표면 및 중심 온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로에서 total peaking factor는 일반적으로 2.5～3.0 정도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3.0의 값을 사용하였다. 계산 시 사용한 주요
가정 사항, 계산 모델 및 상세한 결과는 참고문헌[3.2]에 기술되어 있다.
판형 핵연료의 유속 및 출력에 따른 핵연료 표면 및 중심 온도는 그림 3.2-1
과 같다. U-7Mo 분산 핵연료에서 핵연료 입자와 Al 기지 물질의 반응이 심화되
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인 200～220℃와 계산된 중심 온도를 비교할 때 많은 여
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기압 정도에서 운전하는 경우 핵연료 중심 온도는
집합체 출력 2 MW까지 200℃ 이하를 유지한다. 반면에 ONB 온도를 140 ℃ 정
도로 볼 때 집합체 출력 약 1.5 MW부터 이를 초과하므로 판형 핵연료에서는 핵
연료 중심 온도보다 ONB가 정상 운전 시의 제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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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유속과 출력 분포에 따른 판형 핵연료 온도 변화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이 1 MW라고 가정하였을 때 60 및 70 cm 핵연료에 대
한 봉형 핵연료 온도 계산 결과를 그림 3.2-2에 도시하였다. 고온에서의 U-Mo
분산 핵연료의 조사 성능이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220℃ 이상
에서는 핵연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핵연
료 온도에 대한 제한조건을 220℃로 보고 ONB 발생온도는 하나로 핵연료 상관
식에 따른 결과를 적용하였다. 그림에서 핵연료 중심 온도는 9 m/s가 넘어야 제
한치를 만족하며 ONB 측면에서도 하나로 노심의 유속인 7.3 m/s에서 제한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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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므로 열적 여유도 측면에서 봉형 핵연료는 하나로 조건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적 여유도 확보를 위해 유속을 올릴 경우에는 유체 유발 진
동이 커지고 우라늄 밀도 증가로 집합체의 무게도 증가하므로 기계적인 마모 문
제가 하나로에서 보다 더 크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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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유속과 출력 분포에 따른 봉형 핵연료 온도 변화

튜브형 핵연료는 열수력 측면에서는 판형과 봉형의 중간 정도 특성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tube 수를 늘리면 평균 열속을 판형과 유
사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 표면열속은 노심의 열적 여유도 즉,
안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로 핵연료 및 노심 모형, 원자로 출력,
핵 및 핵연료 재료 특성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전
용 원자로에서의 열적 여유도는 경제성과 직결되어 가능한 한 여유도를 작게 하
려고 노력하지만 노심 구성의 변화가 많은 연구로에서는 발전로와 달리 열수력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요약하면, 핵연료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큰

판형 및 튜브형 핵연료가 핵연료

온도 면에서는 봉형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유속 조건(7.3
m/s)과 출력(1 MW/ass.)에서 표면 열속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형 핵연료의 표면
및 중심 온도는 약 110 ℃와 약 120 ℃ 정도이나 봉형의 경우(ARR-1 기준)에는
약 115 ℃와 약 210 ℃ 정도로 차이가 크다. 본 계산에서 가정한 튜브형 핵연료
는 판형 핵연료보다는 온도가 높겠지만 봉형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며, 튜브 수를
추가하면 판형 핵연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연구로의 핵

연료 재료로 고려하고 있는 U-7Mo 분산 핵연료에서 핵연료 입자와 Al 기지 물
질의 반응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인 200 ～ 220℃와 계산된 중심 온도
를 비교할 때 봉형은 여유가 많지 않은 반면 판형 및 튜브형 핵연료는 여유가
많으므로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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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열수력 예비 해석
개념설계를 위해 여러 형태의 핵연료집합체와 노심 모형에 대하여 예비
열수력 계산을 수행중이며, 여기서는 핵연료의 한 가지 형태로 고려하고 있는 6
개 튜브형 집합체에 대해 예비 열수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다.

1) 열수력 해석 코드
노심의 열수력 해석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해석 코드는 연구소에서 COBRA
를 근거로 개발 중인 MATRA와 연구로의 다차원 유동장 해석을 위한 일반 상
용 CFD (FLUENT 또는 CFX)이다. 그리고 MATRA코드와의 계산 결과는 정상
상태 판형 핵연료 노심 해석 코드인 COOLOD-N2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될 것이
다. 유동이 복잡하고 3차원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CFD 해석 결과를
MATRA를 이용한 1차원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열적 여유도 분석
가. 해석 모델
해석에 사용한 핵연료 모형은 그림 3.2-3과 같다. 표준 핵연료집합체는 핵연
료 튜브가 6개, 제어봉/정지봉이 위치하는 감축 핵연료집합체는 튜브가 4개로 구
성된다. 노심은 그림 3.2-4와 같이 표준 핵연료집합체 12개와 감축 핵연료집합체
6개로 이루어진다.
판형 핵연료에 대해 검증된 코드인 COOLOD-N2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델
링 과정에서 튜브 사이의 갭은 설계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질량 유속(mass flux)
과 핵연료 표면 열속 및 노심 입출구 냉각수 온도차가 유지되도록 입력 자료들
을 조정하였다. 노심의 total peaking factor는 3.0으로 가정하였으며 축방향 출력
분포는 하나로의 36봉 핵연료 채널에서 값을 적용하였다. 하나로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열적 여유도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선정되었고 수출 연구로에서도 하
나로와 같이 상부 제어봉 구동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
된다.

나. 예비 해석 결과
열적 여유도 평가 대상 변수로는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ONB(Onset of
Nucleate Boiling)와 기포로 인한 채널 유동 불안정 발생(OFI, Onset of Flow
Instability), MDNBR 및 핵연료 중심온도를 고려하였다. 이들에 대한 열수력 상
관식들은 예비 해석이므로 판형 핵연료 코드(COOLOD-N2)에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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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평가 변수에 대한 설계 기준은 정상상태 노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ONB 여유도는 20℃, MOFIR과 MCHFR은 2.5, 핵연료 온도는 200℃
로 하였다.
그림 3.2-5는 유속을 9.0 m/sec로 가정하였을 때 온도와 기타 열수력 인자들
의 축방향 변화를 나타내었다. 핵연료 온도의 경우 최대 출력지점에서 약 130℃
이하를 유지하므로 잠정적인 기준 온도 200℃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핵비등
여유도는 23℃로써 기준을 만족하나 MCHFR의 경우 약 2.04로 여유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 채널 유속 및 Gap 두께의 영향 평가
그림 3.2-6은 채널 유속에 따른 열여유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핵연료 온
도는 유속이 5 m/sec인 경우에도 160℃ 이하이므로 현재까지 U-Mo 핵연료 조
사시험에서 알려진 건전성 온도 200℃를 충분히 만족하였다. ONB의 경우는 유
속이 5m/sec에서 이미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유도 20℃를 만족
하려면 8m/sec 이상 되어야 한다. 노심에서의 냉각수 평균 온도 증가량은 7.3
m/sec에서 15.8℃, 9m/sec에서는 12.8℃로 나타났다. 표면 열속의 비로 나타나는
MOFIR과 MCHFR도 그림 3.2-6에 실려 있다. 유속이 9m/sec에서도 잠정 기준
인 2.5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상관식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상관식의 타당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
본 예비 계산에서는 핵연료집합체 내부 채널 유속이 모두 같다는 가정에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튜브형 핵연료는 총 24개의 독립된 채널이 존재하고,
각 채널의 유속은 핵연료 하부 구조체의 기하학적 형상과 채널의 수력직경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유속 분포에 대한 여유도를 약 20% 정도 고려하
면 집합체 평균 유속은 11.0m/sec 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기계적인 마모 손상이 우려되므로 핵연료집합체의 고정 방법이 중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3.2-7은 채널 갭의 두께에 따른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이다. 여기서는
유속을 고정한 상태에서 갭 두께를 변화시킨 것이므로 두께가 커질수록 유로면
적이 증가하며 노심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갭 두께가 증가할수록 노
심의 열적 여유도는 크게 나타났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0.25 mm 정도에서 잠정
적인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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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
thickness: 0.6 mm
Clad thickness: 0.4 mm
Coolant gap: 2.5 mm
Stiffener thickness: 6.0 mm
Gap for clearance: 0.8 mm
Zr rod radius: 4.5 mm
Water gap: 0.5 mm
Al tube thickness: 5.0 mm

그림 3.2-3 표준 핵연료집합체 모형 및 제원

CAR1

SOR1

CAR3

CAR2

CAR4

SOR2

Inner Shell

그림 3.2-4 제어봉/정지봉이 4/2개인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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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핵연료의 축방향 위치에 따른 열수력 인자의 변화(유속=9.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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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채널 유속에 따른 열수력 인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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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Gap 두께에 따른 열수력 인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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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3차원 코드를 이용한 열수력 해석 [3.6]
최근 들어 컴퓨터의 성능과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의 발전

으로 인해 실험적인 방법과 같이 많은 시간적․경제적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CFD 코드는 3차원적인 유동 현상의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해석 결과를 곧바로 설계에 반영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 개선 또는 변경된 부분에 의한 효과를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 상당한 기여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되었다. 이 절에서는 CFD 코드를 이용하여 새 연구로 설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유동해석 및 압력강하, 노심 알루미늄 구조체의 감마 heating에 의
한 열전달 해석, 노심 하부 공동에서의 유동해석 및 와류발생 방지를 위해 고안된 구조물
의 영향을 평가에 대하여 요약한다.

1) 튜브형 핵연료에서의 유동해석
새 연구로에 사용을 고려 중인 튜브형 핵연료의 기본적인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CFD
코드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과 압력강하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은 튜브형 핵연료의 기본
적인 개념만을 고려한 기본모델과 핵연료 하부 지지 구조물을 포함한 상세모델 2가지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최외곽 유로두께의 변화가 각 유로마다의 평균유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외곽 유로의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
를 바탕으로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몇 가지 설계 개선점들을 제시하였다.

가. 기본모델 유동해석
그림 3.2-8은 핵연료 냉각유로 입구 근처에서의 유속분포 및 유로별 평균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안쪽 유로(1st)와 가장 바깥쪽 유로(7th)는 벽면에 인접해 있으므로
벽면효과에 의해 벽면 근처 유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 채널로 유입되는 유속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외각 유로(7th)의 경우에는 채널 입구 바로 앞쪽에
서 diffuser에 의한 유동 분리가 발생하여 가장 안쪽 유로에서 보다 더 작은 유속을 보인
다. 입구에서의 유속차이에 의해 출구에서도 최외각 유로(7th)의 유속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다음으로 가장 안쪽 유로가 낮은 유속을 보인다. 최고 평균 유속을 보이는 유로는
3번이며, 2번와 4번 유로도 3번과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유속을 보이지만 이후
부터는 급격한 속도 감소를 보인다. 각 채널 출구에서의 채널 평균유속과 전체 평균유속
을 비교하여 표 3.2-1에 정리하였다.
각 유로에서의 압력강하는 최대 약 144kPa에서 최소 약 100kPa로 큰 차이를 보이며,
평균 약 128kPa 정도의 압력강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 78 -

나. 상세모델 유동해석
기본모델 해석에서 예측된 핵연료 하부 receptacle의 diffuser부분에서 발생되는 유동
분리의 영향으로 인한 각 유로의 냉각수 유속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핵연료 부분을
60mm 가량 유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3.2-9에서와 같이 상세 모델에서는 이러한
변동과 하부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실제 형상에 매우 근접하게 모델 하였다.
그림 3.2-10은 유동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2-10(a)에서는 핵연료가 장전된 유
동관으로 유입된 유동은 receptacle부분에서 유로가 좁아지면서 유속이 증가하며, fin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두꺼운 fin에 의한 유로의 갑작스런 형상 변화 때문에 유동 분리가
발생된다. 여기서 발생된 유동분리는 fin의 측면을 타고 diffuser에서 핵연료 채널이 시작
되는 영역까지 강한 재순환 유동을 형성한다. 그림 3.2-10(b)에서는 유동패턴을 가시적으
로 볼 수 있도록 유동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fin에서 발생된 유동분리와 재순환유동에
의해 핵연료채널의 앞부분에서 vena contracta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0(c)는 symmetry면에서 속도분포이다. Receptacle과 유동관이 만나는 부분의 불연속
적인 급격한 형상변화로 인해 유동박리와 재순환 및 재부착유동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10(d)에서는 receptacle에서 급격한 압력강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유로별로 발생되는 압력강하는 표 3.2-2에 정리하였다.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발생되는 압
력강하는 약 129.5 kPa정도 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값은 기본모델에서 예측한 128 kPa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핵연료 지지구조물 및 grapple head를 포함한 유동관 전체에
서의 압력 강하는 약 195kPa 정도로 예측되었다.
그림 3.2-11은 기본모델과 상세모델의 유로별 유속 분포 비교를 보여 주는데, 기본모
델의 설계를 개선한 상세모델의 경우에는 바깥쪽 유로로 갈수록 유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핵연료의 출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안쪽과 바깥쪽
유로에서의 상대적인 속도감소는 벽면효과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볼 때, 핵연료를 receptacle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서
냉각유로 별 평균유속 편차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튜브형 핵연료
설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들은 기술보고서[3.6]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다. 최외곽 유로 두께의 유로별 유속 분포 영향
노심 출력 분포 해석결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핵연료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3.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외곽 유로의 두께를 줄여 핵
반응률을 낮춤으로써 출력을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유로두께를 줄이게 되면 다
른 유로에 비해 유동 저항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유로별 유속 불균일이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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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최외곽 유로두께가 변할 때, 각 유로별 무차원 평균유속을 그림 3.2-12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외각 유로의 두께가 2.5mm이하인 경우, 가장 안쪽 유로와 가장 바깥쪽 유로에서
인접유로에 비해 상대적인 속도감소를 보이고 나머지 유로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다른 유로에 비해 최외곽 유로의 두께가
작은 1.8mm인 경우에는 유속감소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로두께의 감소로
입구 유동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외곽 유로의 두께가 다른 유로에 비해 큰 경우
(3mm, 3.5mm), 안쪽유로에서 상대적인 유속감소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최외각 유로에서의 유속은 오히려 다른 유로들에 비
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속편차는 다른 유로와 최외곽 유로간의 두께 차이가
클수록 심화된다. 1.8mm인 경우 최외곽 유로의 유속이 평균유속에 비해 85%정도에 지나
지 않는다. 2.5mm와 2.38mm인 경우에는 인접한 유로에 비해 유속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평균 유속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인다. 3mm와 3.5mm인 경우에는 평균유속에 비해 각각
6%와 11% 높은 값을 보인다.

2) 노심 Al 구조체의 열전달 해석
새 연구로의 노심 구조물로 aluminum block을 고려하고 있는데, Al은 감마선에 의해
자체적인 발열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냉각이 요구된다. 프랑스 JHR 설계에서는 Al-block
의 온도를 경험적으로 80℃이하로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3.8]. 여기서는 γ -heating에 의한
발열량을 4가지 경우(0.5W/cc, 1W/cc, 2W/cc, 20W/cc)로 가정하여 표준 핵연료집합체만
장전된 경우와 감축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경우에 대해 CFD 코드를 사용하여 온도분
포를 예측하였다. 이 때 냉각수의 온도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60℃로 설정하였다.
그림 3.2-13에서 보는바와 같이 Al-block의 온도분포는 가운데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
으며, hole에서의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중심부보다는 상대적으로 hole과의 거리가
먼 외벽에서 최고온도를 보인다. 발열량이 변화하면 값의 변화만 있을 뿐 온도 분포 형태
는 동일하다. 감축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된 경우에는 냉각수와 접한 유동관과 Al-block
사이에 water gap과 hafnium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냉각수층과 Al-block간의 열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Al-block의 주변 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γ -heating에 의한 발열량이 최고
20W/cc에 이를 경우, Al-구조체의 최고온도는 표준형 및 축소형에 대해 각각 87℃와
167℃에 이르러 권고 온도인 80℃를 훨씬 상회한다. Al-block의 최고 온도는 그림 3.2-14
와 같이 γ -heating에 의한 발열량이 커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3) Inlet plenum 유동 해석
새 연구로는 하나로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 운전 경험으로부터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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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um에 강한 와유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유동이 핵연료집합체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으
로 추측되었고, 최근에 수행된 CFD 해석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3.9]. 따라서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절
에서는 하나로와 유사한 구조에서 출발하는 새 연구로 inlet plenum에서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예상되는 inlet plenum의 와유동에 대해 구조물을
설치하여 와류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 Inlet plenum에서의 유동해석
그림 3.2-15는 유동해석을 위한 계산격자 및 유동해석으로부터 얻어진 inlet plenum
내부에서 유동궤적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입구에서 유입된 유동이 원통형의 하부
inlet plenum 반대편 벽에 부딪친 후 벽면을 따라 다시 입구쪽으로 흐르면서 입구에서 주
입되는 유동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개의 큰 와유동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로 inlet plenum에 대한 CFD해석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와유동은
유동관 입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림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동관마다 와
류가 존재하며, 전체 평균 유속에 비교해서 최대 12%까지 차이를 보이는 유동관도 있다.
유동관 위치에 따른 각 유동관 평균유속의 차이는 inlet plenum 내부에 발생되는 와유동
과 채널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나. Inlet plenum 와유동 발생 방지장치
상용 발전로에서도 RCS 펌프에 의한 냉각재 펌핑에 의해 시간에 따라 정현파
(sinusoidal wave) 형태를 갖는 조화진동에 의한 가진력이 핵연료집합체에 작용하여 유체
유발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용기하부 downcomer
에서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공판(perforated plate) 형태를 갖는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핵연료집합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체유발진동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3.10]. 또한 하나로의 운전경험으로부터 inlet plenum에서의 와유동 형성과 그로 인해 핵
연료에서 유체유발진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캐나다 AECL에서는 MMIR에
muffler형 flow straightener를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
Flow skirt의 기본 개념은 inlet plenum내부에 환형 격막을 설치하고 여기에 다수의
구멍을 뚫어, 주입관으로부터 유입 된 유동이 격막의 구멍을 통해서 흐르도록 함으로써
inlet plenum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적인 이점으로
inlet plenum의 구조적인 강성을 더해주는 보강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상에서 차이를 보일 뿐, flow skirt와 동일한 개념으로 고안된 flow muffler는 AECL의
MMIR에 설치되어 상당한 와류발생 억제효과가 있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구멍의 위치
나 크기, 격막면적에서 구멍의 유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중요한 설계변수[3.12]이지

- 81 -

만 여기서는 와류발생이 억제 혹은 감쇄되는가와 유동관마다의 평균유속이 고르게 배분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임의적인 변수 설정을 하였다.

다. 해석 결과
Flow skirt와 muffler가 설치되었을 때 inlet plenum 내부에서의 유동궤적을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주입유동을 중심으로 양쪽에 발생되던 와류는 사
라진 것으로 보인다. Flow skirt를 통해 안쪽으로 흐르는 유동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flow skirt 전체면을 통해 고르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2-17(a)].
Muffler는 구멍들의 방향이 방사형이기 때문에 주입구로부터의 유동이 inlet plenum
전체로 퍼지는 유동패턴을 보인다[그림 3.2-17(b)].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주유동이
없기 때문에 inlet plenum 내부에 큰 와류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림 3.2-18는 flow skirt 와 muffler 설치가 유동관에서의 와류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동관 출구 단면에서 속도벡터 분포와 평균유속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비교한 것이고 표 3.2-6은 유동관에서 와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관 출구에서 접선
방향 속도성분을 비교한 것이다. 일부 유동관에서는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19개 중 15개
의 유동관에서 회전속도 성분들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flow skirt나
muffler가 설치되어 inlet plenum 하부공동에서 와류 발생이 억제되면 유동관에서의 와류
도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유동관으로의 유속 불균형 문제도 flow skirt나
muffler의 설치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유동관에서 평균유속이 전체 평균유
속 대비 최대 약 12%까지 편차를 보였던 것에 반해, flow skirt나 muffler가 설치된 경우
에는 최대 약 3%가량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표 3.2-1 Average velocities and hydraulic diameters at each channel for basic model
channel

velocity(m/s)

remark

Dh(mm)

remark

1st

8.40

0.941

4.377

0.937

2nd

9.25

1.037

4.557

0.976

3rd

9.33

1.046

4.656

0.997

4th

9.21

1.032

4.719

1.011

5th

8.95

1.003

4.763

1.020

6th

8.45

0.947

4.795

1.027

7th

7.61

0.853

4.819

1.032

Avg.

8.923

1

4.6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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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Average velocities and hydraulic diameters ay each channel for detail model
channel

velocity(m/s)

remark

Dh(mm)

remark

1st

8.27

0.934

4.563

0.963

2nd

8.69

0.982

4.659

0.984

3rd

8.82

0.997

4.723

0.997

4th

8.90

1.006

4.764

1.006

5th

9.00

1.017

4.792

1.012

6th

9.10

1.028

4.819

1.018

7th

8.79

0.993

4.835

1.021

Avg.

8.85

1

4.736

1

표 3.2-3 Static pressure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of coolant channels
for detail model (unit : kPa)
channel

Pin

Pout

ΔP

1st

-82.2

-206.5

124.3

2nd

-78.3

-211.5

133.2

3rd

-80.8

-212.4

131.6

4th

-83.3

-213.0

129.7

5th

-83.4

-213.5

130.1

6th

-81.5

-213.5

132.0

7th

-85.1

-210.8

125.7

avg

129.5

표 3.2-4 Average and non-dimensional velocity on the each channels
1.8mm

2.38mm

2.5mm

3.0mm

3.5mm

V(m/s)

V/Vavg

V(m/s)

V/Vavg

V(m/s)

V/Vavg

V(m/s)

V/Vavg

V(m/s)

V/Vavg

1

9.2

0.980

8.5

0.944

8.3

0.934

7.7

0.912

7.3

0.903

2

9.5

1.015

8.9

0.983

8.7

0.982

8.2

0.962

7.7

0.943

3

9.6

1.025

9.0

0.998

8.8

0.997

8.3

0.978

7.8

0.954

4

9.6

1.031

9.1

1.007

8.9

1.006

8.4

0.986

7.8

0.961

5

9.7

1.039

9.2

1.019

9.0

1.017

8.4

0.994

7.9

0.967

6

9.8

1.044

9.3

1.030

9.1

1.028

8.5

1.006

7.9

0.977

7

8.0

0.856

8.9

0.980

8.8

0.993

9.0

1.060

9.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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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Summary of max. and min. temperature on the Al-block
volumetric heat generation

q˙ =20 MW

q˙ =2 MW

q˙ =1 MW

q˙ =0.5 MW

Standard

Max Temp

359.5 K

335.7 K

334.3 K

333.7 K

fuel

Min Temp

334.0 K

333.0 K

333.0 K

333.0 K

Reduced

Max Temp

439.9 K

343.7 K

338.3 K

335.7 K

fuel

Min Temp

334.0 K

333.0 K

333.0 K

333.0 K

표 3.2-6 Comparison of average tangential velocity at the outlet of
each flow tubes for three cases(m/s)
tub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none
0.0427
0.0039
0.0384
0.0296
0.0096
0.0098
0.0278
0.0327
0.0067
0.0021
0.0177
0.0201
0.0690
0.0549
0.0130
0.0398
0.0384
0.0085
0.0082

flow skirt

muffler

0.0125
0.0191
0.0173

0.0079
0.0025
0.0074
0.0072

0.0222
0.0191

0.0568
0.0135

0.0032
0.0034

0.0064
0.0067

0.0099
0.0649

0.0162
0.2489

0.0091
0.0011
0.0018
0.0055
0.0012
0.0038
0.0007
0.0024
0.0060

0.0122
0.0034
0.0010
0.0279
0.0027
0.0025
0.0009

0.0110

0.0150

0.0038

10.0
9.5

Velocity(m/s)

9.0
8.5
8.0
7.5
7.0
1

2

3

4

5

6

7

Channel number

(a) velocity contour

(b) velocity distribution

그림 3.2-8 velocity vector and average velocity distribution at outlet of bas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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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ptacle region, fin & fuel

(b) down-stream of fuel

그림 3.2-9 Computational grid for detail model

(a) velocity vectors

(b) flow path line

(c) velocity vectors on symmetry

(d) pressure distribution

그림 3.2-10 CFD analysis results for detai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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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 / Vavg

1.0

0.9

detail model
basic concept model

0.8
1

2

3

4

5

6

7

Channel Number

그림 3.2-11 Improvement of average velocity distribution of outlet region
1.2
t=1.8mm
t=2.38mm
t=2.5mm
t=3.0mm
t=3.5mm

V / Vavg

1.1

1.0

0.9

0.8
1

2

3

4

5

6

7

Channel Number

그림 3.2-12 Variation of non-dimensional channel velocity with outermost channe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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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fuel

(b) reduced fuel
그림 3.2-13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Al-block (q˙ =2W/cc)

500
Tmax,standard fuel
Tmax,reduced fuel
Tmin

Temperature(K)

450

400

350

3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γ-Heating Power(MW)

그림 3.2-14 Variation of max. and min. temperature on the Al-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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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utational mesh

(b) flow path line

그림 3.2-15 Computational mesh and flow path line for inlet plenum

(a) velocity vector

(b) relative velocity

그림 3.2-16 Average velocity distribution at each flow tube

(a) flow skirt

(b) muffler
그림 3.2-17 flow path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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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skirt

(b) muffler
그림 3.2-18 velocity vector and relative velocity at each flow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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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안전 해석
1) 안전 목표 및 원칙
가. 안전 목표
원자력 시설의 적절한 안전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래
와 같은 정성적인 안전성 목표와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안전성 원칙들
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3.13]. 아래 세 가지 목
표 중 2)와 3)항은 일반적 의미를 표현하는 1)항의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3-19는 수립된 기본적인 안전 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개략도
를 보여 주며, 새 연구로 설계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새 연구로의 안전 설
계를 위해서는 최신의 법규, IAEA 안전 지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 일반 안전성 목표(General Safety Objective) ; 방사선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서 개인과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한다.
(b) 방사선 방호 목표(Radiation Protection Objective) ; 정상운전 시에 발전소 내
에서의 방사선 피폭과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피
폭을 가능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정해진 허
용 한도 이하로 유지하고,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
장한다.
(c) 기술적 안전성 목표 (Technical Safety Objective); 높은 신뢰도로 사고를 예방
하고, 설계 시 고려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방사선 피해가 미미함을 보장하
며, 심각한 방사선 피해를 수반하는 중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극소화되도록
보장한다.

2) 안전 원칙
원자력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으로 그림 3.2-19에서
와 같이 운영책임(Management Responsibilities), 심층 방어 전략(Strategy of
Defense in Depth), 일반 기술 원칙(General Technical Principles)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원자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도출하는 근
거로 사용된다. 각 원칙에 대해서는 참고문헌[3.13]에 각 구성 항목별로 구체적으
로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 가지 안전 원칙 중 새 연구로 설계 측면
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요건으로 생각되는 다중 방벽과 다단계 방호를 중
심으로 하는 심층 방어 개념과 기본 안전 기능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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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oncept

일반적 안전성 목표
Safety Objectives

방사선 방호 목표
기술적 안전성 목표

심층 방어 전략

Safety Principles

- 심층 방어
- 사고 예방
- 사고 완화

운영 책임 원칙

Safety Criteria

- 안전 문화
- 운영 조직의 책임
- 규제 및 독립적 검증

Safety Analysis

기술적 일반 원칙
-

실증된 공학적 관행
품질 관리
인적 요인
안전성 평가 및 검증
방사선 방호
운전경험/안전성 연구

Public Health

그림 3-19. 원자력 안전 개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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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층 방어 개념
심층 방어 전략 개념은 다중의 보호 격막과 적절한 사고 대응 수단을 수립하
여 어떠한 내, 외부 상태의 변화에 의한 운전조건에서도 다중 방벽이 완전히 손
상되지 않고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환경으로의 핵분열 생
성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방벽은 a) 핵연료 matrix, b) 핵연료 피복재, c)
일차냉각계통, d) 원자로 수조, e) 원자로 건물의 순서로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단계 방호 개념은 a) 보수적 설계를 통한
정상 상태 유지 및 이상 작동의 예방, b) 이상 상태의 발생 최소화 및 조기 탐
지, c) 자동 제어 및 안전 계통에 의해 사고를 설계기준 이내에서 제어, d) 중대
사고로의 진행 방지 및 격납기능 강화, e) 소외 비상조치를 통한 방사선 영향 완
화의 5단계로 구성되다. 이러한 심층 방어 개념은 새 연구로 설계의 전반적 기본
기술 요건으로 적용된다.

나. 안전 기능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건들 중의 하나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핵심 안전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심층 방호 개
념을 설계에 적용함에 있어 정상 운전 상태, 설계 기준 사고, 가능하면 중대사고
상태에서도 최소한 아래의 안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모든 운전 및 사고 상태와 중대사고 상태에 대해 원자로를 정지하고 안전 정
지 상태 유지 기능
(b) 중대사고 상태를 포함하여 원자로 정지 후 적절한 노심 열 제거 기능
(c) 환경으로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성 물질의 격납 기능

이러한 기능은 원자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계통 및 설비의 기본 특성이고 이
들의 안전 기능(일부 중요 설비에 대해 표 3.2-7에 요약)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 설비를 포함하여 이들 안전 관련 계통 및 설비는 단일 고장 기준을
적용하며 높은 신뢰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 점검, 검사, 시험 및 보수
유지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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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주요 안전 설비의 안전 기능1)
----------------------------------------------------------------안전에 중요한 설비
안전 기능
----------------------------------------------------------------건물과 구조물
(가) 제어가 안돼는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
방벽 형성
(나) 외부 및 내부 사건으로부터 안전 계통을 보호
(다) 방사선 차폐 마련
원자로심

(가) 모든 원자로 운전 조건에 대해 원자로 정지와 열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핵연료 모양과 필요한 냉
각재 유로를 유지
(나) 부반응도 궤환 계수
(다) 중성자속을 감속하고 제어하는 수단 마련

핵연료와 피복재

(가) 핵연료로부터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방벽 형성
(나) 형상 유지

반응도 제어 계통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고 핵연료 설계와 다른 한계

(원자로 정지계통 포함)

값이 어떠한 원자로 운전 상태에서도 초과되지 않는 것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로심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 일차계통

적절한 노심 냉각을 제공하고 핵연료와 냉각재의 특정
한 제한이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

비상 노심 냉각 계통

냉각재 상실 사고시 중대한 핵연료 손상을 막기 위해
원자로심의 열 제거

환기 계통

(가) 부유 방사능 유출물의 환경으로의 방출을 제어
하고 최소화
(나)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운전 및 종사자 보호
(다) 필요한 경우 준격납 용기 계통의 여러 부분 간에
충분한 차압 유지
(라) 종사자와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환경
을 마련

1. 기술된 안전 기능이 모든 종류의 연구용 원자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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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주요 안전 설비의 안전 기능 (계속)
----------------------------------------------------------------안전에 중요한 설비
안전 기능
----------------------------------------------------------------보호 계통
(가) 원자로를 정지하고 냉각하며 방사성 물질을 가두
고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시작
(나) 운전 오류에 대해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보호를 위해 연동을 제어
기타 안전 관련 계측
및 제어

(가) 원자로 변수를 안전 한계까지 이르지 않고 운전
제한값 범위 내에서 유지
(나) 운전원이 쉽게 보호 계통의 상태를 결정하고 올
바른 안전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 충분
한 정보를 마련하여 제공

전원 공급

계통과 장비에 안전 기능이 요구될 때 이를 수행 할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품질의 전원 공급

핵연료 취급 및 저장 계통 (가) 방사선 피폭 최소화
(나) 불의의 임계 방지
(다) 핵연료 온도 증가 제한
(라) 새 핵연료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
(마) 핵연료의 기계적 혹은 부식 손상 방지
방사선 감시

운전원 및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과 경고를 마련

화재 보호

화재 혹은 폭발의 부정적 영향이 안전에 중요한 품
목이 안전 기능의 수행이 요구될 때 그 수행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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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기준 (허용 기준)
안전 개념과 원칙은 설계 요건과 설계 기준을 도출하는 데 반영되고, 설계 기
준은 다시 안전해석을 통해 안전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통해 구현된다. 즉, 정성
적으로 고려된 안전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만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원자로에서 수명 기간 동
안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가상될 수 있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도 원자로는
기본 안전 기능을 위배하지 않으며, 안전 목표를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
한 정량적인 수치, 즉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안전 기준은 원자로에서 발생 예상 가능한 모든 가상 사건에 대해 이들을 발
생 빈도와 사고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원자로의 조건에 따라 설정된다. 일반적
으로 안전 기준은 방사선 방호 기준과 원자로 설비의 성능 기준 두 가지 측면에
서 고려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설계함에 사용되는 관련 기준 및 규정도
포함된다. 표 3.2-8은 새 연구로 설계에 적용될 중요한 안전 한계값인 안전 기준
을 정리한 것이다. 원자로 상태 분류는 잠정적으로 하나로의 전례[3.3]를 참고한
다. 작업자 및 일반 대중의 피폭 선량 한계는 원자로 건설 국가의 규제 정책과
부지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강화된 ICRP 60의 최근
권고 기준을 표 3.2-9에 참고로 요약하였다. 핵연료 손상 기준으로는 임계열속비
(CHFR), 핵연료 최대 온도, 유동 불안전성 열속 등이 핵연료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 다른 값을 사용하고, 계통 설계도 각 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 기준에 따
라 달라진다. 새 연구로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연료는 U-Mo이고 이는 현재
검증을 위한 조사 시험과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잠정적으로 표 3.2-10과 같은 기
준을 사용하고, 이들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 확정될 것이다. 안전 기준은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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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연구로 설계 안전 기준
원자로 상태

안전 (허용) 기준
- 모든 공정 변수가 운전 한계값 이내 여야 함
- 방사선 누출에 따른 종사자 피폭이 법에서 허용된 정상
운전 피폭 한계값 이하 여야 함

I : 정상 운전

- 핵연료 손상이 없어야 함
- 안전 기능의 상실이 없어야 함
-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Stress는 산업 기준에서 정상
운전에 대해 허용된 값 이내여야 함
- 모든 설비가 운전 한계 조건 이내에 있으며, 또 모든 공정
변수가 설계 한계값 이내 여야 함
- 방사선 누출에 따른 종사자 피폭이 법에서 허용된 정상

II : 예상운전과도
-1

(10 < 발생 빈도)

운전 피폭 한계값 이하 여야 함
- 핵연료 손상이 없어야 함
- 안전 기능의 상실이 없어야 함
-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Stress는 산업 기준에서 과도 상태
에 대해 허용된 값 이내여야 함
- 모든 공정 변수가 안전 한계값 이내 여야 함
- 방사성 물질의 누출에 따른 종사자 및 공공의 피폭이

III : 사고
(10-3 <빈도< 10-1)

법에서 허용된 사고 시 피폭 한계값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고 시 일부 핵연료의 손상이 허용됨
-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Stress는 산업 기준의 해당 사고
에 대해 허용된 값 이내여야 함
- 방사성 물질의 누출에 따른 종사자 및 공공의 피폭이 법
에서 허용된 사고 시 피폭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IV : 제한 사고
(10-6 <빈도< 10-3)

- 사고 시 노심 핵연료 전체의 손상이 허용됨
-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Stress는 산업 기준의 해당 사고
에 대해 허용된 값 이내여야 함
- 안전한 원자로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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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ICRP 60 권고 피폭 한계값
유효 피폭 선량 한계

년간 유효 피폭 선량 한계
눈 : 150 mSv

종사자

5년간 매년 평균 20 mSv

피부 : 500 mSv
손, 발 : 500 mSv

일반 공공

눈 : 15 mSv

1 mSv/yr

표 3.2-10

피부 : 50 mSv

주요 설계 및 안전 한계

변 수

한계값

예상과도 상태 MCHFR

> 1.30

예상과도 상태

< 220 ℃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또, 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사고 시

< 600 ℃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일차냉각계통 압력

설계 압력의 110% 이하
제한 사고의 경우 120% 이하

4) 안전해석 코드 및 모델
가. 해석 코드
안전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코드는 사고 경과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전산코드들은 최종적으로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
나, 개발 중인 원자로에 대해서는 설계와 함께 해석 코드 체계가 개발된다. 특히,
성능과 특성이 각 원자로 마다 매우 다양한 연구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새 연구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로를 근간으로 개발되는 원자로이므로 안전해
석에는 하나로로 같은 체계를 기본으로 성능이 개선되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노심 냉각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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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P5, COBRA를 근간으로 개발 중인 MARS, MATRA를 이용하고, 반응도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HANAROSIM이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MARS와

MATRA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운전되는 상업용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 및 노심
해석에 사용되는 코드이므로 저온, 저압 조건에서 운전되는 연구로 안전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로는 상업로와 다른 종류의 핵연
료를 사용하므로 열전달 상관식과 압력 강하 상관식을 적절한 상관식으로 대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수력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용 코드가 1차원 해석
코드이므로 3차원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3차원 CFD 해석 결과를 모델
에 반영함이 필요하다.

나. 핵연료 모델
새 연구로의 핵연료로 고려 중인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원의 핵연료 개념에 대한 열수력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튜브형 핵연료는 부수로 간에 유동 교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핵연료 온도 거
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별 유량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
다. MARS 코드를 이용하여 이러한 열수력 거동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a) 핵연료 및 모델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의 단면과 제원은 그림 3.2-9와 같다. 열수력적 측면에
서 6개의 핵연료 판과 7개의 부수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연료
입, 출구 제원은 잠정적으로 HANARO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핵연료집합체 출력
은 1.25MW, 최대 첨두 출력은 3.0을 가정하였다. MARS 계산은 3차원 CFD 코
드로 계산한 부수로 유속 결과[3.6]와 비교를 위해 같은 입구 유량(19.64 kg/s)을
사용하였다. 각 부수로의 면적 및 수력 직경과 핵연료의 표면적, 출력 분포 등
MARS 계산을 위해 준비한 입력은 참고문헌[3.2]에 있으며, nodalization은 그림
3.2-19과 같다.

(b) 계산 결과 및 논의
MARS를 이용하여 계산한 부수로 별 유속 분포를 3차원 CFD 코드 결과
와 비교하여 그림 3.2-20에 도시하였다. MARS는 바깥 쪽 부수로로 갈수록 수력
직경이 커져 마찰력이 작아지므로 유속이 빨라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CFD 코드의 경우는 가장 안쪽 채널과 외각 부수로들의 경우 유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는 3차원 계산을 하는 CFD 코드는 핵연료 입구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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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 1차원 코드인 MARS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으며 단지 실험적 결과나 예측에 따른 입력 값으로 보정해 주어야 하기 때
문이다. 물리적으로 고려할 때 CFD 코드 결과가 실제 현상에 가깝게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MARS에 사용되는 압력 강하 계수를 실험적 결과나 이를 고
려할 수 있는 3차원 코드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유동 분포 모델 및 입력을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MARS는 원통형과 판형 핵연료의 온도만 계산이 가능하다. 튜브형
핵연료는 핵연료의 양쪽 표면적이 다르므로 MARS에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한 쪽의 표면적이나 핵연료 온도를 잘 나타내는 적절한 표면적(예로, 평균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2-21에는 안쪽과 바깥쪽의 단면적을 사용하여 각각 계
산된 핵연료 온도 분포를 도시하였다. 실제 분포는 두 값의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안쪽으로 갈수록 안쪽 표면적을 사용한 값에 근접하고 바깥 표면적
을 사용한 경우에는 바깥 표면적에 가까울 것이다. 본 계산에 사용된 조건에서
최고 안쪽의 핵연료의 경우 중심 온도는 13℃, 표면 온도는 약 10℃ 정도의 차이
가 있다. 바깥 쪽 핵연료로 갈수록 표면적 차이가 작아지므로 온도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CFD 코드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장 외각 채널의 유속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므로 핵연료 온도 계산시 안쪽 표면적을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
다. 본 계산의 경우 가장 바깥쪽 핵연료의 표면 온도 차이는 약 3℃ 정도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보수적 계산을 위해서는 안쪽 표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될 것
이다. 그러나 핵연료 중심 온도는 낮지만 핵연료 표면 온도가 예상되는 노심 압
력의 ONB 온도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세 해석이 필요하다. 핵연료
의 지지구조 강화를 위한 Stiffer가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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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핵연료 및 채널 입, 출구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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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MARS와 3차원 CFD코드

그림 3.2-21 MARS 계산에 사용한

계산에 의한 부수로별 유속분포

핵연료 표면적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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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계 및 구조 해석
새 연구로의 핵연료집합체와 원자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개
념연구를 수행하였다[3.14]. 핵연료집합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튜브형 핵연료들을
연결하는 stiffener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stiffener가 진동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stiffener가 있는 튜브형 핵연료와 stiffener가 없는 핵연료에 대
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모달해석을 수행하여 진동측면에서의
stiffener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 장전하기 위한 잠금
장치에 대한 예비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예비 설계된 핵연료집합체 잠금장치의
성능을 규명하고자 잠금장치 요소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시험을 통하여 잠금장치
의 회전저항, 고정상태 및 진동특성을 파악하였다[3.15∼17]. 최종적으로 핵연료
에 대한 모달해석 결과와 핵연료집합체의 잠금장치에 대한 시험결과를 반영하여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사용할 핵연료집합체와 잠금장치를 새로이 설계하고, 시제
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였다[3.18∼20]. 핵연료집합체의 흔들림을 억제
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 top guide roller를 설계하였으며, 유동해석과
압력강하평가 결과[3.21]를 고려하여 유동이 통과할 수 있는 유로 단면적을 증가
시키기 위한 핵연료집합체 bottom guide의 핀을 3개로 줄이고, receptacle 부의
두께와 형상을 변경하여 설계하였다. 향후 개념 설계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해석과 제작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핵연료
및 열수력 해석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설계 변수들의 검증을 위하여 유동 채
널별 압력강하시험과 진동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원자로구조물 설계에서는 새 연구로의 노심구조, 원자로구조 및 CRDM에 대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하나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3.22, 3.23]을 반영하여
기초 모델을 설계하였다. 노심구조는 하나로의 유동관 보수 경험을 고려하여 알
루미늄 블록을 사용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원자로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핵연
료집합체 마모의 원인으로 알려진 와류를 방지하는 장치와 inlet plenum의 이물
질 제거 및 점검을 위한 플랜지를 설계하였다. 또한 하나로 제어봉 및 정지봉
장치의 설치, 보수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CRDM을 모터 구동 방
식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향후 마련된 기초 모델에 대한 다양한 검토, 해
석을 수행하고, 연구로 설계 경험자 및 연구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
연구로의 노심구조, 원자로구조 및 CRDM에 대한 설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3.3.1 기계구조 측면의 핵연료 형상
1) 원자로 구조물과의 연관성
가. 핵연료집합체 형상과 제어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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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의 형상은 제어봉의 형상과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핵연료집합체의 모양이 사각형인 판형(plate type) 핵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핵연
료집합체 배열을 바둑판 형태로 배열할 수 있으므로 노심 내부에서 냉각수가 차
지하는 단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어봉 및 가
이드 shroud도 사각형 또는 십자형 단면이 되어, 노심 상부에서의 측면 방향 유
동에 대한 저항이 크게 되므로 구동 원활성이나 마모 측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제어봉 구동장치가 위에 위치하게 될 경우 제어봉을 잡아주는 bracket이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며, 원형 제어봉에 비해 제작 정밀도를 맞추기가 불리한 점도 고려
해야 한다. 반면에 봉형 핵연료나 튜브형 핵연료를 쓰게 되면 핵연료집합체 모양
을 원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어봉의 형상을 유동 저항이 적은 원형으로 할 수
있으며, 배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나. 유동관 보수와 핵연료집합체 형상과의 관계
제어봉 주위에 배열되는 핵연료는 원형 또는 육각형 모양의 연료 다발을 모
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가 장전되는 핵연료 채널(유동관)의 제작 용이
성, 유동관 설치 및 해체와 보수 유지의 난이성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로의 경험
에 의하면 유동관이 원형이 아닌 경우는 유동관의 설치/해체(보수)시 jamming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핵연료 다발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면에서 유리하다. 원형 핵연료 다발과 원형 유동관은 다각형인 경우보다
마모 수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핵연료 다발 사이의 경수가 차지하는 공간은 가
능한 줄여야 하므로 공간은 알루미늄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 핵연료집합체 형상과 장전 방식의 관계
핵연료 장전방식은 (1) 핵연료 다발 전체를 돌리면서 장전하는 방식, (2) 중
앙봉만 돌리는 방식 및 (3) 핵연료 다발을 내려놓고 별도의 잠금장치를 잠그는
방식 등이 있다. 핵연료 다발이 원형이 아닌 경우는 (1)과 같은 장전방식은 불가
능하므로 장전 방식 측면에서도 원형 다발이 설계의 다양성이 있다.

2) 핵연료 진동 특성
핵연료 집합체는 압력강하 시험, 진동시험 및 내구성 시험 등의 노외 실증시
험을 통해 냉각수 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유발 진동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보여야 한다. 냉각수가 상향 유동인 경우 대부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판형인 핵연료는 유체유발 진동에 대하여 튜브형보다 휨 변형에 대하여 구조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튜브형 핵연료는 그림 3.3-1과 같이 stiffen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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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없는 것의 2 종류가 주로 이용되며, 튜브형 핵연료에 대하여 3개의 알
루미늄 stiffener(6mm)가 있는 경우(모형 A라 칭함)와 없는 경우(모형 B라 칭함)
에 대하여 핵연료 진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핵연료 모형 A와 B에 대한 상대적

인 진동특성을 단순 비교하기 위해 한 조각의 곡판핵연료와 실린더형 핵연료에
대하여 공기중에 대한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중에 대한 동특성은 기본 설
계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핵연료 심재(U-7Mo)와 피복재(Al 1060)의 기계

적 성질은 각각 같은 값으로 가정하였고, 핵연료 길이를 700mm로 가정하였다.
경계 조건으로는 공통으로 핵연료의 경계를 양단 고정 형태로 하여 고유진동수
를 계산하였다.

a) Stiffener가 있는 핵연료

b) Stiffener가 없는 핵연료

그림 3.3-1 튜브형 핵연료의 형상

가. 핵연료 모형 A
튜브형 핵연료 모형 A는 3개의 stiffener로 고정되는데, 유체 유발 진동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핵연료의 좌우 양단을

고정해야 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가장 안쪽(AI)과 바깥쪽(AO)에 위치한 한 조각의 곡판 핵연료에
대하여 solid edge를 사용하여 심재와 피복재를 3차원으로 모형화하였다. 이 고
체 모형에 대하여 parasolid 연결 모듈을 사용하여 design space로 입력한 후, 유
한요소 모델을 작성하고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 (a)는 3차원 고체모
형, AO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달해석 결과의 저차 모우드 형상이 그림 3.3-2 (
b)～(d)에 나타나 있다. 모형 AI와 AO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표 3.3-1에 정리되
어 있다. 이들 값들은 개념설계 단계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것이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재의 정확한 탄성계수 등을 얻게 되면 재 계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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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형 AO의 3차원 고체 모델

(b) 모형 AO의 1차 모우드 형상

(c) 모형 AO의 2차 모우드 형상

(d) 모형 AO의 3차 모우드 형상

그림 3.3-2 핵연료 모형 A에 대한 모달 해석 결과

나. 핵연료 모형 B
튜브형 핵연료 모형 B는 3개의 stiffener가 없는 구조로서 하나의 파이프 형
상인 실린더 형상을 가지며 핵연료의 상부와 하부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안쪽(BI)과 바깥쪽(BO)에 위치한 실린더형 핵연료에
대하여 solid edge를 사용하여 3차원 고체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고체모형에 대
하여 parasolid 연결 모듈을 사용하여 design space로 입력한 후, 유한요소 모델
을 작성하고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 (a)에서는 3차원 고체모형 BO
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달해석 결과의 저차 모우드 형상이 그림 3.3-3 (b)～(d)에
나타나 있다. 모델 BI와 BO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상대적인 비교만을 위하여 표
3.3-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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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형 BO의 3차원 고체 모델

(b) 모형 BO의 1차 모우드 형상

(c) 모형 BO의 2차 모우드 형상

(d) 모형 BO의 7차 모우드 형상

그림 3.3-3 핵연료 모형 B에 대한 모달 해석 결과

다. 해석 결과
핵연료 심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하나로 핵연료와 같은 탄성 계수를
사용하여 모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달해석을 통해 구한 고유 진동수 결과를
표 3.3-1에 나타내었다. 결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재료 성질은 같은 값을
사용하였으며, 경계 조건이 모두 양단 고정인 경우에 대하여 가장 안쪽(AI, BI)
과 바깥쪽(AO, BO) 핵연료에 대한 고유 진동수를 구하였다.
제 1차 고유진동수를 비교해 보면 모형 알루미늄 stiffener가 있는 모형 A에
대한 고유 진동수는 stiffener가 없는 모형 B보다 약 2.4배에서 22배까지의 고주
파수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A는 핵연료의 좌우를 지지하므로 beam
모우드 보다는 shell 모우드가 지배적이며, 모형 B는 핵연료의 상부와 하부를 지
지하므로, BI는 beam 모우드가 먼저 나타나고 BO는 shell 모우드가 먼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루미늄 stiffener가 있는 모형 A의 경

- 105 -

우 핵연료의 좌우를 지지하므로, stiffener가 없는 실린더형 모형 B보다 더 강성
이 증가하여 진동 특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동 특성
관점에서는 stiffener가 있는 튜브형 모형 A가 모형 B보다 유리하다.

표 3.3-1 튜브형 핵연료 모형에 대한 고유진동수 (Hz)
Mode

AI

AO

BI

BO

1

7750

828

348

350

2

7765

917

348

352

3

8105

1148

864

519

4

8202

1445

864

519

5

8267

1562

1100

653

3) 핵연료 형태 선정
새 연구로에 사용할 핵연료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판형, 튜브형 및 봉형의 핵연료에 대해 핵연료 재료 및 제
조, 핵적 및 열수력적 특성, 기계 구조 건전성과 하나로 기술의 적용성 등의 측
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새 연구로의 핵연료로 튜브형 핵연료를 고려하고 있
다[3.2]. 기계구조 측면에서 핵연료집합체의 형상은 제어봉 및 구동 장치, 장전
방식, 노심 구조 설계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로구조물과
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진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튜브형이
연구로용 핵연료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나로 기술의 적용측면에서
볼 때에도 튜브형 핵연료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tiffener가 있는
튜브형 핵연료를 기반으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3.3.2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를 위한 시험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와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stiffener,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핵연료집합체의 잠금장치가 갖
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우선 노심에 핵연료집합체를 용이하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어야 하며, 노심내부를 순환하는 냉각수 유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핵연
료집합체의 회전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냉각수 유동에 의
한 핵연료집합체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구조적으
로 건전하여 피로파괴 또는 항복에 의한 파괴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새 연구로의 핵연료집합체 하단부 잠금장치(locking device)의 개념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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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하여 예비 설계된 잠금장치에 대한 장탈착 시험, 회전 저항 시험 및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1) 예비 설계된 잠금장치 및 시험절차
그림 3.3-4에 나타나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시험용 지지대는 예비 핵연료집합
체 잠금장치의 장탈착 시험, 회전저항시험 및 진동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로 잠금장치 요소인 bottom guide, receptacle cup 및 spring을 교체할 수 있
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3.3-5와 그림 3.3-6은 예비 설계된 핵연료집합체
bottom guide와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기 위한 receptacle cup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5의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은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이
면접촉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의 각도가 회전저
항과 핵연료를 지지하는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가지 각도(26
도, 30도, 36도)로 접촉면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3.3-6의 bottom guide 3종
은 하단부에 핵연료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6개의 핀이 설치되어 있으며,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의 접촉면을 3가지 각도(26도, 30도, 36도)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핵연료집합체 잠금장치에 대한 장탈착시험, 회전저항시험 및 진동시험은 6개
의 잠금장치 시험조건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행된
작업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연료집합체 시험용 지지대의 설치 및 잠금장치 조립
2) 진동 계측 장비의 설치 작업
3) 장탈착시험 방법
4) 회전저항시험 방법
5) 핵연료집합체에 가속도계 부착
6) 진동시험 방법
7) 가속도계를 핵연료집합체에서 분리
8) 잠금장치의 교체 설치
9) 핵연료집합체 잠금장치에 대한 시험
10) 진동계측 장비의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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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핵연료집합체의 시험용 지지대

그림 3.3-5 예비 설계된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핀이 없는 경우)

그림 3.3-6 예비 설계된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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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결과
가. 장탈착 시험 결과
핵연료집합체를 용이하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설계된 6종의 모형 잠금장치에 대해 장탈착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7은 모
형 핵연료집합체 하부에 장착된 bottom guide와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기 위한
receptacle cup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잠금장치에 대해 3회 이상 장탈착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을 수행한 6개의 잠금장치의 장착 및 탈착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모형 핵연료집합체를 receptacle에 장착한 상태에서 모
형 핵연료집합체의 고정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잠금장
치의 경우에 핵연료집합체가 완전고정이 되지 않고 흔들림이 발생함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의 접촉면의 제작 공차로 인하
여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간의 완벽한 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제작공차로 인해 예비 설계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완전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핵연료집합
체가 노심에 설치된 조건에서는 일차계통을 순환하는 냉각수 유동에 의한 가진
력을 받게 되므로 예비 설계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할 경
우, 과도한 유체유발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핵연
료집합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 지지 스프링을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bottom guide

(b) receptacle cup

그림 3.3-7 모형 핵연료집합체 하부에 장착된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나. 회전저항시험 결과
회전저항시험은 모형 핵연료집합체를 잠금장치를 장전한 상태에서 토오크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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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용하여 모형 핵연료집합체 상부에 토오크를 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
며, 핵연료집합체의 회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ceptacle과 모형 핵연료집합체
의 하단의 bottom guide가 접하는 부분에 펜을 이용하여 눈금을 표시한 후, 토오
크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눈금을 확인하여 bottom guide의 회전여부를 파악
하였다.
표 3.3-2는 bottom guide에 핀(fin)이 없는 경우에 대한 회전저항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전저항시험 결과 핀이 없는 잠금장치의 경우 회전이 발생하는
토오크의 차이는 있으나 3종의 잠금장치 모두 장전후 회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3.3-8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전이 발생할 경우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의 접촉면에 손상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핀이 있는 잠금장치(그림 3.3-9 참조)에 대해서도 모형 핵연료집합체를 장전
한 상태에서 토오크를 가하면서 회전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3종의 잠
금장치 모두 완벽한 회전 저항이 있으며, 토오크를 가해도 장전된 모형 핵연료집
합체에 회전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핵연료집합체의 회전 가능성
을 방지하려면 잠금장치에 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3.3-2 핀이 없는 잠금장치에 대한 회전저항시험 결과
구분

토오크(Nm)

비고

A1-1(26도)

90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접촉면에 손상 발생

A1-2(36도)

20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접촉면에 손상 발생

A1-3(30도)

50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접촉면에 손상 발생

(a) Bottom guide

(b) Receptacle cup

그림 3.3-8 회전저항시험 후의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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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ptacle cup과 bottom guide

(b) 조립된 형태

그림 3.3-9 Receptacle cup과 bottom guide (핀이 있는 경우)

다. 진동시험 결과
잠금장치에 장전된 모형 핵연료집합체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임팩트
해머로 모형 핵연료집합체 상단을 가진하면서 임팩트해머에 장착된 힘변환기로
부터 가진력을 측정하고, 모형 핵연료집합체에 부착된 가속도계로부터 핵연료집
합체의 진동응답을 측정하여, 가진력과 진동응답간의 주파수응답함수[3.24]를 구
하였다(그림 3.3-10 참조).
그림 3.3-11 (a)는 핀이 없는 경우의 가진력과 진동응답간의 주파수응답함수
를 나타내고 있으며, 핀이 없는 경우 모형 핵연료집합체의 첫번째 고유진동수가
25.5～29.9 Hz 사이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의 접촉 각도 변화에 따른 1차 고유진동수의 변화는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11 (b)는 핀이 있는 경우의 주파수응답함수를 나타내고 있으
며, 핀이 있는 경우 1차 고유진동수가 21.4～25.9 Hz 사이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고, 핀이 없는 잠금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의 접촉 각도변화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는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12는 잠금장치에 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주파수응답함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3-12를 보면 핀이 없는 잠금장치의 경우가 핀이 있는 경
우보다 1차 고유진동수가 약간 높으며 진동응답이 작음을 관찰할 수 있다. 1차
고유진동수는 굽힘강성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고유진동수의 비교를 통해

핀

이 없는 잠금장치가 핀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형 핵연료집합체를 지
지하는 강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핀이 없는 잠금장치의 경우 핀이 있
는 경우에 비해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간의 접촉면적이 넓으므로 상대
적으로 핵연료집합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핀
이 없는 경우가 핵연료집합체의 진동을 줄이는 데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핀이 없는 잠금장치의 경우 핵연료집합체의 회전운동을 방지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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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핀을 설치하되 bottom guide와 receptacle cup 간의 접촉면적이 크도록 잠
금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a) 계측장비의 구성

(b)모형 핵연료집합체에 부착된 가속도계

그림 3.3-10 진동시험을 위한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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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핀이 있는 경우

그림 3.3-11 가진력과 진동응답간의 주파수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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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촉면 각도가 30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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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핀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비교

그림 3.3-12 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주파수응답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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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1) 곡판 핵연료
장탈착 시험, 회전저항 시험 및 진동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stiffener가 있는
튜브형 핵연료를 기반으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
3.3-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준 핵연료집합체는 곡률 반경이 다른 6개의 곡
판(curved plate) 핵연료를 120도 간격의 3개의 stiffener에 의하여 총 18개의 핵
연료를 사용하며, 감축 핵연료집합체는 4개의 다른 곡률의 총 12개의 핵연료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감축 핵연료집합체는 유동관(Zr-4) 안에 장전되고, 유동관 밖
에는 하프늄의 정지봉이나 제어봉이 감싸게 된다. 핵연료로는 현재 국제적인 인
증시험이 진행중이며 차세대 연구로용 핵연료로 유망한 U-7%Mo를 사용하였으
며, 심재의 길이는 700mm로 하였다.
2) 곡판핵연료 stiffener 집합체
연구로 설계 각 분야의 분석을 위하여 함께 도출한 핵연료 모형에 대한 대략
적인 형태와 치수를 제시한 바 있다[3.25]. 이를 근거로 실제 핵연료집합체의 제
작성 및 핵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핵연료집합체를 설계하였다.
기본적으로 핵연료 심재의 길이는 700mm, 두께 0.6mm이며, 양쪽 피복재
(cladding) 두께는 각각 0.4mm로 하여, 곡판 핵연료의 총 두께는 1.4mm가 된다.
그리고 핵연료판들 사이의 냉각수가 흐르는 간격은 열수력분야에서 제시한
2.5mm로 정하였다. 따라서 결정된 치수를 기반으로 곡판핵연료와 stiffener 집합
체의 전체적인 개념도를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위의 설계 변경 사항을 고려
하여 곡판핵연료와 stiffener 집합체의 주요한 부품인 curved fuel plate, stiffener
및 spacer tube 2종류에 대한 3차원 형상을 solid edge로 작성하였다. 곡판핵연료
(curved fuel plate)의 심재 길이는 700mm이며, 상하단에 고정을 위하여 5mm 피
복재를 설계하고, stiffener와 고정되는 부분에는 3mm 피복재로 설계하였다.
Stiffener의 홈의 깊이는 2mm이며,
다. Stiffener는 초기에

스웨징(swaging)되는 핵연료는 2mm 정도이

spacer tube와 일체형으로 설계하였으나 제작상의 어려

움이 확인되어 분리형으로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Stiffener의

상하부는

요철

로 설계하여 인접하는 부품과 서로 끼워지도록 설계하였다. Spacer tube는 하나
로 핵연료집합체와 같이 4부분으로 등분하여 central rod에 반경 0.1mm 공차로
끼워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Spacer tube는 맨 아래 부분의 유동박리
및 재순환유동의 여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ottom spacer tube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stiffener와 spacer tube의 재질은
1060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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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60661이며, 핵연료 피복재는 Al

U-7Mo-Al
thickness: 0.6 mm

U-7Mo-Al
thickness: 0.6 mm

Clad thickness: 0.4 mm

Clad thickness: 0.4 mm

Outer water gap : 2.2mm

Coolant gap: 2.5 mm

Inner water gap : 2.5mm

Stiffener thickness: 6.0 mm

Stiffener thickness: 6.0 mm

Gap for clearance: 0.5 mm
Zr tube thickness: 1.2 mm
Inner water gap: 2.3 mm
Hf thickness: 4.0 mm
Outer water gap: 1.5 mm

Gap for clearance: 0.5 mm
Zr rod radius: 4.5 mm
Water gap: 0.1 mm
Al tube thickness: 9.9 mm

(a) 표준 핵연료집합체

Zr rod radius: 4.5 mm
Water gap: 0.1 mm
Al tube thickness: 9.9 mm

(b) 감축 핵연료집합체

그림 3.3-13 핵연료집합체의 개념도

곡판핵연료 및 stiffener 집합체를 조립한 3차원 형상을 그림 3.3-15에서 보
여준다. 곡판핵연료 및 stiffener 집합체는 stiffener의 홈 속에 곡판핵연료가 스웨
이징(swaging) 방법으로 고정된다. 곡판핵연료 stiffener 집합체를 스웨이징 방법
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JHR 핵연료집합체와 BR2 핵연료집합체가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판핵연료 stiffener 집합체 시제품을 제작하고 스웨
이징 방법과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3) 하부 고정장치 설계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를 위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고 하나로 핵연
료집합체의 장점을 고려하여 하부 고정장치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
부 고정 장치는 central rod tip, bottom guide, receptacle, spider 등으로 구성되
며 기본적인 설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a)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와 같이 central rod tip이 spider에 삽입되는 방식.
b) Spider는 3개의 stiffener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2개에서 3개로 설계.
c) 하나로 유동관의 spider pin이 없도록 설계.
d) 냉각수 유동에 따른 회전 운동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단에 bottom guide
날개(fin)를 설계.
e) 개념설계를 위한 시험에서는 bottom guide에 6개의 날개를 사용하였으나
장전을 고려한 시험후에 날개를 3개로 줄임.
f)

Bottom guide의 3개의 날개는 receptacle cup의 홈속에 삽입.

g) Bottom guide의 3개의 날개 방향은 압력강하를 줄이기 위하여 3개의
stiffener 방향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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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하부 잠금장치는 flow straightener 효과를 고려하여 receptacle 안쪽에
bottom guide의 날개를 설계.
i)

Stiffener의 두께는 6mm.

새 연구로의 핵연료로 고려 중인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형상이나 제
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기본적인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유동해석과
압력강하 평가가 이루어졌다[8]. 유동 분포를 고찰한 결과, 이러한 유속 불균형은
핵연료의 하부 지지 구조물인 receptacle과 핵연료 유동관을 연결하는 diffuser형
상을 갖는 부분에서 유동박리(separation)가 발생하여 이 부근에서의 압력이 낮
아지고 가장 바깥쪽 유로의 입구 유속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요구되었다. 각 유로별 평균 유속
분포, 하부지지 구조물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 각 채널별 압력 강하 결과들을 바
탕으로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설계 개선점이 제시되었다.

a) 핵연료 bottom guide의 날개에 의한 유동박리 및 재순환유동의 영향으로 발
생되는 원주방향으로의 유속 불균일 및 부가적 압력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spider와 bottom guide의 날개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연결한다. 이렇게 함으
로서 spider 후면에서의 wake도 제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 장전시,
bottom guide의 날개와 spider가 같이 정렬되어야 한다.
b) 또한 유체유발진동을 막기 위한 flow straightener기능을 위해 spider를 아래
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spider의 수직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므로 spider의 두께를 줄여 유로면적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c) 유로별 평균유속 불균일을 개선하기 위해 diffuser와 핵연료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켰는데, 이로 인해 핵연료 전체길이가 증가하므로 bending 모멘트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유체유발진동 등에 취약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로
평균유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diffuser와 핵연료간의 최소거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d) Receptacle부에서 상당한 압력강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receptacle부의 유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계 변경 사항과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변경하여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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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der와 bottom guide의 날개 사이에 공간을 2mm로 날개의 길이 늘임.
b) Spider의 두께를 3mm로 줄여 유로면적을 증가시키며 3개의 spider를
receptacle 안쪽에 용접으로 고정.
c) 유로별 평균유속 불균일을 개선하기 위해

bottom guide의 경사전의

stiffener와 만나는 직선길이를 60mm에서 35mm로 줄임.
d) Receptacle부의 유로를 외경 86mm, 내경 56mm에서 내경 62.35mm로 확장함.
e) Flow straightener 기능을 위하여 receptacle 안쪽에 spider 아래쪽으로 3
개의 날개를 가진 두께 3mm, 길이 114mm를 하단부를 용접으로 추가함.

최종적으로 하부 고정장치의 개념설계를 반영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들고, 이
를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하부 고정장치의 bottom guide, receptacle, spider,
central rod tip, flow straightener 등 주요한 부품들에 대한 3차원 형상도 함께
작성하였다.

Bottom Guide

Receptacle

Spider
Central Rod Tip

Flow Straightener

그림 3.3-14 하부 고정장치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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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guide는 핵연료집합체를 receptacle cup의 홈을 따라 고정될 수 있도
록 stiffener 방향과 일치하는 3개의 날개로 설계되어 유동에 의한 회전저항을 극
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로 평균유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bottom guide의 최소거리를 찾아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유동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접촉으로 인한 마모 설계를 위하여 bottom guide의 재질은 Zr-4 로,
receptacle은 S.S.304로 하였다. Receptacle은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할 수 있도록
spider를 지지하면서 유동 채널을 형성하는

flow straightener를 지지하도록 설

계하였다. 핵연료집합체의 spider는 하나로의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와는 다르게
3개로 설계하여 receptacle에 고정된다. 특히 spider pin이 없으며

핵연료집합체

의 central rod tip을 직접 고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핵연료 장전시 bottom
guide의 날개와 spider가 같이 정렬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재질은 S.S.304로 하였
다. Central rod tip은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central rod tip과 같은 형상을 가
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재질은 Zr-4 이다. 또한 핵연료 입구에서 원주방향으로의
유속 불균일 및 부가적 압력손실을 개선하고 유체유발진동을 막기 위하여 spider
아래쪽으로 flow straightener를 설계하였으며, flow straightener는 spider와
bottom guide의 3개 날개와 일치하도록 설계하였다.
4) 상부 고정장치 설계
핵연료집합체 잠금장치의 개념설계를 위한 장탈착 시험, 회전저항 시험 및
진동 시험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상부 고정 장치를 설계하였다. 잠금장
치 개념설계를 위한 시험에서 bottom guide의 날개의 경사면과 receptacle cup의
홈 경사면을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가 자체적으로 고정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날
개와 홈의 제작 공차로 인하여 장전후 작은 흔들림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spider
에 고정되는 이러한 형태의 핵연료집합체는 상부 고정장치 또는 지지 스프링 등
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차로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top guide spr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상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새 연구로의 노심
은 유동관이 없는 알루미늄 block 구조물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핵연
료집합체와 상관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면 top guide
spring이 노심 알루미늄 matrix와 접촉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냉각수가 흐르게
되면 유체유발진동에 의하여 핵연료집합체가 진동하게 되고 스프링 접촉부에서
는 마모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마모를 줄이고자 BR2와 JHR의 핵연
료집합체의 상부 고정장치의 설계 개념을 응용하여 그림 3.3-15와 같이 상부 고
정장치 지지 구조물을 2차로 개념 설계할 수 있었다.
BR2 핵연료집합체는 top guide roller의 3개 중에서 2개는 guide 지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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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나머지 1개만이 탄성 판스프링이 되어 제작 공차와 진동 에너지를 흡수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새 연구로 핵연료집합체의 상부 고정 장치 중 3개
의 top guide roller는 모두 탄성 판스프링으로 설계되어 제작 공차와 진동 에너
지를 흡수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상부 고정 장치의 나머지 주요 부품들인
grapple head, spring cover, top guide cover 등에 대한 3차원 도면 작성을 완료
하였으며, grapple head는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grapple head와 동일하고, 하
나로 핵연료 장전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한다. 장전개념의 큰 차이점은 핵연
료집합체를 spider에 장전하려면 central rod의 장전 이동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spring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 핵연료집합체는 하부에 spring을 가지나, 새 연
구로 핵연료집합체는 상부에 spring을 도입하였다. 이 spring도 하나로와 같은
개념의 Inconell X-750, 선경 2.33mm, 탄성계수 7～9 N/mm 이며, spring의 상부
는 spring cover에 의해, spring의 하부는 top guide cover에 의하여 고정된다.

Grapple Head

Spring Cover
Spring
Top Guide Cover
Top Guide Roller

Top Guide

그림 3.3-15 상부 고정 장치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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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곡판핵연료 stiffener 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를 기반으로 앞 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하부 고정 장치 및 상부 고정 장치 개념과 함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6개의 곡판핵연료를 가지는 표준형 핵연료집합체 및 유
동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4개의 곡판핵연료 가
지는 감축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하여는 유동관 및 정지봉, 제어봉과 연관 관계가
있어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개념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3-16은 표준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2차원 도면과 3차원 형상을 보여
준다. 핵연료집합체의 조립된 전체 길이는 1042mm가 된다. 여기서 bottom guide
및 top guide에 대한 길이는 검증 해석과 시험을 통하여 최적 설계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특히 guide roller가 부착되는 top guide의 판스프링 효과를 주는
부분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Grapple Head
Spring Cover
Spring
Top Guide Cover
Stiffener
Spacer Tube
Fuel Plate
FULE LENGTH (710)

ASSEMBLY LENGTH (1042)

Top Guide

Bottom Guide
Central Rod
Stopper
Rod Tip

(a) 2-D 도면

(b) 3-D 도면

그림 3.3-16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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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를 receptacle에 장전한 형상을 그림 3.3-17에 나타내었다. 장전
된 후 핵연료집합체의 경계조건은 기본적으로 3방향 변위가 고정이며 3방향 모
멘트는 허용된다. 하부 고정 장치 중에서 central rod tip이 spider 및 receptacle
cup에 장전되면 수평 2방향 변위가 고정되며, 수직방향은 spider에서 (+) 방향 및
receptacle cup에서 (-) 방향으로 서로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상부 고정 장치에서
는 guide roller가 수평 2방향을 고정하게 되며, 수직방향은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념 설계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해석과
제작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핵연료 및 열수력 설계 변
수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동 채널별 압력강하 및 진동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3.3-17 표준 핵연료집합체와 receptacle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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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시제품 제작
개념설계를 위한 장탈착 시험, 회전저항 시험 및 진동시험을 수행하고 곡판
핵연료 stiffener 집합체를 비롯한 상하부 고정장치에 대한 부품설계를 완료하여
수출전략형연구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개념설계 과정
에 2차원 및 3차원 도면과 형상을 작성하고 치수 확인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제
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작성과 제작 공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형 핵
연료집합체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시제품을 제작을 위하여 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시방서를 작성하였으며, 곡판핵연료와 stiffener를 고정하는 스
웨징(swaging) 공정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대한 기술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정 절
차서를 개발한 후 시제품 제작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과 스웨징
(swaging) 공정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 표준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2차원 도면
을 작성하였다.

3.3.4 원자로구조물 개념설계
1) 노심 구조
노심은 반사체용기(reflector vessel) 안쪽에 대변의 거리가 약 0.4m인 정육각
형 내부에 핵연료 채널용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블록과 제어봉과 정지봉의 수
만큼에 해당하는 원형 유동관(cylindrical flow tube)으로 구성한다. 하나로에서
경험한 육각형 유동관은 설계 특성상 설치 및 제거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기계적
인 jamming(유동관 cup과 adaptor의 jamming)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다.
원자로 설치시에는 유동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시 직접적인 사람
의 손 감각으로 설치/해체할 수 있으나, 원자로 가동후에 보수를 위해 먼 거리에
서 작업할 경우에는 원자로 설치 당시의 작업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유동
관의 jamming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동관에 대
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 핵연료집합체(standard fuel assembly)는
유동관이 필요 없이 알루미늄 블록에 뚫린 구멍에 직접 장전되고, 감축 핵연료집
합체(reduced fuel assembly)는 지르코늄으로 된 원형유동관이 설치된 곳에 장전
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원형 유동관은 제어봉 및 정지봉의 가이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어봉/정지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알루미늄 블록은 grid plate 상부에 얹혀서 볼트로
고정되고 상부에는 핵연료 상부 가이드에 의한 마모를 줄이고자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격자판을 갖고 필요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3-18은 노심
내의 알루미늄 블록, 상부격자판, 원형유동과 및 핵연료가 조립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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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노심구조의 개념설계

2) 원자로 구조
원자로구조물은 inlet plenum, grid plate, reflector vessel, chimney, 알루미늄
블록으로 구성된다. 개념설계한 새 연구로의 원자로 구조물과 하나로의 원자로
구조물과의 큰 차이점은 새 연구로의 원자로구조물에는 노심에 있는 경수의 양
을 줄이는 역할과 핵연료 채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알루미늄 블록이 있다는 것
이다. 각 부품별 설계 고려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Plenum
Plenum은 1차 냉각수가 유입되는 핵연료 채널 최하부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서, 수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하고 직경은 2m,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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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 0.6m로 한다. 하나로의 경우 plenum 내부에서의 와류가 핵연료 마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Plenum 내부의 와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겠으나 하나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그
림 3.3-19 (a)는 입구에 많은 구멍이 있는 muffler를 부착하는 방식이고 그림
3.3-19 (b)는 내부의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skirt를 둘레에 두는 방
식이다. 이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는 하나로 plenum의 경우에 비하여 와류현상이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Muffler를 설치한 inlet plenum

(b) Skirt를 설치한 inlet plenum

그림 3.3-19 와류감소를 위한 plenum 설계

하나로에서

plenum

내부의

이물질

제거

작업과정을

경험하면서

inlet

plenum의 측면에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하나로
의 설계에서 inlet plenum으로 통하는 구멍은 내경 50mm 크기의 receptacle이며
이 구멍은 유동관을 제거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검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plenum 내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plenum 옆면에 커다
란 플랜지를 달고 필요시 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3.3-20는 필요시에 열어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동입구 반대편에 플랜지를
부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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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Inlet plenum의 플랜지 설계

나. Grid plate
Grid plate는 inlet plenum 위에 볼트로 고정되며, 그 위에 반사체 용기인
reflector vessel 이 볼트로 고정되도록 하는 지지구조물로서,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하고 직경은 약 2m, 높이는 0.3m로 한다. Grid plate의 핵연료 채널 하부
에 있는 핵연료 고정장치인 receptacle은 핵연료집합체와 같은 3발 형태의 spider
와 flow straightener를 갖도록 한다. Grid plate 상부의 노심 영역에는 알루미늄
블록이 얹혀서 볼트로 고정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다. 그림 3.3-19과 그림 3.3-20
는 grid plate가 inlet plenum 위에 조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Reflector vessel
Reflector vessel은 grid plate 위에 볼트로 고정되고 그 위에 침니가 볼트로
고정되도록 하는 반사체용기로서, 재질은 지르코늄으로 하고 직경은 약 2m, 높이
는 1.2m로 한다. Reflector vessel의 내부는 중수로 채워지며, 중수는 Reflector
vessel 내부를 순환한다. 반사체인 중수는 원자로 비상 정지가 요구될 때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 2의 원자로 정지 기능을 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Reflector vessel의 구체적인 구조는 조사공과 수평 빔튜브의 배치와 함께 고려할
사항이므로 아직은 형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Chimney
Chimney는 노심을 통과한 1차 냉각수가 빠져나가는 2개의 출구 노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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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지봉과 제어봉이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reflector vessel 상부에 볼트로 조립
된다.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대변의 거리가 약 0.6m, 높이가 약 3m인 정육
각형 관이 base plate에 용접된 모양으로 구성한다. Base plate는 reflector vessel
의 상부에 볼트로 조립되는 직경이 약 2m인 판이고 조사공에는 각 조사공의 목
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플랜지를 갖는다. 침니 내벽에는 정지봉과 제어봉 가이
드인 track과 carriage가 설치된다. 그림 3.3-21은 침니의 평면도와 내부에 있는
정지봉과 제어봉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지봉과 제어봉을 수조 상부에 위치
할 구동장치와 연결하는 연결봉은 가능한 침니의 stiffener에 인접하여 배치함으
로써 조사공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침니의 내벽과 외벽에는 하나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시설의 지지 브레켓를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나사 구멍과 고정 방
식, 사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예정이다.

그림 3.3-21 침니의 평면도

마. 알루미늄 블록
알루미늄 블록은 노심내의 경수의 양을 줄이며 노심내에서 핵연료 채널 역할
을 한다.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설계하고 바닥에는 grid plate 위에 얹혀서 핵
연료 receptacle과 정렬되어 볼트로 고정된다. 상부에는 핵연료집합체 top guide
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교체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방식으로 한다.
재료는 알루미늄 6061로 하고 필요시 anodizing 처리를 하여 표면 경도를 높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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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로 수조
노심내의 정지봉과 제어봉의 배치는 수조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
다. 정지봉 및 제어봉과 수조 상부에 위치하는 구동장치와의 연결방식은 연결봉
에 의해 직접 구동이 전달되는 방식을 고려하므로 가능한 비대칭 수평하중이 생
기지 않는 방식으로 원자로 수조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현재 고려하
고 있는 노심의 형상을 고려하면 그림 3.3-22와 같은 육각형 모양의 수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봉과 제어봉은 완전 대칭으로 배열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수조의 형상을 하나로와 같이 원형으로도 할 수 있으나 제작
비 측면에서 곡판을 제작하여 용접하는 것 보다는 평판을 직접 용접하여 제작비
면에서 유리하다. 수조 외곽의 형태는 육각형 또는 하나로와 유사한 8각형 모양
을 가질 수 있으나 수평 빔 유도관의 배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3.3-22 원자로 수조의 평면도

3) CRDM
CRDM(Control Rod Drive Mechanism)은 정지봉장치와 제어봉장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로의 정지봉 및 제어봉 장치는 구동장치의 개념부터 다르다. 정지
봉 장치는 수압에 의한 구동방식이고 제어봉장치는 스텝핑 모터에 의한 구동방
식이다. 이는 제어봉 장치를 제 2의 원자로 정지기능으로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

- 126 -

에 정지봉과 제어봉의 구동방식을 상이하게 설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의
미에서 두 구동방식은 모두 기계적인 중성자 흡수체를 노심에 삽입한다는 기본
개념은 같으므로 구동 방식의 차이점이 원자로 정지 기능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
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로에서 수압 구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지봉 장치의
설치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의 민감성, 성능의 민감성, 정지봉 실린더의
보수 난이성 등을 고려하면 모터 구동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새 연구로는 수압 구동방식을 배제하고 정지봉장치도 모터 구동방식
을 택하기로 하였다. 정지봉 장치와 제어봉장치의 설계 개념을 비교 정리하면 그
림 3.3-23과 같다.

Shutoff Unit
- Reactor Protection System
- Servo motor drive
- Magnet clutch
- Spring accelerator
- 1 sec for 600mm drop
- 1.5 sec 700 mm drop

Control Absorber Unit
- Reactor Regulating System
- Stepping motor drive
- Magnet clutch
- 1 sec for 600mm drop
- 1.5 sec 700 mm drop

Absorber rod
- Material: Hafnium tube (4mm thick, 700mm long)
- 2 SOR/4 CAR (or 3 SOR/3 CAR)
- Guide: Track, Carriage, Absorber shroud, Cyl. Flow tube

그림 3.3-23 CRDM 개념
가. 정지봉/제어봉 성능요건
새 연구로의 중성자 흡수봉은 재질은 하프늄으로 정하고 형상은 하나로와
같은 원형관 모양으로 하며, 정지봉장치와 제어봉장치는 완전히 같은 구조로 설
계한다. 노심에 낙하는 방식은 모두 자유 낙하에 의한 방식이고, 낙하하는 부품
의 무게도 거의 유사하여 낙하 성능요건도 동일하다. 하나로와 같이 정지봉과
제어봉은 노심 구역에서는 유동관에 의하여 안내되고, 유동관 상부에는 1차 냉각
수의 유동으로부터 정지봉과 제어봉을 보호하기 위한 shroud를 설치한다. 정지봉
및 제어봉은 하나로와 같은 개념으로 제작 오차, 설치 오차 및 원자로 운전 중
열팽창, 진동 등으로 인하여 설치정렬 상태가 변경될 시에도 정지봉․제어봉의
낙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gimbal joint를 가진 self-aligning
type으로 한다. 정지봉, 제어봉 및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부품들의 성능 요건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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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성자 흡수봉(absorber rod)의 수명: 20년
b) 원자로 본체에 조립된 구동 가이드 부품의 수명: 40년
c) 중성자 흡수봉 재질: Hafnium, ASTM B757 Grade R.1 modified
d) 총 행정: 700mm
e) 600mm 낙하시간: 1.1sec
f)

700mm 낙하시간: 1.5sec

g) 중성자 흡수봉 직경: (OD 79.6 mm, ID 71.6 mm : 4mm 두께)
h) 구동 가이드: Shroud, Track,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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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 및 계측 제어
연구로의 전기 및 계측 제어 계통의 개념 설계로서 설계 및 성능 요건 중
중요한 항목만 도출하여 설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통의 개념을 제
시하였다. 현재 노심 구조와 핵연료 형태를 확정하는 단계이지만 전기 및 계측제
어계통은 비록 노심 형태와 시설 계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설계 개념은 대체적으
로 비슷하다. 원자로의 출력제어 개념과 제어계통의 구현, 원자로 보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성 설계방안 그리고 제어 및 보호계통의 설계 방안을 제시
하였다. 새 연구로의 전기 및 계측제어계통은 하나로의 설계기술과 설계개선 노
력을 통한 성능 향상 그리고 지난 10년간 축적된 원자로 운전경험에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신의 디지털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원자로 안전성은
물론 최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설계통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 및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개념과 구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설계개념은 새 연구로의 설계가 진
행되면서 타 계통과의 연계사항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고 또, 인허가 관점에서
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개념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개
념설계의 상세한 내용은 기술보고서[3.26]에 기술하였다.

3.4.1 전기 계통
1) 설계 요건
가. 수전계통
{ 우선 전원은 전력회사의 송배전망에 두개의 선로로 연결된 변전소에서 전력

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 두개의 수전 선로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는 것이 좋다.
{ 두 개의 선로 사이의 전환은 고속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하부의 기기에 과

도한 전압 변화나 정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시설과 같이 공유할 경우 다른 시설의 이상으로 연구로 설비에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마찬가지로 연구로 설비의 이상으로 다른 설비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 정전이 최소화 되도록 신뢰성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전 계통
{ 정상 운전 시는 물론 설계 기준 사고 발생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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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내 배전 시설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하고, 만약 다른 시설과 공유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정전시에도 원자로가 안전 정지 되고 방사성 물질 누출이 안 되도록 설

계 되어야 한다.
{ 전기 회로는 안전 관련 계측제어 계통에 전자기 적인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격리 되어야 한다.
{ 신뢰성 있는 계통이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행정

적인 수단을 포한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운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개념 설계
가. 수전 계통
연구로 부지 내에서의 인입 선로 연결은 보통 2개의 차단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2개의 차단기를 연계하여 제어하는 것은 보조 회로가 수반되어 고장의
원인이 되고, 차단기 자체도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인입 회로에 2개의 차단기 대신 ATS 를 설치하고 우회 회로를 설치하면
신뢰도나 정전시간 측면에서 현재보다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회회
로를 가진 새로운 인입 회로 구성에 대한 단선도는 그림3.4-1과 같다.

VCB
NC

VCB

NC

ATS
DS

DS

NO

NO
VCB

VCB
VCB

NC

NC

VCB

그림 3.4-1 수전 계통 단선도
새로운 수전 계통은 ATS 로서 전환하여 2개의 차단기로 구성했을 때 보다 고장
요소가 적고 고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부하에도 정전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TS
가 고장일 때는 DS 와 VCB 로 우회회로를 형성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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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모든 보호 (차단) 동작은 VCB 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선을 3개
로 구분하여 정전이나 시험시 모선 전환이 발생하여도 필수부하에 연속으로 전
력을 공급하고 부분적으로 정전을 시킬 수 있어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된다.
나. 배전 계통
연구로 설비는 발전로와는 달리 능동적인 안전 계통이 다중으로 설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계통을
위하여 계측제어 전원은 다중으로 설계된다. 예비 전원으로서 디젤 발전기를 갖
추고 있고 계측 제어 전원으로서 인버터, 축전지, 충전기 등을 포함한다. 그림
3.4-2는 전형적인 배전 계통의 구성을 나타낸다. 배전계통에는 표 3.4-1과 같은
기기들이 포함된다.

그림 3.4-2 전형적인 배전 계통

- 131 -

표 3.4-1

배전 계통 구성 기기

구성 요소

기기 예

Power sources
Standby generator
Batteries
Transformers
Buses
Switchgear
Cable
Battery chargers
Inverters

Sources
Components and distribution

Equipment
Execute features

Circuit breakers
Controllers
Control relays
Control switches
Pilot valves
Motors
Solenoids
Heaters

Actuation devices

Actuated equipment
Sense and command features

Instrumentation, controls, and electrical
protection (associated with power supplies
and distribution equipment)

Surveillance indicators
Switches
Current transformers
Voltage transformers
Transducers
Protective relays
Frequency relays
Microprocessors

3.4.2 계측 제어 계통
1) 설계 요건
가.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보호계통은 정지봉 구동을 위한 원자로 보호계통 #1과 중수배수를 위
한 원자로 보호계통 #2로 구분되지만 안전성 설계요건은 2개 계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모든 정지변수들은 현장감지기로부터 제어실에 설
치되는 제어패널들까지 모두 3개의 동일 채널로 구성한다. 채널을 다중화 시킴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전성능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채널의 전기적 독
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최종 정지신호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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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해서는 "2-out-of-3" 동시성 논리설계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다중성,
독립성, 동시성 등 3개의 설계요건은 함께 구현되어야만 규격과 기술기준에서 요
구하는 안전계통 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새 연구로의 2개 원자로 보
호계통의 설계에 이들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연구로에 제2의 정지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규격 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강
제요건이 아니고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자의 보수성을 반영한 것
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다중 채널의 완전한 독립성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 새 연구로의 보호계통은 그림 3.4-3과 같이, 현장 감지기는 보호계통 #1과
#2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정지설정값은 차이를 두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계측실에 설치되는 3개의 보호반은 보호계통 #1과 #2 채널기기를 함께 수
용하도록 한다. 보호계통 #1과 #2 기기들간의 물리적 격리요건은 만족시키지 못
하지만 채널간의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성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림 3.4-3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도

나. 원자로 제어 계통
원자로 제어 계통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이
안전성 설계요건을 강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원자로 출력제어 는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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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근간이 되는 기능이면서 제어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원자로 이
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원자로 제어계통
은 비록 비안전계통이지만 다음과 같이 안전성 설계요건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
한다.

- 중성자 계측계통의 다중성 적용
- 원자로 열출력(또는 기타 출력 대표신호)의 다양성, 다중성 적용
- 원자로 제어컴퓨터 하드웨어(입출력 장치,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 등)
의 다중성 적용
- 다중 채널간 전기적, 물리적 독립성
- 무정전 전원계통 사용
-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기의 독립성
원자로 제어컴퓨터는 내진등급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품질등급은 T 등급
으로 분류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리고 원자로 제어
컴퓨터는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공학적 안전설비 관
련 기능은 별도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역할을 분산시킴으로써 각 기능의 신뢰도
는 높이고 공통원인고장에 의한 위험도는 줄인다. 분산 제어 컴퓨터끼리는 통신
망을 구축하여 중요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개념 설계
가. 원자로 보호 계통
새 연구로는 계전기 대신 성능과 안전등급 기기 검증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논리처리기(Digital Logic Processor)를 원자로 보호계통 #1
의 정지논리 신호처리에 사용한다. 현장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 정지설정값
과 비교하고 정지설정값 초과 시 정지 접점을 생산하는 신호비교기 기능도 디지
털논리처리기가 대신한다. 원자로 보호계통 #2는 보호계통 #1과의 기기의 다양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지논리 신호처리는 계전기 논리회로를 채택한다. 물
론 보호계통 #2 정지변수를 위한 신호비교기 역시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성과 다
양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각 보호반은 할당된 정지변수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채널 정지신호를 출력하며 3개의 채널 중 2개 이상 채널이 작동
하면 2-out-of-3 논리에 의하여 원자로 보호계통 #1(정지봉 낙하) 또는 원자로
보호계통 #2(중수배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게 된다. 여기서
2-out-of-3 논리회로는 보호반 채널 B에서 디지털 논리처리기가 아닌 별도의 방
법으로 구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최종 목표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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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확하게 원자로를 안전 정지시켜 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사고의 종류와 사고해석을 근거로 한 적
절한 정지변수와 정지설정값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연
구로에서의 가상사고는 1차냉각계통에 국한되므로 연구로의 정지변수는 1차냉각
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그리고 원자로 출력 및 방사선 관련 등으로 국한된다.
새 연구로의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사고를 고려하여 원자로 정지변수를
선정한다.

- 1차냉각계통 기능상실(Loss of Primary Cooling Function)
- 2차냉각계통 기능상실(Loss of Secondary Cooling Function)
- 원자로 수조수 상실(Loss of Pool Inventory)
- 반응도 주입사고(Reactivity Induced Accident)
- 핵연료 파손사고(Fuel Failure Accident)
- 외부전력 상실(Loss of Off-site Power)
- 지진사고(Design Basis Earthquake)
가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정지변수
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원자로 안전의 보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
의 정지변수가 동일 가상사고를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원
자로 보호계통#1과 #2의 정지변수는 완전히 동일하게 선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호계통 #1의 정지변수 중에서 중요한 일부 변수를 보호계통 #2 정지변수로 동
시 지정하고 보호계통 #2 정지설정값을 보호계통 #1보다 더 높게 설정하도록 한
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으로 보호계통 #1이 먼저 작동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만약, 보호계통이 #1이 정지되었는데도 안전정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보호계통 #1 정지계통의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계통 #2가
작동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원자로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원자로 제어 계통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은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 제어봉의 반응도가,
제어봉 구동장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설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측제어의
관점에서 새 연구로에 적용할 출력 제어 알고리즘의 기본 요건을 간략히 기술한
다. 그림 3.4-4는 출력제어 알고리즘을 몇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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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 조건 및 기동 점검
제어봉 건전성 점검

제어봉 위치 계산
현장 계측신호의 건전성 확인

원자로 현재 출력신호 계산 및 선택

원자로 제어계통 정지변수 확인

원자로 운전모드 선택

제어봉 구동 명령 신호 계산

제어봉 선택

제어봉 구동 명령 신호 현장 출력

그림 3.4-4 출력제어 알고리즘의 구성
출력제어 알고리즘에서 원자로 출력 계측신호, 원자로 운전모드, 출력제어 원
리, 원자로 제어계통 정지변수, 제어봉 제어장치 설계 등은 원자로 제어계통의
개념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자로 출력신호는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 그리고 1차냉각계통 방사선 준위를
이용하는 제3의 원자로 출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성자 출력은 노심의 핵반응
에 의하여 생성되는 중성자를 측정하여 현재의 원자로 출력으로 환산하는 상대
적 개념의 출력이고 열출력은 1차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유량을 이용하여 계
산하는 실제적인 원자로 출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차냉각계통 방사선 준위
는 노심 출력에 비례하는 N16 즉, 감마선 준위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원자로
출력을 추정하는 신호이다. 이들 3개의 출력신호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중성자 출력은 원자로 출력제어 입력신호 및 고출력 정지변수로 사용하고 열
출력은 실제 원자로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성자 신호 교정에 사용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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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1차냉각계통 방사선 준위는 출력 신호의 비정상을 감지
하기 위한 제2의 정지변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어컴퓨터의 주 기능은 원자로 출력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이고 각종
공정계통의 신호 지시, 기록 및 경보기능 등을 담당한다. 제어컴퓨터는 제어 알
고리즘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부분과 각종 신호를 지시하고 제어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으로 구분된다. 컴퓨터 본체 부분과 운전원 워크스
테이션은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제어컴퓨터 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과 전기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
어컴퓨터의 고장으로 원자로 제어계통의 정지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원자
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에 의하여 원자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계통은
비안전등급 및 비내진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품질을 보장하고 계
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드웨어의 다중성과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어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완전 2중화 구조로 구성하여 주 제어기가 고장
날 경우는 원자로 정지 없이 제어기능이 보조제어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기진
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어컴퓨터 계통이 가져야하는 기본 성능요건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하드웨어의 2중화 구조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법의 단순화
- 입출력 신호의 확장성
- 자기진단기능
-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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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냉각 및 공정 계통
주요 냉각 계통에 대해 설계 요건과 계통의 개념을 제시한다.

3.5.1 일차 냉각 계통
1) 설계 요건
새 연구로는 개방 수조형으로서 20 MW의 출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른 1차
냉각계통은 원자로 노심에서의 핵 반응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여 적정한 온도
를 유지하고, 정화계통을 통해 수질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핵반응을 유지한다.
1차 냉각계통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설계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운전성에 대한 요건
(a) 원자로의 정상운전한계가 만족되도록 냉각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b) 원자로 정지 후 노심의 잔열을 자연 순환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c) 원자로실 내의 공기가 과도하게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
o

시 원자로 수조수의 온도는 50 C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d) 출력 운전 상태에서 운전유형이 정해지면 냉각수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안전성 관련 요건
(a) 노심에서 생성되는 N-16이 붕괴하기 전에 수조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
하여야 한다.
(b) 냉각재의 노출과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펌프, 열교환기 및 배관
에서의 누수를 수집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수조수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d) 계통에서 누수로 인한 수조수 상실로 노심이 대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순환펌프, 열교환기, 배관 등을 노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 1차 냉각계통의 흐름에 의한 기기나 배관에서의 진동은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f) 원자로 수조내의 배관과 기기의 설계온도는 120oC이고, 수조 밖의 배관과
기기의 설계온도는 93 C이다.
(g) 배관과 기기의 설계압력은 1.0 MPag이다.
(h) 안전정지지진 (Safety shutdown earthquake, SSE) 상태에서 작동성과 건전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i) 지진 시에도 내진등급으로 분류된 배관에 걸리는 하중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잘 전달되도록 배관지지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 138 -

2) 계통 개념 설명
원자로 냉각계통은 원자로가 100% 출력운전 중일 때 노심에서 발생하는 핵
분열 에너지, 냉각수 순환펌프에서 나오는 열, 수조 내 임시저장핵연료와 각종
시험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합한 총열량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열량은 총
출력량 중에서 반사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제외한 열량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반사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이나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이 정해지면 1차 냉
각계통을 설계할 수 있다.
1차 냉각계통은 그림 3.5-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과 같이 침니에서 나오는
유출관은 2개의 관로로 나뉘어 각각의 관로마다 1대의 펌프와 1대의 열교환기가
설치된다. 이들 각 관로는 정상운전 시에 50% 유량과 열 하중을 감당한다. 펌프
와 열교환기를 거친 냉각수는 다시 1개의 유입관으로 모인다. 유입관으로 흐르는
냉각수는 노심 유입관로와 우회관로의 2개 관로로 나뉘어 흐르게 된다. 노심 유
입관로에는 원자로 하부의 유입구와 연결된다. 유입구에 흐르는 총유량의 90%인
노심유량은 핵연료 채널을 통과하면서 핵연료를 냉각하며 침니 하단에 이른다.
한편, 냉각수 가운데 우회관로를 통과한 총유량의 10%인 노심 우회유량 (이하
우회유량)은 원자로수조 바닥 근처와 원자로 지지판을 냉각하기 위하여 수조 하
부로 유입된 후 원자로 외벽을 따라 상승하여 침니 내부로 흐른다. 침니 하단에
다다른 노심유량과 우회유량은 침니 벽에 있는 2개의 유출관을 통하여 다시 펌
프로 흐르게 된다.
냉각수의 입출구 설계온도는 하나로를 기준하였을 때 각각 35℃와 48℃로
정도이다. 계통의 최대 압력은 펌프출구에서 생기며 펌프의 체절압력이 걸리게
된다. 계통의 구성기기 및 배관은 계통을 통한 누수에도 노심이 항상 수조수에
잠겨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노심상단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그리고
고장에 의한 냉각능력상실과 파손에 의한 냉각수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통은
안전등급 3, 내진등급 I 및 품질등급 Q로 분류하고, ASME Sec. III, Subsection
ND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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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일차 냉각계통 흐름도

3.5.2 원자로 냉각수 정화 계통
1) 설계 요건
원자로 냉각수 정화계통은 원자로 냉각수, 원자로 수조수 및 작업 수조수를
정화시키는 계통으로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원자로 냉각수와 수조수는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한다.
b) 수질과 정화기기의 성능점검을 위한 시료채취가 가능해야 한다.
c) 정상운전상태에서 항상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 계통 개념 설명
원자로 냉각수 정화계통은 정상운전 중 원자로 수조수 및 작업수조수를 정화
시켜 준다. 정화펌프를 이용하여 직접 원자로수조와 작업수조에서 취수된 수조수
는 정화과정을 거친 후 작업수조 바닥으로 복귀된다. 계통은 2대의 여과기, 2대
의 이온교환기, 1대의 정화펌프, 1대의 스트레이너, 관련 밸브 및 배관으로 이루
어지며, 흐름도는 그림 3.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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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기는 냉각수내 불순물 입자를 제거하며 용해된 불순물은 이온교환수지에
의해 제거된다. 스트레이너는 이온교환수지 내의 수지 스크린이 파손되더라도 수
지가 수조로 들어가 수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수질은 표 3.5-1의 요건
을 만족하도록 운전되며 1차 냉각계통 펌프가 정지중일 때도 정화는 계속한다.
정화계통은 원자로 안전정지와 관계없으므로 비안전등급, 비내진등급, 품질등
급 T로 분류되며, ASME Sec. VIII 및 ANSI/ASME B31.1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된다. 1차 냉각계통과 연결되어 있는 V001, HV002 밸브와 L001, L015배관은
안전등급 3, 내진등급Ⅰ및 품질등급 Q로 분류되며 ASME Sec. III, Subsection
ND에 의하여 설계, 제작, 설치된다.
표 3.5-1 1차 냉각수 수질기준 및 점검주기
내용

기준치

점검주기

pH

5.5-6.5

주 1회 이상

전도도 (mS/m)

0.5 이하

1일 1회 이상

0.2 이하

월 1회 이상

-

+

Cl + F (ppm)

그림 3.5-2 1차 정화 계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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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반사체 및 정화 계통
1) 설계 요건
원자로 가동 중에 반사체는 반응열에 의해 가열되므로 이를 냉각하고 반사체
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한다. 이 계통의 주요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반사체의 발열량 (later)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정화계통은 표 3.5-2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c) 반사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d) 출력 운전시 반사체의 온도가 설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 2차 냉각계통 기능 상실로 인해 반사체의 온도가 50℃ 이상 상승하면 원자로
가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2) 계통 개념 설명
반사체 냉각계통은 반사체를 열교환기와 이온교환기를 통해 계속 순환시켜
원자로 운전시 발생하는 열량을 제거하고 수질기준에 맞도록 정화시켜 주는 기
능을 가지기 위하여 그림 3.5-3과 같이 2대 순환펌프, 1대의 열교환기, 2대의 이
온교환기, 관련배관, 밸브 및 계측제어 설비들로 구성된다.
2대의 순환펌프는 각각 100% 용량으로 반사체를 순환시키며 이들 중 1대가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대기상태에 있다. 열교환기를 지난 반사체는 우회관에 설
치된 사용 중인 이온교환기 (나머지 한대는 대기상태)를 거쳐 다시 순환펌프 입
구로 유입되어 이온교환기를 통해 수질을 유지한다.
이 계통은 원자로 안전정지와 관계없으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
로 비안전등급, 내진등급 2 및 품질등급 T로 분류한다.

표 3.5-2

반사체 수질기준 및 점검주기

내용

기준치

점검주기

pH

5.5 - 6.5

주 1회 이상

전도도 (mS/m)

0.5 이하

1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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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반사체 냉각계통 흐름도

3.5.4 반사체 배출 계통
하나로의 경험 정리를 통해 연구로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독
립적인 제 2의 원자로 정지 기능이 필요함이 제시되었고, 이는 IAEA 안전 설계
지침서에서도 가능하면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다[2.1]. 이러한 제 2 원자로
정지 계통을 가지고 있는 연구로는 중수 반사체를 배수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 연구로 설계에 고려하기 위해 이러한 계통 개념에 대해 검토하
고 MMIR의 중수 배출 계통[3.27∼3.33]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설계 요건
반사체 배출계통(RDS, Reflector Dump System)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계요건(2)을 유지하여야 한다.

(a) 반사체는 반사체 탱크의 칸막이 내부와 외부의 순서로 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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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반사체 냉각계통이 완전히 배수되어 칸막이 내부와 외부의 수위가 동일해
지면 반사체 탱크의 수위는 0.405 m 이내 (반응도는 -80 mk 이상을 유지)
이어야 한다.
(c) 최대허용 배기관 수위는 반사체탱크 내부 바닥에서 1.245 m 이어야 한다.
(d) 최소허용 배기관 수위는 반사체탱크 내부 바닥에서 0.87 m 이어야 한다.
(e) 압력균등밸브의 전자변 전원이 차단되어 완전히 열리는데 걸치는 최대소요
시간은 0.3 초 이내 이어야 한다.
(f) 반사체 배출시간은 3.3초 이내이어야 한다.
(g) 삼중수소의 최대허용농도는 헬륨 커브가스 체적의 2%이내 이어야 한다.
(h) 재충전 시 칸막이 내부 최대 충수율은 6 x 10

-3

3

m /s이내 이어야 한다.

2) 계통 개념 설명
반사체 배출계통은 안전계통 등급의 보조시설로서 반응도 제어 상실사고, 냉
각기능 상실사고, 그리고 냉각수 상실사고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한다.
반사체 배출계통은 그림 3.5-4와 같이 반사체 배출탱크, 헬륨가압계통, 수위
조절계통, 배기계통, 배관과 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에는 배
출계통을 헬륨가스로 가압하여 반사체 계통과 동일압력을 유지하고 압력균등밸
브로 차단된다. 반사체 배출탱크의 바닥은 반사체 탱크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이 수두 차에 의해 반사체를 배출시킬 수 있다.

비상정지 신호에 의해 반사체

배출계통의 압력균등밸브가 개방되면 균등압력이 깨어지고, 수두 차에 의해 반사
체가 반사체 탱크에서 반사체 배출탱크로 일시에 배출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반사체 배출계통은 압력균등밸브가 개방되는 시간과 반사체가 배출되는 시간
은 각각 0.3초와 3.3초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이 계통은 안전등급으로 분류되며 ASME SEC. III의 CLASS 3
부품으로 제작되어 원자로 수조 속에 설치되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장시간
원자로를 정지하여야 한다. 가동 중 검사가 필요한 부위는 배출관, 배기관, 배출
탱크 및 모든 연결 부위이며 원격수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육안검사
를 수행한다.

3) 계통 설치 고려 사항
원자로가 반사체 배출계통에 의해 비상정지한 후에 모든 정지봉과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는 반사체가 완전히 배출되고, 모든 정지봉과 제어봉
이 완전히 삽입되고, 압력균등밸브가 모두 닫히기까지 원자로 안전을 위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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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탱크를 재충전하고, 반사체 배출계통을 운전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
함이다. 반사체 배출계통은 안전계통의 다양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계통은 정지
봉과 제어봉의 낙하회수를 줄이기 위한 이점은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계통을
추가하는 경우 계통고장으로 원자로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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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O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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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핵연료 재료
2003년도 연구로용 핵연료의 개발 현황은 주요 국가별로 아래와 같다.

3.6.1 주요 국가별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개발 현황
1) 미국의 RERTR-4,5 조사후 시험평가 결과
가. 연소 시험 개요
노내 조사 핵연료는 mini-plate형태로 칫수는 L100 mm×W 25 mm×T 1.4
mm 이고, 핵연료 심재는 88.9 mm × 20.3 mm × 0.635 mm로 실제 판상 핵연료
를 2 차원적으로 축소시킨 핵연료이다. RERTR-4, 5에는 각각 표 3.6-1과 같이
한

vehicle에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U-10%Mo,

U-8%Mo,

U-7%Mo,

U-6%Mo, U-6%Mo-1.7%Os분말과, AECL에서 기존 기계적 파쇄 방법으로 제조
한 U-10%Mo와 U-7%Mo분말을 사용하여 Al기지에 분산시킨 mini-plate, U3Si2
분말로

분산시킨

mini-plate,

RERTR-4는

U-Mo

foil을

Al로

cladding한

mini-plate 2개가 장입하였다. RERTR-4, 및 5를 각각 연소도 50%, 80% 목표로
하여 2000년 8월에 ATR에 장입하였으나 연소도 80% 목표로 한 RERTR-5에서
failure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RERTR-5를 116 일(EFPD) 동안 약 50%연소시킨
후 2001년 1월에 인출하였고 대신 RERTR-4를 연소도 80%까지 연소시킨 후
2001년 9월에 인출하였다.

표 3.6-1 장입한 핵연료 종류
물질

구분
제조방법
원심분무

U-10Mo 분산
기계가공
원심분무
U-7Mo 분산
기계가공
U-6Mo 분산

원심분무

U-6Mo-1.7Os
Monolithic

원심분무

U-10Mo
U3Si2 분산

U 밀도
6.0
8.0
6.0
8.0
6.0
8.0
6.0
8.0
6.0
8.0
8.0

RERTR-4
RERTR-5
(핵연료 수량) (핵연료 수량)

압연
파쇄
합계

5
2
5
1
2
1
4
1
4
2

4
2
5
1
2
1
5
1
4
2
2

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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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비고
KAERI
AECL
KAERI
AECL
KAERI
KAERI
ANL

3
32

ANL

나. PIE 결과
RERTR-4와 5의 조사시험에서 각 핵연료 분말 종류별, Mo 함량별, U
loading 별, BOL 온도별 핵연료 두께 변화율 그림 3.6-1과 같이 나타냈다. 기계
가공 파쇄 핵연료가 원심분무 핵연료보다 팽윤량이 작게 나타냈는데, 핵연료 가
공공정 중 발생된 porosity의 함량 (기계가공파쇄 핵연료 약 7 %, 원심분무 핵연
료 2%)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밀도 핵연료(8 gU/cc)가 저밀도 핵연료(6
gU/cc)핵연료보다 더 많은 팽윤이 발생됨을 보였는데 핵연료 입자간 간격이 좁
아 기지 물질인 알루미늄이 일찍 반응되어 고갈되면서 pore가 형성이 되어 팽윤
발생에 더 크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BOL 온도에 따라 약 130 ℃까지는 팽
윤량이 증가 되나 점점 둔화되어 150 ℃ 이상에서는 큰 변화 없이 높은 팽윤량
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팽윤량은 연소도에 따라 일차원적 선형 비례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연료 입자의 미반응된 U-Mo phase에서는 결정립 계면에서 핵분열 생성
가스 bubble이 형성되었다. 연소도가 증가하면 U-Mo phase는 재결정이 발생되
면서 미세한 재결정립이 생성되고 재결정립 계면에서 더 조밀하게 핵분열 생성
가스 bubble이 생성되는데, 파쇄 핵연료에서 원심분무 핵연료보다 낮은 연소도에
서 재결정이 일어나 U-Mo phase내의 bubble에 의한 팽윤은 그림 3.6-2와 같이
파쇄 핵연료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파쇄 핵연료에서 먼저 재결정이 발생하
는 이유는 기계가공 파쇄 공정에서 많은 소성 변형에 의한 전위 같은 defect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재결정의 거동은 또한 Mo함량이 적을수록
더 앞당겨 발생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6-1 물질, 공정, 우라늄 밀도별 U-Mo 판상 핵연료의 BOL온도에 대하여
연소도별로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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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U-Mo phase의 조직사진 ; 상좌(파쇄 U-7Mo, 저배율), 상우(파쇄
U-7Mo, 고배율), 하좌(원심U-7Mo, 저배율), 하우(원심U-7Mo, 고배율)
상호 반응에 의한 팽윤 영향 고찰에서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되어 팽
윤이 증가하나 Al 기지가 고갈되는 현상으로 상호반응이 종료되어 상호 반응에
의한 팽윤 증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RRFM 2003 meeting에서는 발표하였으나
RERTR-2003 meeting에서 발표한 6 gU/cc의 핵연료 단면 사진에서는 국부적으
로 pore가 크게 성장하여 그림 3.6-3과 같이 팽윤이 국부적으로 크게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핵연료의 초기심부온도(BOL)별로 pore성장 거동을 관
찰한 사진을 그림 3.6-4에서 보여주고 있다. Pore는 기지조직 aluminum이 고갈
되는 영역에서 즉 상호반응조직인 (U,Mo)Alx phase와 기지 조직 aluminum의
interface에서 형성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pore가 성장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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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우라늄 밀도 6 g-U/cc의 U-Mo 판상 핵연료의 단면 조직사진

그림 3.6-4. RERTR-4의 고연소도 핵연료의 BOL온도별 내부 pore
성장 거동을 나타내는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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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Mo핵연료 연소 성능 예측 computer code 개발 결과
미국 ANL에서는 U-Mo 연소 성능예측을 위한 computer code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이중 괄목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우선 핵연료 입자의 영향을 들 수
가 있다. 그 결과를 그림 3.6-5에 나타냈다. 핵연료 입자 크기에 따라 최대 약
100 ℃까지 중심부 온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핵연료 피복재
표면의 부식층 두께에 대한 핵연료 중심 온도 영향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6-6
에 나타냈다. 중심부 온도 증가량은 부식층 두께에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보였고,
부식 1 ㎛ 증가함에 따라 중심 온도는 약 1 ℃씩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6-5. 핵연료 입자에 대한 상호반응 물질의 부피
분율과 중심 온도의 예측

그림 3.6-6. 핵연료 피복 표면의 부식층 두께가 핵연료
중심 온도에 미치는 영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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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고밀도(8 g-U/cc) U-Mo분산 판상핵연료 연소시험
프랑스에서 수행한 4개의 연소시험을 아래에 종합하였다. 2003년도에 수행한
내용은 IRIS2 와 FUTURE의 연소시험이다.
표 3.6-2. 프랑스에서 수행한 U-Mo분산 판상핵연료 연소시험 현황

가. FUTURE 연소시험
KAERI에서 공급한 원심분무 구형 U-7Mo 분말을 사용하여 실크기 핵연료
2

2개를 제조하였다. 표면 열속이 340 W/cm 로 상당히 높은 조건으로 BR2에서 조
사시험을 하였다. 비정상적인 팽윤으로 2 주기 조사 후에 조사시험을 중단하고
PIE를 하기로 하였다. PIE는 SCK/CEN에서 수행하였다. 2 주기 조사후의 평균
연소도는 22.2 at%이었고 최대 연소도는 35 at%이었다. 판상핵연료 A는 건전하
였으나 판상 핵연료 B는 국부적을 상당한 팽윤과 미세조직 관찰에서 상호반응이
완전히 일어났고 pore도 크게 성장하였음을 그림 3.6-7과 같이 보였다. 심하게
팽윤이 발생한 부의 단면을 관찰 조직사진을 그림 3.6-8에 나타냈다. 비정상적인
팽윤이 없고 steady한 연소 거동은 나타낸 핵연료 A의 단면조직사진에는 상호반
응이 거의 완전히 일어나 핵연료 입자의 반응층이 서로 만난 상태이나 pore형성
은 거의 없다(그림 3.6-9). 그러나 핵연료 B는 핵연료입자에 반응층이 붙어있고
그 외곽에는 거의 pore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큰 pore부분은 Al이 loose하
게 차 있었으나 metallography하는 과정에 떨어져 나온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KAERI에서 고밀도 높은 열출력에서 조사시킨 U-Mo 봉상 핵연료에서 관찰 된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핵연료 단면을 EPMA분석한 결과에서 핵분열 생성 가스가 상호반응 ph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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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물질 Al phase에도 상당량 분포되어 있고 특히 반응층과 Al 기지 사이에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존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스가 pore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ANL에서 분석되었던 핵연료입자의 U-Mo
phase에 Al이 침투하여 존재함을 보였었으나 그림 3.6-10과 같이 프랑스 결과에
서는 잔존하는 U-Mo phase에 Al 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uel plate A

Fuel plate B
그림 3.6-7 FUTURE 연소시험 핵연료의 단면 조직사진

그림 3.6-8 심하게 팽윤이 발생한 부분의 핵연료 B의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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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µm

20 µm

(a)

(b)

그림 3.6-9 핵연료 반응층 상세 사진 : (a) 핵연료 A, (b) 핵연료 B

UMα

SE

10 µm

Nd Lα

Xe Lα

Mo Lα

Al Kβ

그림 3.6-10 핵연료 단면에 대한 EPMA 분석 결과
나. IRIS 연소시험
한국원자력(연)에서 공급한 원심분무 U-7Mo분말도 제조한 4개의 판
상핵연료를 장전하였다. 핵연료 표면 열속은 230 W/cm2로 FUTURE 연소시험보
다 작다. 조사시험은 OSIRIS에서

수행하였으며, 총 4주기로 1 개의 핵연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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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또 1개의 핵연료에 3주기, 나머지 2개의 핵연료에는 4주기로 조사시켰다.
각 핵연료에 대하여 연소도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표 3과 같다.
각 핵연료 plate에 대하여 중앙부 단면의 두께를 측정하여 팽윤을 측정한
결과를 표 3에 기술하였다. 제 2 주기까지는 문제없이 연소 거동을 보였으나 연
소도 30 at%에 이르러 핵연료 #2007에 크게 팽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
고, 나머지 핵연료에도 약 4)%의 연소도에 이르면 모두 국부적으로 100 ㎛이상
의 큰 팽윤이 발생하여 본 조건의 핵연료 연소조건은 부적합을 나타냈다.

표 3.6-3 IRIS 2의 조사시험 핵연료의 이력
핵연료 번호

#2002

#2003

#2007

#2008

제 1주기

12.07 at%

11.3 at%

11.86 at%

11.34 at%

제 2주기

21.55 at%

20.18 at%

21.13 at%

20.21 at%

제 3주기

～30 at%

～30 at%

30 at%

제 4주기

～40 at%

～40 at%

비고

100 ㎛ 이상
크게 국부적
팽윤

100 ㎛ 이상
크게 국부적
팽윤

주기

약 80 ㎛
국부적 팽윤

58 ㎛ 국부적
팽윤

프랑스의 U-Mo group은 목표로 하고 있는 높은 열속의 판상 핵연료로
U-Mo분산 핵연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향후에는 원점으로 되돌려
U-Mo분산핵연료에 대하여 기초 연구개발부터 다시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국
원자력(연)에서 현재 수행 중인 중간 밀도의 U-Mo 분산 봉상 핵연료의 제 2차
연소시험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ANL의 전문가 의견은 프랑스에서
너무 높은 우라늄 밀도로 조사시험을 추진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3) 한국원자력(연)의 U-Mo분산 봉상 핵연료 노내조사시험
제 1차 U-Mo 봉상 조사시험에서 우라늄 밀도를 6.0 g-U/cc로 높게 선정함
에 의하여 조사 중 failure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서 제 2차 조사시험은 이보다
훨씬 낮은 4.5 , 4.0 g-U/cc로 하향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축소 핵연료봉을 시험
하여 적합한 우라늄 밀도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또한 다른 parameter를 조사하기
위하여 10개의 핵연료봉을 표 3.6-4와 같이 18봉 핵연료집합체에 조립 하였다.
U-Mo 2차 연소시험은 2003년 1월 10일부터 OR5 조사공에 시험핵연료 다발을
장전한 후 시작하였다. 2003년 3월 7일까지 연소시험을 한 후 인출하여 육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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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행하고 6월 5일부터 다시 OR5 조사공에 장전하여 조사시험을 재개하여
2004년 1월말까지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31일 시점의 각 핵연료의
연소도를 아래 표에 나타냈다. 최종 연소도는 약 63% 전후 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U7Mo

U-235
농축도(%)

우라늄
핵연료심 핵연료심 선출력
온도
밀도
직경(mm) 길이(mm) (kW/m) (℃,BOL)
(g-U/cc)

*평균
연소도
(at%)

U3Si

19.75±0.2

4.0

6.35

210

112.09

201.3

62.8

4.5gU/cc

19.75±0.2

4.5

5.49

360

98.63

189.4

58.6

4.0gU/cc

19.75±0.2

4.0

6.35

310

104.37

183.8

57.6

19.75±0.2

4.0

6.35

110

97.95

175.0

58.9

19.75±0.2

4.0

6.35

110

98.47

175.7

59.1

Poison

19.75±0.2

4.5

5.49

210

92.57

180.2

62.7

Ni
coating

19.75±0.2

4.0

6.35

310

107.84

188.6

50.3

Pre19.75±0.2
oxidation

4.0

6.35

310

108.03

188.8

56.4

Tube(*) 19.75±0.2

〉15.0

6.2

3.2

150.32

302.9

61.2

4.5

5.49

360

102.99

195.9

58.7

Large
particle
Small
particle

U-9Mo

19.75±0.2

* 2003년 12월 31일 시점의 평균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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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 업무
4.1

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 개발

1) 연구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
연구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한 데이터 베이스가 IAEA
에서 관리하는 연구로 데이터베이스(Research Reactor Data Base)이다. 이 데이
터는 IAEA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정해진 메뉴 내에서 만 검색이 가능
하다. 연구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
스 자체를 제공받아 이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검색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모든 연구용 원자로 정보를 축적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 및 출력하는 웹 프로
그램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나 연구로 이름, 국가명, 출력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화면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하나로 설계 자료 검색 프로그램
하나로와 관련된 설계 자료는 새로운 연구로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
료이다. 하나로 건설 당시부터 2000년 이전까지 품질 보증문서로서 관리하고 있
던 자료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전용 프로
그램이 있으나 검색 기능이 편리하지 않고 단일 컴퓨터에서 단독 실행 프로그램
으로서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새로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면, 공문서, 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 및 출력하는 웹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키워드나 문서
번호, 작성일, 작성자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검
색 화면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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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 기반 조성
수출 대상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현재의 노후화된 연구로를 대체하기 위한 새 연구로 건설에 대한 pre-possibility
study에 대해 2002년 10월 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2004년 10월까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베트남은 이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므로
기술적 지원을 통한 우리 기술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베트남 과학자 2인을 본 과
제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들은 현재 2003년 11월부터 6개월 기간으로 함께
연구하며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다.
프랑스는 CEA의 주도로 프랑스 남부 Cadarache에 재료 시험로인 JHR
(Jules Horowitz Reactor)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업 관리 및 R&D 국제 협력
경험이 많은 OECD/NEA의 국제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JHR 건설 사업을 위한 국제 자문 그룹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가 2002
년 11월 개최되었으며, 2003년 11월 1차 회의가 개최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
회의에 참여하여 설계 경험을 교류하고, IAEA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계속 조성해 오고 있다.
그리고 태국, 중국, 브라질 등의 하나로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와 하
나로 이용연구단은 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며[4.1], 본 과제에서도 기술 협력의 기
반 조성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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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국∙내외의 연구로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용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설계 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본 “수출 전략형의 연구로 설계 과제”가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
다. 2003년은 개념 설계 1차 년도로서 수행한 주요 업무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로 설계 일반 요건 및 실험설비 요건 수립 : 고성능의 새 연구로 설계에
고려하기 위해 하나로 설계 경험과 IAEA 지침 등을 고려하여 연구로 설계 일반
요건과 주요 계통 설계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로의 이용 분야, 각 국 연
구로의 수직 조사공과 빔 튜브 등 실험 설비의 설계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로부
터 연구로 이용 분야별로 실험 설비에서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정리하였다.
새 연구로 설계의 중요 입력 자료 중 하나는 이용자들의 수요와 실험을 위한
조사공 요건이다. 그래서 각 국 연구로 실험공의 설계 특성 조사와 하나로 실험
설비 이용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연구로 설계에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였다.

핵연료 및 노심 개념 수립 : 연구로의 핵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
지 형태, 판형, 튜브형 및 봉형의 핵연료에 대해 핵연료 재료 및 제조, 핵적 및
열수력적 특성, 기계 구조 건전성과 하나로 기술의 적용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
점을 검토하였다. 현재로는 stiffener가 있는 U-Mo 튜브형 핵연료가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핵연료 및 노심 개념에 대해 핵 계산을 수행하
여 개념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개념 확인을 위한 시험을 포함하여 핵
연료 집합체 구조 개념 설계가 수행되었다.

노물리 및 열수력 예비 분석 : 전산기의 유지 보수와 계산의 신속성 및 효율성
을 위해 PC 버전의 코드를 기반으로 핵설계 및 열수력/안전해석 체계를 구축하
였다. 중성자속이 높고 다양한 실험을 수용할 수 있는 노심 설계를 위해 중성자
속 요건, 안전성 요건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였다. 노심 개념 선정을 위
하여 사전 준비 단계로 튜브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노심 구성을 검토한
후 표준 노심을 선정하였다. 튜브형 핵연료 두께, 냉각수 채널 너비, 제어봉 및
정지봉의 수 등 여러 가지 설계 변수에 대해 반응도, 중성자속 등의 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려된 개념 노심 조건에 대하여 예비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냉각 조건을 제시하였다. 열수력
해석 모델의 개선을 위해 적용 가능 열수력 상관식 자료의 수집과 적용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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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해석 코드 수정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핵연료집합체 설계에 있어서 3차
원 전산유체 해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채널의 유속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밖에 전산유체해석을 노심 입구 유
동의 안정화 및 알루미늄 블록 노심 구조물의 3차원 온도분포 해석 등에도 적용
하였다.

원자로 구조 및 계통 개념 : 하나로 운전 경험을 반영하여 운영 및 안전성 측면
에서 개선되도록 노심 및 하부 공동, 노심 구조물 지지판, 침니, 반사체 탱크, 원
자로 수조, 제어봉 구동장치 등의 개념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냉각계통, 반사체
계통, 중수 배출 계통 등의 공정계통의 설계 요건과 개념을 정립하였다. 주요 전
기 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을 포함한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 개념과 구조도 제시
하였다.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 수출 대상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새 연구로 건설
에 대한 pre-feasibility study를 위해 베트남 과학자 2인이 본 과제에 파견되었
으며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보고서 작성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OECD/NEA의 JHR 연구로(프랑스)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설계 경험을 교
류하고, IAEA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계속 조성해 오고 있
다. 그리고 태국,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와 하나로 차원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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