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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GSF-2002)의 성능시험 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는 국가 중점 거대시설의 하나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핵 재료

(nuclear materials)에 대한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 재료의 설계 및 평가에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술과 조사시험시설에 대한 요구는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이용으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상용로의 

수명연장과 연계된 개량핵연료 및 재료의 개발에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핵

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의 제어장치(GSF-2002)가 핵연료 개발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노내(in-pile)자료 제공을 위하여 설계·제작되었다. 

캡슐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은 하나로에 활용하기 전에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

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하나로에 적용 가능성이 사전에 평가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2002년도에 설계·제작되었던 미니 캡슐 모컵(mockup)을 제어장치와 연

결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

본보고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 시설과 기술 확보는 물론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제어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내역 및 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제어장치(GSF-2002)의 주요 설계특성 파악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외 성능 검증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단일 채널시험 

루프를 사용하였으며, 성능시험을 위한 모컵 미니캡슐은 조사시험 중 핵연료 봉에서 방출되

는 열원을 모사하도록 미니 캡슐내부에 히터(3.4kW )를 설치하여 제작된 미니캡슐을 이용

하였다. 시험변수로는 헬륨/네온가스의 유량(15, 25, 50 and 100 cc/min), 가스 압력

(1, 2, 3 kg/cm2), 히터출력(1, 2, 3, 3.4kW)과 혼합 가스 비(He 100%, Ne 100%, 

He 50% Ne 50%, He 25% Ne 75%)이며 다음과 같은 시험이 수행되었다.

- 제어장치 내 가스유량이 모의 핵연료(이후부터는 핵연료로 칭함) 온도에 미치는 영향

- 혼합가스 압력이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

-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방출 열량을 모사한 히터출력이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

- 온도제어를 위한 혼합가스비가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 시간의 함수로 혼합가스 변화가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 시간의 함수로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방출 열량을 모사한 히터출력이 핵연료온도에 미치

는 영향.

Ⅳ. 연구개발결과

새로이 개발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제어장치(GSF-2002)는 현재 우리연구소 공학 

실험동(Engineering Laboratory)에 설치되어 여러 가지의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본 

장치 설계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노외검증시험을 통하여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성능시험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하나로에 적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조사시험을 자

동화제어로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었다. 주요 시험변수들이 최종 모의 핵연료(이

후부터는 핵연료로 칭함)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제어를 통하여 

핵연료 시편의 온도제어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 혼합가스 조성이 일정하면 유량변화에 따라 핵연료시편의 표면온도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혼합가스 압력에 따라 핵연료시편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이 밝혀졌다. 

3) 히터 출력증가에 따라  핵연료 시편의 온도가 140~180℃ 정도 증가하며 혼합가스 비

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온도 차가 결정된다.

4) 가스 조성비 변화에 따른 핵연료시편의 온도는 가스압력과 무관하게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5) 혼합가스 유량이 핵연료시편에 미치는 시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으나 핵연료 제어장

치를 이용한 온도제어 기능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50 cc/min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확인되었다.

6) 히터출력 증가가 핵연료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출력

증가에 따라 낮아지며, 매 출력당 포화온도 증가 폭이 작아졌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번에 수행된 노외 성능시험으로 신규 제작된 제어장치(GSF-2002)에 적용된 혼합 가

스비 조절을 통한 온도 제어기법이 앞으로 수행될 조사시험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

므로 이 실험적 자료들은 국가 중장기과제로 수행중인 신형핵연료 개발, 건식 혼합공정 산

화물 핵연료개발 등에서 요구되는 조사시험 수행시 활용할 계획이다.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Performance Test of the I&C System(GSF-2002) for the Irradiation Tests 

Using a Fuel Capsule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ANARO is a very important facility in Korea. It offers various types of 

irradiation tests of nuclear materials and it provides us with very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materials. With the various 

applications of the HANARO capsule for academ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new technologies and relevant faciliti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advanced nuclear fuels and materials development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reactor and the extension of the life time of the 

current nuclear power reactors. A new I&C system for an irradiation test using 

an instrumented fuel capsule in the HANARO reactor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provide more qualified data to the fuel developer. The capsule 

temperature control methodology applied is important for user requirements 

and should be confirmed for an application of the I&C system(GSF-2002) to 

the HANARO reactor from a safety point of view. In order to perform a 

temperature controllability test a mini-capsule mockup designed and fabricated 

in 2002 was used. 

This article describes the design features and out-pile performance tests of the 

applied temperature control methodology and the software for the new I&C 

system development of HANARO as well as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ew facilities and technolog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erformance test which started in 2004,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thermal response of the capsule connected to the gas mixing system of 

the new I&C system(GSF-2002) in the cold test loop under the HANARO 

hydraulic operational condition. The mini-capsule mockup was instrumented 

with a thermocouple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cladding surface 

temperature and a heater of 3.4kW simulated to the nuclear fuel pellet. Main 

test parameters are the mass flow rates of 25, 50 and 100 cc/min of the 

He/Ne gas, gas pressure of 1 to 3 kg/cm2, heater power of 1 to 3.4kW and 



different gas mixing ratios of He to Ne.

Ⅳ. Results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delineated below.

1. From this test, as expected, the effects of the mass flow rate of the gas 

and the gas pressure on the simulated fuel(hereafter called "fuel") surface 

temperature are found to be negligible in the  ranges of both the flow rate of 

50 and 100 cc/min and the pressure of 1 to 3 kg/cm2. 

2. The effects of the heater power and the gas mixing ratio of the He/Ne gas 

on the fuel specimen temperature was found to be altered noticeably and 

showed a good dependency. It is concluded that the applied temperature 

control methodology is feasible to control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fuel.

3. To comprehend the integrated time-temperature processing of the 

mini-capsule, a series of tests was implemented by observing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 during heating and cooling.  The 

heat-balanced surfac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at the above flow rate of 

50 cc/min was found to be constant. It is concluded that a specimen does not 

reach a thermally balanced temperature instantaneously and the minimum 

flow rate of the gas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specimen temperature is 

above 50 cc/min. 

4. Analysis results also show that the surface temperature increases with an 

increase of the heater power and an increase rate of the temperature, 

however, it decreases with the heater power. 

5. By properly setting all three control gains(PID)based on the obtained 

response times of the capsule, the I&C system could be optimized for an 

application to the HANARO reactor. 

 

VI. Proposal for Application

(GSF-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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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국가 중점 주요시설로서 산 학 연이 필요로 하

는 다양한 재료 및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자력 중장기사

업의 일환으로 개량형 핵연료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핵연료의 유형은 "신형 핵연료 

개발"과제의 UO2, UO2-Gd2O3 소결체의 개발[1]을, "핵 비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 핵

연료 개발"과제의 사용 후 UO2 소결체 개발[2]을, "SMART 원자로개발과제"의 금속합금 

핵연료 등이 있다.  이들 핵연료 조사시험의 주요 목적은 기존 핵연료와의 조사성능 평가를 

하는데 있다.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1998년부터 무계장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이 진

행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보다 정확한 측정 자료를 핵연료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

록 계장캡슐 및 제어장치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들 핵연료 조사 시험을 위하여 계장캡슐이 

개발되고 있다. 핵연료 개발자들은 조사시험시 핵연료 온도 측정은 물론 전 조사시험 기간 

중 핵연료 봉 내부압력과 핵연료 봉 길이변화 등의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

에서 수행되는 조사시험을 위하여 계장센서를 이용한 온도 측정, 핵연료 봉 내압 및 핵연료 

길이측정, SPND(self powered neutron detector)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연

료의 온도제어나 핵연료의 파손 여부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핵연료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제어장치 개발은 이 분야의 선진기술 보유국들

의 기술 장벽이 높아 그간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로서는 기술적 파급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

급효과도 매우 크리라 기대된다. 본 제어장치는 그 개발 필요성이 인식된 2000년도에 기본

설계가 이루어졌고 2001년 외국의 기술자문을 통한 주요 설계방향과 적용기법에 대한 타

당성에 대한 검토[3]가 끝나 2002년도 국내 이 분야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상세설계가 완

성되었으며[4, 5] 2003년도에 본 장치의 제작이 되어 현재 우리연구소 Engineering 

Lab에 설치되어 시험 중에 있다. 

본보고서는 제 2장 1절에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제어장치(GSF-2002)의 설계 및 제작, 

제 2절에는 시험용 모의 미니캡슐의 설계·제작, 제 3절에는 미니 캡슐 모컵을 이용한 제

어장치의 노외 성능 시험 장치 및 시험, 마지막으로 제 4절에는 캡슐제어장치에 대한 노외 

성능시험결과 및 고찰을 기술하고 있고, 제 3장에는 캡슐제어장치 성능시험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이 장치는 앞으로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요구하는 핵연료 조사시험

을 위하여 활용된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제어장치의 설계·제작
1.1 시스템 개요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하여 개발된 제어장치(GSF-2002)는 이용자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데, 제어장치 자체의 설계 개념은 종래의 재료조사시험용 제어장치와 유사하

다.[6, 7]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제어용 프로세서는 사용한 주요 하드웨어에 

대하여 단일 고장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중화기기로 설계되었고 또한 자기진단 및 감시기능, 

event logging 기능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시켜 사용상의 편리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장치의 주요 구성은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온도제어를 위한 He/Ne 혼합가

스 제어계통, 비상시 emergency He 가스 공급계통, 배기 계통 및 핵연료 파손시 이를 처

리할 수 있는 delay/trap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8] 특히 핵연료시편의 표면 온도를 일

정한 범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핵연료 조사시험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한 작업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double containment 개념을 도입한 캡슐을 이용한다. 온도제어는 미니 캡

슐외통과 핵연료 피복관 사이의 갭에 열전도도가 차이가 많은 헬륨과 네온 가스를 적절히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편의 온도 범위를 가능한 크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핵연료 파손 감지 시스템은 캡슐 외통인 바스켓 내부에 설치된 핵연료 봉이 독립적으로 

파손이 일어났는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핵연료 제어장치는 그림 1과 같으며, 운전

모드는 크게 수동모드와 자동모드로 구분되며 자료의 저장 및 분석기능도 갖도록 되어있다.

Fig. 1. Photograph of the I&C system(GSF-2002) 
for the fuel irradiation tests

1.2. 캡슐제어장치의 주요 공정[9]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P&ID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Fig. 2. P&ID drawing of the I&C system(GSF-2002)
        for fuel irradiation tests

정상 운전시 헬륨 가스는 공급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47ℓ 실린더중 하나로부터 

계통에 공급되는데, 초기 압력은 약 120 barg이다. 공급압력은 센서에 의해 감시되는데, 

압력이 10 barg 이하로 낮은 경우 실린더 교체를 위해 경고 신호를 보낸다. 헬륨 가스의 

연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두 개의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다. 공급압력은 RG(regulating 

valve)에 의해 저압측은 4 barg로 감소되고, 고압측은 RV(relief valve)에 의해 보호된

다. 4 barg의 헬륨은 LF(line filter)를 거쳐 세 개로 나뉘어 지는데, 캡슐에 공급되기 전 

RG에 의해 3 barg로 다시 낮아지고 분진의 제거를 위해 PF(particle filter)를 통과한다.

자동 운전시 헬륨은 유량조절을 위해 SV(solenoid valve), PV (proportioning valve)

와 NV(needle valve)를 통과한다. 이 때 AMV(auto/manual selector valve), 유량계 

및 NV를 거쳐 캡슐로 주입된다. 자동운전의 시작은 항상 원자로의 출력이 안정된 후에 운

전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동운전은 원자로 출력이 적정치를 벗어날 때 종료되며, 

이 때 헬륨 비상 주입이 이루어진다. 자동운전의 개시 전 가스 gap에는 100% 헬륨이 충전

되어 있어야 한다. 네온 공급 회로는 헬륨 공급 회로와 동일하다.

비상 헬륨 공급 회로는 최소의 기기로 구성되는데, 핵연료 피복관의 고온 트립(trip), 헬륨 

공급 압력의 저-저 그리고 원자로 출력의 저 경보에 의해 작동된다. 헬륨 공급 압력은 2차 

압력조절 단계를 거치지 않은 4 barg이다.

각 캡슐의 헬륨과 네온 라인에 각각의 차단밸브가 물속에 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밸브

들은 실험 종료시 적절한 도구로 멀리서 개폐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헬륨과 네온 라

인은 캡슐 가스 갭 가까이에서 합쳐지므로 지연 없이 응답이 빠른 기체 혼합이 이루어진다. 

배기 회로는 캡슐로부터의 배기체가 배기계통으로 연결되는 배관의 거리는 약 20m이다. 

먼지제거용 입자 필터가 하단부의 기기 보호를 위해 설치되며, 출구의 과압(>10 barg)을 

대비하기 위해 RV도 설치되어 있다. 배압 RG는 캡슐 출구압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

기위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 RG와 반대되는 역할이다. 압력계에 의해 지시되는 캡슐 



출구 압력은 고 또는 저 압력 경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기체는 방사능감시기 주위에 

감겨있는 차폐된 튜브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분열 기체생성물을 감시하게 된

다. 정상 운전시 배기체는 공용의 배기라인을 통하여 배출된다. 핵분열생성물이 감지되는 

경우 배기체는 delay/trap 계통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핵연료 봉 핀이 손상된 상태로 장

시간 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험과 원자로 운전의 종료가 요구된다. 

Delay/trap 계통은 각각의 캡슐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캡슐

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다른 두 개의 캡슐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감쇄계통의 주기기는 방

사성기체를 수집하여 감쇄기간 동안 저장하는 5ℓ의 차폐 지연용기이다. 방사성 기체를 함

유하고 있을 때 용기는 주 라인으로부터 차단되는데, 지연용기(delay vessel)내 기체의 

방사능 준위는 부착된 방사능감지기에 의해 측정된다. 고준위 경보 시는 캡슐 출구상의  

SV를 닫게 한다. 지연용기는 정상시 진공상태로 유지시켜 계통 중지 전에 오염 기체를 최

대로 수용하게 한다. 이 용기에 수용할 수 있는 배기체의 양은 표준상태 기준으로 15리터

인데 정상 운전시 한 개의 캡슐로부터는 18시간, 비상 헬륨 주입 시는 2시간 그리고 캡슐

의 flushing 시는 15분간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있다. 샘플과 진공계통은 용

기를 진공으로 유지시키고, 정확한 방사능 분석을 위해 용기내 시료를 채취할 때 사용된다. 

지연용기 내로 방사성기체가 수집되고 감쇄되는 동안 용기는 차단된다. 이 차단 밸브는 시

료 채취, 감쇄 후 공통 배기라인으로 배출 그리고 오염 기체를 트랩(trap)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체 트랩계통은 활성탄 층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오염된 기체중의 iodine 화합물을 제거하

는데 사용된다. 이 트랩은 카트리지 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차폐되어야 

하고 필요시 글로브 박스 내에 설치된다.

1.3. 제어장치의 설비 구성도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제어장치의 주요 설비 구성도는 그림 3과 같으며 하나로에서 

핵연료캡슐 조사시험에서의 가스공급, 가스혼합, 가스배출, 핵연료캡슐과 연결부, 주제어장

치 및 감시제어 모니터링 장치 등 핵연료캡슐 조사시험에 따른 주요 특성별 요소로 분리하

여 제작함으로써 실험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 핵연료캡슐제어장치의 전체 구성도



   구성요소는 감시, 계측, 제어를 수행하는 주제어장치(Electric Cubicle), 실험 데이터

를 모니터링, 저장 및 분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인 원격 감시 제어부/지역 감

시 제어부, 그리고 캡슐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계장 장치로 되어 있다.

   각 요소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Network

Ether-net 통신을 활용한 주 제어장치와 지역 감시 제어장치간의 통신을 2중화하여 하나

로 외부에서 실험 장치를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KAERI Network를 이용하였고, 

원격 감시 장치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원격 감시 제어부 및 지역 감시 제어부

핵연료캡슐제어장치는 휴먼 인터페이스(HMI)를 구현하여 자동제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실험 변수의 모니터링 및 저장,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lectric Cubicle

주제어장치는 CPU/Power supply를 2 중화하여, 국내 및 해외 원전에서 사용 중인 제어

장치와 같이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주요변수의 경보상태를 표시하는 

Annunciator Window를 장착하였다.

■ Gas Bottle Support Rack

장기 운전을 대비하여 헬륨 및 네온가스 공급 부를 2중화된 Bottle 연결로 가스공급 중단 

없이 Gas Bottle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Gas Mixing Cubicle

온도조절을 위하여 헬륨과 네온 가스 조성비를 제어 량에 따라 자동제어와 수동제어 모드로 

선택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상시를 대비한 Fail Safety 개념을 도입하였다.

■ Junction Box 및 Valve Box

   Junction Box는 핵연료캡슐과 제어장치간의 연결부로서 캡슐로부터 인출된 튜빙

(tubing)과 신호선을 중계하도록 하였으며, 진공 개념을 도입하여 핵연료 파손시 가스누설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Valve Box는 핵연료캡슐과 F.G.M(fission gas monitor) 

Cubicle의 연결부로서 핵분열 가스 검출시 및 실험 종료 후 핵연료캡슐을 안전하고 신속하

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F.G.M Cubicle

핵연료캡슐로부터 유출되는 배기체중의 핵분열기체를 방사능감지기(Fission Gas 

Monitor)로 감시하고 배기체의 유로를 공용의 배기라인 또는 delay/trap 계통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주요부로서 Fail Safety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1.4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 제작요건 및 사양[5]
1) Gas mixing cubicle 제작

가) Gas mixing cubicle 제작 일반사항

Gas mixing cubicle 은 계장캡슐의 자동온도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cubicle로서 gas 

bottle support cubicle로부터 helium과 neon gas를 공급받고 계장캡슐로부터 온도감

지 신호를 받아 mass flow controller(PV-110, 120, 130, PV-210, 220, 230)에

서 gas 유량을 조절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설비를 내장하고 있다. Gas bottle 

support cubicle로부터 공급된 helium gas는 pressure regulator (RG-110, 120, 

130)에서 4 barg에서 3 barg(현장에서 3˜5 barg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음)으로 감압

되며 RG-110, 120, 130 후단에 pressure regulator 오동작시 후단 설비 보호를 위해 

safety valve(RG-110, 120, 130)가 설치되어 있다. Gas bottle support cubicle으

로부터 공급된 neon gas는 pressure regulator (RG-210, 220, 230)에서 4 barg에

서 3 barg(현장에서 3˜5 barg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음)으로 감압되며 RG-210, 

220, 230 후단에 pressure regulator 오동작시 후단 설비 보호를 위해 safety 

valve(RV-210, 220, 230)가 설치되어 있다. 

나) Gas mixing cubicle 제작 요구사항

Gas mixing cubicle은 아래의 제작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gas mixing 

cubicle을 제작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내부에 설치된 기기 및 튜빙(tubing)이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기기 및 튜빙

(tubing)에 충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특히 모든 기기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작동시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밸브나 다른 장비는 반드시 고정시켜서 회전력이 

튜빙(tubing)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cubicle 내부의 온도변화가 누설을 야기하지 않도록 탄력 여유 공간을 가지도록 제작

한다.

(3) 가능하면 연결부위 수가 적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gas mixing cubicle을 제작한

다.

2) F.G.M cubicle 제작

가)F.G.M cubicle 제작 일반사항

F.G.M cubicle은 계장캡슐을 통과한 helium과 neon의 혼합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로서 정

상상태에서는 혼합가스의 압력이 2 barg(현장에서 1.5~3 barg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

음) 이상일 경우에만 back pressure regulator에 의해서 혼합가스가 방출되어 solenoid 

valve (SV-412, 422, 432)를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방사능 감지기 AM-100, 

200, 300에 의해 방사능 감지시 SV-410, 420, 430이  자동차단 되어 혼합가스의 방출

이 자동 차단되며 이미 통과한 혼합 가스는 SV-412, 422, 432가 자동 close되고 



SV-413, 423, 433이 자동으로 열리며 holding vessel과 trap에서 방사능 오염된 혼합

가스를 처리하여 방출시킨다. 혼합가스의 압력이 6 barg 이상인 경우 relief valve 

RV-410, 420, 430이 열려 혼합가스의 압력을 6 barg 이하로 유지시킨다.

3) Electronic cubicle 제작

가) Electronic cubicle은 drawing list상의 도면을 참조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시 기

능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발주자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Electronic cubicle은 drawing no. HAN-IC-DW-31-KAERI/BNF-02 

-236˜247 도면상의 회로를 electronic cubicle 내에 내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외부

와의 인터페이스 신호 연결을 위한 터미널 블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3.1) 적용자재

가) 자료 수집부 시스템 구성: 자료 수집부는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디지털 입력 및 디지

털 출력을 처리하도록 구성된다. 각 입출력 카드의 설치위치 및 배치도에 대한 구성은 아래의 그

림 4와 같으며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자료 수집부 구성도

나) Main chassis

Main chassis는 표준 19＂ 패널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중화된 CPU, 전원으로 

구성된다. 

(1) block diagram



그림 5. 자료 수집부 시스템 구성도

(2) 규격

항   목 사   양

mounting standard 19-＂ equipment cabinet

RTP I/O bus length 50 feet

I/O option card slots 3 slot/processor

size 178mm x 483mm x 273mm

다) I/O chassis

입출력 샤시(chassis)는 이중화된 전원을 제공하며 12개의 입출력 슬롯을 제공한다.

(1) block diagram

(2) 규격



항    목 사              양

mounting standard 19＂ equipment cabinet

RTP I/O bus length 50 feet

I/O option card slots 12 slot

size 178mm x 483mm x 273mm

라) RTP2200 CPU card

(1) block diagram

(2) 기능적 특성

항    목 사    양

마이크로프로세서 AMD586 32bit microprocessor

네트워크 호환 thin net(BNC), 10base-T(UTP)

serial port 호환 com1(RS-232), com2

memory 16mbyte dram

solid state disks
512Kbyte EPROM(read only)
16mbyte flash memory(read/write)

(3) 전기적 사양

항   목 사     양

power required 5V ± 5% @ 3A

마) 아날로그 입력 card

(1) 아날로그 입력 카드는 열전대, RTD, 밀리암페어, 밀리볼트, 전압을 처리 



할 수 있다.

(2)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구

비하고 있다.

(3) 모든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의 정확성은 전 범위의 0.1% 보다 작다. (4)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의 해상도는 16 bit이다.

(5)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신호의 종류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전용 아날로그 입

력 모듈을 제공한다.

(6) 자기 진단기능으로 모듈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양 : 8-channel isolated analog input card

(8)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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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능적 특성

항   목 사   양

카드 주소
(card address)

샤시의 카드 슬롯에 의해 결정

입력 채널 수 8 채널

입력신호 범위 4mA to ±20mA

최대 입력 전압 ±25V
프로그램 가능한
채널 이득
(programmable
channel gains)

1 for  ±10.0V input range
2 for  ±5.0V input range
4 for  ±2.5V input range
8 for   ±1.25V input range

multiplexer type
채널과 채널사이가 완전히 격리된 각각의 
transformer와
8 채널 solid state multiplexer

accuracy 0.025% of full scale voltage

sample rate
최대 50 samples/sec maximum to meet 
specification

공급전원 사양 +5V @ 400㎃



(10) 환경적 사양

항    목 사          양

온도 범위
0℃ to +55℃, standard operating

-20℃ to +60℃, extended operating

습도 범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11) 전기적 사양

항    목 사    양

절 연
600Vac rms or 400Vdc
1500Vac @ 60㎐ for 60sec withstand

공통 모드 전압 600Vac rms or 400Vdc continuous

공통 모드 배제(rejection) 133dB typical (1㏀ unbalanced)

공통 모드 왜곡
(crosstalk)

-150dB typical per driven channel

정상 모드 배제 -21dB typical at 60㎐

입력 저항 5㏁ typical at 100 samples/sec

입력 바이어스 전류 8㎁ maximum at 50 samples/sec

입력 소스 저항 1㏀ maximum to meet specifications

(12) 물리적 사양

항    목 사              양

dimensions 169.7mm(h) x 242.6(l)
user input connectors
connector type
wire gauge
insulation strip length
screw type

cage clamp detachable terminal 
blocks
28-16AWG
6.5mm
M2(metric)

바) 디지털 입력 card

(1) 모든 접점 입력카드는 접점 약동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포함하며, 필터

는 입력 신호가 1000분의 수초동안(설정 가능) 안정되지 않으면 설정된 필터

링 시간동안 불필요한 신호의 채터링을 무시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2) 디지털 신호는 1msec의 분해능을 가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1분까지 

scan 속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3) wet 및 dry 형태의 디지털 신호가 입력 가능하다.

(4) dry contact를 위해 24Vdc를 사용하고 24Vdc, 24Vdc, 48Vdc, 

110Vdc, 125Vdc의 wet contact을 입력 받을 수 있다.



(5) 자기 진단기능으로 모듈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사양 : 16-channel isolated DC input card

(7)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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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능적 특징

항    목 사     양
카드 주소 샤시 카드 슬롯에 의해 결정
입력 수량 16 채널, 16bit word로 read
test return 카드 테스트는 항상 가능(선택될 때마다)
입력전압 24V, 48V or 125V
입력필터 옵션 5msec
데이터 극성 점퍼설정에 따라 on 혹은 off를 true로 선택가능

(9) 환경적 사양

항    목 사      양

온도 범위
-20℃ to +85℃, storage
-20℃ to +60℃, operating

습도 범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항    목 사    양

입력 isolation 1,000㏁  이상, 10㎊(typical)/입력

공통 모드 전압 500Vdc max.

전원 요구사양 500Vdc max.

채널 입력
사양

입력 옵션 24V(-022) 48V(-023) 125V(-025)

high-level 
입력임계전압

12.0V typ.,
17.8V max.

25.0V typ.,
36.6V max.

63.0V typ.,
95.0V max.

low-level 
입력임계전압

12.0V typ.,
5.8V min.

25.0V typ.,
12.0V min.

63.0V typ.,
16.5V min.

high-level 
입력 전류 4.4㎃ max. 4.2㎃ max. 2.1㎃ max.

low-level 
입력 전류 0.95㎃ max. 0.95㎃ max. 0.28㎃ max.

입력전압한계 -38V min.,
+38V max.

-56V min.,
+56V max.

-130V min.,
+130V max.



항    목 사    양

접촉 감도
모드 사양

입력 옵션 24V(-022) 48V(-023) 125V(-025)

on 루프전류 4.4㎃ max.,
2.8㎃ min.

4.2㎃ max.,
2.8㎃ min.

2.1㎃ max.,
1.5㎃ min.

off 루프전류 0.95㎃ max. 0.95㎃ max. 0.28㎃ max.

외부 전압
공급 전류 74.8㎃ max. 71.4㎃ max. 35.7㎃ max.

외부 전압 38V max. 56V max. 130V max.

스위칭 특성 TPLH : 5.0msec,   0.5msec, TPHL : 5.0msec,   
0.5msec, F: 10㎐

항    목 사    양

dimensions 177.8mm(h) x 241.3(l)

user input connector
Three 2-piece disconnectable terminal blocks
TB1 = 9 positions, channels 0-7
TB2 = 15 positions, channels 8-15

terminal blocks:
wire size
wire strip length

28-16 AWG, 300V, 8A
7mm

사) 아날로그 출력 card

(1) 아날로그 출력 카드는 bipolar 전압 (최대 -10Vdc∼+10Vdc)  및  전류 

(최대 0mA∼+20mA) 형태 등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2)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의 해상도는 16 bit 이다.

(3) 각 채널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한다

  (가) 각 모듈마다 D/A 변환기가 1개 이상 존재 한다. 

  (나) 각 채널은 mA, V 등의 신호타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D/A 변환기의 데이터 read-back 기능으로 데이터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양 : 8-channel isolated analog output card

(5) block diagra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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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rans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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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카드 주소
(card address) 샤시 카드 슬롯에 의해 결정

출력 채널 수 8 채널

출력 신호 0Vdc ∼ 10Vdc 출력

출력 절연(isolation) 500Vdc(maximum)

출력 해상도(resolution) 16bits

full-scale 
정밀도4∼20㎃ 0.002%(when current is at least 10㎂ above 4㎃)

선형 에러(integral) at 
25℃ current

±8 LSB(typical), error form straight line
(note: for current mode, current must be 10㎂ 
above the "off" current.)

선형 에러
at other than 25℃ 25 ppm/℃

monotonicity monotonic over rated temperature range

설정 시간 40μsec 이하

slew rate
current outputs 1㎃/μsec(typical)

항    목 사              양

온도 범위
-20℃ to +85℃, storage
0℃ to +55℃, standard operating
-20℃ to +60℃, extended operating

습도 범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항         목 사              양

공급전원 사양
+5V @ 0.5A(typical) 샤시에서 공급

+24V @ 600㎃ 외부 power supply에서 공급

항    목 사    양

dimensions 177.8mm(h) x 241.3(l)

user input connector

three 2-piece disconnectable terminal 
blocks
TB1 = 9 positions, channels 0-2
TB2 = 15 positions, channels 3-7
TB3 = 6 positions, power and redundant 
interface

terminal blocks:
wire size
wire strip length

28-16 AWG, 300V, 8A
7mm

아) 디지털 출력 card

(1) 디지털 출력 카드는 on/off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2) wet 및 dry 형태의 디지털 신호가 출력 가능하다.

(3) dry 형태의 디지털 출력은 릴레이 접점을 제공한다.

(250Vac or 30Vdc, 200mA 이상의 접점 rating 지원)

(4) 사양 : 16-channel relay output card

(5) block diagram

Control
PLD

Relays

Data
Xcvr

Card Select
& Xfer Logic

B
a
c
k
p
la

n
e
 B

u
s

U
s
e
r 

C
o

n
n
e
c
to

rs

Data S Bus

R Bus

L Bus



항    목 사    양

출력 high current 출력
카드 주소 샤시 카드 슬롯에 의해 결정
접점 형태 form A (SPST normally open)

test return 카드 테스트는 항상 가능(선택될 때마다)

점퍼 설정
JP4 : high 혹은 low를 true 출력으로서 선택가능
JA0-JA15 : 전압소스 혹은 전류 싱크를 선택가능

power-on 리셋 모든 출력은 power-up 리셋동안 off로 리셋 된다.

출력 워치독 타이머
출력 명령이 카드에 액세스할 때마다 출력 
워치독(watchdog)타이머는 재 트리거 된다.

출력 워치독 주기
3.2768msec부터 3.35sec(카운트당 
3.2768msec에서 1부터1023)

항    목 사              양

온도 범위
-20℃ to +85℃, storage
-20℃ to +60℃, operating

습도 범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항   목 사    양

최소 부하 10㎃, 5V

최대 부하 2A, 250Vac or 30Vdc(5A non-inductive)

컨택(contact) 
바운싱

3msec

공급전원 사양 +5V @ 900㎃

항    목 사          양
dimensions 177.8mm(h) x 241.3(l)

user input 
connector

three 2-piece disconnectable terminal blocks
TB1 = 9 positions
TB2 = 15 positions

terminal blocks:
wire size
wire strip length

28-16 AWG, 300V, 8A
7mm



아) 전원공급기

(1) 각 sub-rack별로 독립된 두 대의 전원공급기를 설치한다.

(2) 한 대의 전원공급기는 설치된 부하의 300%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3) 입력전원은 110Vac 혹은 220Vac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정상운전 중 분리 가능하며, 현재 전압 값과 전류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5) 과전압, 과전류 보호회로를 내장 한다.

(6) MTBF(고장간 평균시간)은 80,000 시간 이상이다.

(7) trim range는 ±5%, load&line regulation은 0.2% 이내이며, +5V load 

regulation의 경우 0.5% 이다. 또한 peak to peak 출력 리플은 +5V에서 1% 

이내에 있다.

1.5 핵연료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핵연료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업무는 하드웨어 설계팀 및 소프트웨어 설계팀

과는 독립적인 확인 및 검증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핵연료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를 관련 표준에 따라 요구사항 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시험단계, 설치 및 검증단계,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 폐기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

증 업무와 수행 기법을 기술한 확인 및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의 결과는 본 실험 장

치 관련하여 수행된 성능시험보고서와 직접연관성이 없어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핵연료 제

어장치 의 EMR[8]에 포함시킨 결과를 참조하시고 이번 실험에는 핵연료 제어장치를 이용

하여 수행된 실험결과 만을 기술하였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에 따라 수행된 대표적인 업무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검토 및 평가, 추적성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Fagan Inspection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가 관련 표준과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추적성 분석을 통해 

각 단계의 결과물이 일관성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추가되거나 누락된 design feature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 및 절차 평가,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 및 

절차가 반드시 시험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항목들을 올바르게 시험하도록 수립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시험 수행 결과 평가를 통해 계획된 시험이 완전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었음을 확

인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가 만족해야 할 목표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시험용 모의 계장 캡슐설계 및 제작

현재까지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과 계장캡슐, 핵연료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을 성공

리에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고려하

고, 하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제

작하여야 한다. 주요 구성은 바스켓(basket), 미니 캡슐(mini capsule) 및 보호관

(protection tube)으로 이루어져 있다.[11] 그러나 제어장치의 노외성능시험을 위하여 

고가의 계장캡슐을 제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어 캡슐내부에 장착되는 미니캡슐만을 그림 

6과 같이 설계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핵연료 미니 캡슐 설계 개념은 이중방호 개념

(double containment concept)을 도입하였으며[10], 모의 계장캡슐의 형상은 종래의 

무계장 캡슐 구조와 유사하나 계장이 되어있으며 그림 7과 같다.  핵연료 조사시험 이용자 

요구조건인 핵연료 온도제어를 위하여 미니캡슐 외통과 핵연료 피복관 사이에 환형의 갭을 

두고 이 갭에서 가스압력, 유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사 중 핵연료 파손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시간에 따라 출력이 변할 때 원하는 핵연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가스를 흘려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컵 미니캡슐에는 핵연료 온도를 

측정도 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설계 제작된 모컵을 이용하여 

하나로 수력학적 조건에 양립하는 모의 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조건하에

서 제어장치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이중 피복된 개념의 미니캡슐은 그림 7에서와 같이 1/8 인치의 혼합가

스관을 포함한 외부 직경이 46mm 이고 총 길이가 210.8 mm 로 설계·제작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조사시험용 캡슐과는 달리 본 실험 수행에 필수적인 미니 캡슐만을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6, 7과 같이 설계·제작하였다.  종전에 시험하였던 핵연료 봉 길이가 대략 

20 cm인 점을 감안하고 설치되는 히터의 발열부 길이를 고려하여 19cm 정도로 제작하고 

하나로에서의 핵연료를 모사하도록 3.4 kW 미니 히터를 103mm 정도 높이로 감고 나머

지 부분에 스테인레스 강 스프링이 상단에 안치되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시험 핵연료가 

내부에 일정한 갭을 두고 설치되도록 스테인레스 강재로 제작된 미니캡슐의 외경은 21.99 

mm 이고 길이가 21.8cm이다. 

그림 7 a), b)는 제작된 핵연료 조사시험용 모의 계장캡슐의 주요 구성부인 미니캡슐과 최

종 조립된 캡슐을 보여주고 있다. 본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은 하단 고정부(bottom 

guide assembly, rod tip과 bottom end plate로 구성됨), 캡슐본체 외통, 핵연료 모사 

시험 집합체를 포함한 미니캡슐, 혼합가스 관의 크게 4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6  Design drawing of the instrumented mini-capsule mockup

Fig. 7 b)Photograph of the instrumented capsule mockup

Fig. 7 a)Photograph of the mini-capsule mockup



제 3 절 노외시험장치 및 실험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한 실험 장치는 “단일채널시험루프

(single channel test loop)"로 새로운 캡슐 개발 시에 캡슐의 장탈착 시험과 열수력시

험을 비롯한 각종 성능실험을 가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제작된 

장치이다. 이 장치는 시험부가 캡슐의 종류에 따라 원형이나 육각 유동관을 한개 장전하여 

실험하는 하나로의 최소 축소 모델이다. 하나로에서 사용되는 모든 조사시험용 캡슐은 이 

장치를 이용하여 노심과의 수력학적 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나로의 정상운전 조건과 동

일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된다.

3.1. 단일채널 시험루프장치[12] 

 실험 장치에 대한 본체와 계통의 구성은 그림 8 와 같다. 모든 배관과 밸브 등은 

STS304로 되어 있다. 이 축소 모델에서 inlet plenum은 직경 600mm, 높이 400mm, 

두께 10mm의 STS304 재질의 통이며, 유동관 상부의 수조는 직경 600mm, 높이 1m인 

4개의 아크릴 통으로 되어 있다. 유동관 하부의 지지부와 스파이더가 장착된 부분은 

STS304로 제작되어 있다. 

 유동관을 경계로 inlet plenum과 receptacle 사이에는 하나로의 갭홀(gap hole)에 해

당되는 관통구가 4개 뚫려 있다. 이 갭홀의 크기는 각각 직경 6.5mm 구멍이 3개, 직경 

3.5mm의 구멍이 1개이다. 갭홀의 역할은 상하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로

의 경우 갭홀 수가 총 91개이며 이 구멍들을 통과하는 유량은 50kg/s이다. 이 갭홀의 역

할은 31개 유동관에서 흐르는 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 차이를 조절한다. 단일 채널 시

험루프장치에 있는 이 구멍들은 아래 측으로 부터 라운드로 부드럽게 처리하여 유동을 원활

하게 하였다. 이 장치의 구성은 plenum, grid plate, core, pool로 구성되며 하나로에 있

는 chimney는 유동관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아크릴로 제작된 외

통이 pool과 chimney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는 아크릴로 제작된 시

험부의 사진이다.

단일 채널 시험루프 장치의 주요설계 특성은 하나로의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수력학적 설계

요건인 다음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 유체온도 : 35˜45℃

- 압력강하 : 209 kPa 이상

- 유량 : 12.7kg/s 이하(원형 유동관)

        19.6kg/s 이하(육각 유동관)   

유체계통은 육각 유동관 1개에 적합한 유량인 19.6kg/s을 기준으로 12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용량이며, 유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유량 체계로 조절가능하다. 



그림 8. 단일 채널 시험루프장치 계통도

그림 9. 단일 채널유동시험장치 

 계통을 구성하는 각 장비들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펌프 



      - 사용유체 : Demi-water 

      - 1.2m3/min x 30m Head

      - φ100mm x φ65mm

      - 15kW x 4P x 3상 x 220V

      - Mechanical seal

  (2) 히터 

      - 밴드형 히터 4" x 4 kW

      - Controller, 열전대, 보온재 및 전선 포함

  (3) 유량계 

      - Capacitance magnetic flow meter

      - Size : 3"

      - JIS 10K wafer

      - 100 to 240VAC

      - Horizontal(7 segment LCD)

      - Brain communication option/BR

  (4) 인버터

      - Model : SV150 IS5-2NDB, 15 kW/220V(제동 type)

      - LCD loader, remote cable 5m

      - Relay : model GMC 75/EOCR : Model EOCR-SS

      - Pilot lamp : AC220V

      - Push button S/S la lb/Selector push button S/W

      - NFB : ABE 103a 100A(main), ABE 33 10A(heater) 

  (5) Pressure transmitter: 유동관의 상하부 차압 측정

  (6) 기타:   Pressure transmitter, 인버터, 유량계 및 온도 등의 신호를 단일 채널 시

험루프 장치의 3층에 있는 PC로 연결하기 위해 300W x 150H의 케이블 tray 설치

3.2.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온도 제어 확인 성능시험 조건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성능시험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하나로에 적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조사시험을 자

동화제어로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단일 채널

시험 루프를 사용하였으며, 장치 종합성능시험을 위한 모컵 미니캡슐은 조사시험 중 핵연료 

봉에서 방출되는 열원을 모사하도록 캡슐내부에 히터(3.4kW )를 설치하여 만든 모의 핵연

료 봉/미니캡슐을 이용하였고, 핵연료 표면 온도 제어 응답특성과 캡슐 부품의 온도 측정을 

위하여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에 사용될 핵연료계장캡슐은 OR 조사공

에 장전되어 조사 시험되므로 핵연료 계장캡슐의 각 부분 치수들은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

름이 존재하는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이하, 압력강하 

200kPa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치 종합성능시험은 단일 채널시험 

루프 가동조건이 실제 하나로 수력학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에서는 주요 시험변수들이 최종 모의 핵연료(추후부터는 핵연료로 표기함)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하여 추후 관계식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조건을 채택하여 시험에 

임하였다. 제어장치 내 핵연료시편의 표면 온도제어를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가스유량은 당

초 설계시에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50 cc/min내외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캡슐과 제어장

치간의 가스유로가 너무 가늘고 구부러진 부분이 많은 점과 길이가 30m 이상인 것을 감안

하여 15∼100 cc/min로 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이 장기간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낮은 압력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어 가스압력 또한 

통상적인 제어 영역인 1∼3 kg/cm2 를 택하였다. 히터출력은 연구로에서 핵연료의 선 출

력을 감안한 히터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고성능의 히터를 제작하기 어려우며 고

가인 점을 고려하여 1∼ 3.4kW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혼합 가스 비는 열전도도가 높은 He

가스와 열전도도가 낮은 네온가스를 이용하여 온도제어를 하기로 하여 몇 가지 조성비에 따

른 온도제어 능력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한 가지 가스만 100%있는 경우와 두 가지 가

스 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험에 임하였다.

헬륨/네온가스의 유동량: 15, 25, 50 and 100 cc/min,

유동가스 압력: 1, 2, 3 kg/cm2,

히터출력: 1, 2, 3, 3.4kW

혼합 가스 비: He 100%, Ne 100%, He 50% Ne 50%, He 25% Ne 75%,

또한 설계변수들의 특성자료를 근거로 하나로에서 자동모드로 조사시험 수행시 설계변수들

이 시간에 따르는 response 거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수행 결과 평가를 통해 계획된 시험이 완전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제어장치를 이용한 제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만족하고 목표들에 부합하는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실험변수를 결정하여 실험 수행을 하였다. 



제 4 절 노외 성능시험 결과 및 고찰

4.1. 모의 핵연료 온도제어 확인시험

핵연료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하나로

에 적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컵 캡슐은 열원인 핵연료 봉을 모사하도록 캡슐내부에 히터(3.4kW )를 

설치하여 만든 모의 핵연료 봉을 이용하였다.  하나로 수력학적 조건하에서 설계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10, 11과 같으며 이는 성능시험 중에 실시간으로 측정된 일시, 

온도, 압력, 유량, 가스조성비, 냉각수 온도 등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장치 내 가스유량이 모의 핵연료(이후부터는 핵연료로 표기함)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어장치 내 핵연료시편의 표면 온도제어를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유량이 당초 설계시에 

50 cc/min 내외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캡슐과 제어장치간의 제한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크게 4가지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2 은 대표적인 가스 유량

이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험조건은 핵연료의 방출 열을 모사

한 히터출력이 2 kW이고 가스압력이 2 kg/cm2하에서 순수한 헬륨가스 100%일 때, 네

온가스 100% 및 헬륨 및 네온가스가 50%씩 가스 유량을 변화시킬 때의 핵연료 시편의 

온도를 나타낸다.  실험결과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가스 조성비가 일정하면 유량

변화에 따라 핵연료시편의 표면온도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림 16의 시간의 함수로 가스유량이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량

이 작은 구간 50cc/min이하에서는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하나

로에서 조사시험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혼합가스 압력이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3 와 같이 혼합가스 압력이 핵연료 

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전형적인 실험결과이다. 이 결과는 핵연료의 방출 열

을 모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히터 출력이 1 kW 이고 혼합가스 유량이 100 cc/min 이며 가

스 압력은 1˜2.9 kg/cm2하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전도도가 

서로 다른 가스를 흘려줄 때 최대 온도 차이가 110℃ 정도 났으며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

장치 내에 흐르는 가스 유량과 같이 혼합가스 압력이 변하여도 거의 핵연료시편의 온도변화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사시험중 핵연료의 방출 열량을 모사한 히터출력이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대표적인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실험은 히터 출력은 1, 2, 3, 3.4 kW이며 가스 압력은 

2 kg/cm2이고 혼합가스 유량은 100 cc/min 하에서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히터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온도가 증가하며 혼합가스 비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온도 차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림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출력이 증가할 때 

매 출력당 온도 증가율이 서로 차이가 나며 열적 평형이 되어 나타나는 포화온도 값도 그 

증가 폭에서 차이가 났다. 

온도제어를 위한 혼합가스비가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5와 같으며 혼합가스비

가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 내에 흘려주는 혼합가스 비는 크게 100%의 순수한 헬륨과 100% 



그림 10. Performance test data performed on October 25, 2004



그림 11. Performance test data performed on October 28, 2004 



순수한 네온가스만 흘리면서 시험한 경우와 혼합가스비가 50%씩인 경우, 또한 헬륨 25% 

네온가스75% 인 경우로 실험을 하였고 가스압력에 따른 핵연료시편의 온도결과를 보기위

하여 1˜3kg/cm2, 핵연료의 방출열을 모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히터 출력이 1 kW 이고 

혼합가스 유량이 100 cc/min 하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스 조성비 변화

에 핵연료시편의 온도는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가스 압력에 따른 변화는 그림 13

에서와 같이 핵연료시편의 온도가 동일하였다.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당초 설계 요구사항에서와 같이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할 때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핵연료 계장캡

슐이 하나로에 장전되어 시험 수행이 되는 동안 하나로 핵연료의 연소도나 제어봉위치 등에 

따라 중성자속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때를 감안하여 조사시험을 자동제어로 수행하

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조건은 히터출력이 2 kW이고 혼합가스 

유량이 2kg/cm2인 헬륨 가스와 네온 가스 조성이 50%인 가스를 흘려주면서 혼합가스 유

량변경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서 핵연료시편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실험

하여 얻은 결과이다. 대표적인 실험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혼합가스 유량

이 핵연료시편에 미치는 영향에는 그림 12에서 이미 기술하였듯이 의존도가 떨어졌다. 그

러나 혼합가스 유량이 떨어지는 경우 온도 증가율은 비슷하나 제어장치를 이용한 온도제어

기능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50 cc/min이상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하나로에서 계장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방출 열량을 모사한 히터출력이 핵연

료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조사시험시에 제어로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림 17은 

대표적인 히터출력 증가가 다시 말하여 핵연료시편의 선 출력 증가가 핵연료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수행된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험조건은 혼합가스 유량이 

100 cc/min, 가스압력이 1 혹은 2 kg/cm2하에서 순수한 헬륨 가스만을 흘려주면서 시간

에 따른 온도 변화율과 매 출력당 열적평형이 되어 나타나는 포화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

았다.  히터출력 증가가 핵연료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화

온도에 도달하는 증가율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출력 증가에 따라 열적평형에 

도달되는 포화온도 도달시간과 온도증가 폭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핵연료 조사시험시 제어로직을 결정하는 실험식으로 활용된다.



그림 12 제어장치내 가스유량이 모의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3 혼합가스 압력이 모의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4 히터출력이 모의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5 혼합가스 변화가 모의 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6 시간의 함수로 가스유량이 모의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7 시간의 함수로 히터출력이 모의 핵연료온도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 결 론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제어장치는 상세설계가 성공리에 완료되어 2003년도 과제로 국내

에서 제작되어 우리연구소 공학 실험동(Engineering Laboratory)에 설치되었다.  2004

년도 과제에서는 주요 적용기술에 대한 노외 검증시험을 통하여 온도제어에 적용된 기본 설

계기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성능시험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온도제어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하나로에 적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조사시험을 자

동화제어로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었다. 주요 시험변수들이 모의 핵연료(추후부터

는 핵연료로 표기함) 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실험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자동제어를 통하여 핵연료 시편의 온도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1) 혼합가스 조성비가 일정하면 유량변화에 따라 핵연료시편의 표면온도가 거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혼합가스 압력에 따라 핵연료시편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이 밝혀졌다. 

3) 히터 출력증가에 따라  핵연료 시편의 온도가 140~180℃ 정도 증가하며 혼합가스 비

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온도 차가 결정된다.

4) 가스 조성비 변화에 핵연료시편의 온도는 가스압력과 무관하게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5) 혼합가스 유량이 핵연료시편에 미치는 시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으나 핵연료 제어장

치를 이용한 온도제어 기능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50 cc/min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확인되었다.

6) 히터출력 증가가 핵연료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출력

증가에 따라 떨어지며, 매 출력당 포화온도 증가 폭이 떨어졌다.

앞으로 수행될 주요 연구내역은 크게 2 가지로서 핵연료 봉 파손 감지 취급 및 처리 제어로

직 등 하나로에 적용하기전의 노외종합시험(integral test)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핵연료 

조사시험시 핵연료 파손 등이 있을 때 작업자보호를 위하여 캡슐과 제어장치의 차폐검토를 

위한 해석이 진행된다. 

이중방호개념을 도입하여 새로 개발되는 미니캡슐을 포함하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은 하나로에서 사용 전에 설계검증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시험이며, 하나로 가동조건에서의 

양립성과 온도제어 등의 적용 기술에 대한 최종 검증 및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시험

이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변수를 제어봉 위치와 연구로 출력에 따른 핵연료 제어장치의 거

동 파악, 제어장치를 자동모드로 전환시 하나로 출력에 따른 온도제어 능력과 헬륨/네온가

스 조성비에 따른 효과 등이 설계검증시험으로 확인될 계획이다. 

이러한 시험결과로부터 핵연료 제어장치의 최종 설계 검증이 완료된 후 하나로에 설치되어 

이용자 요구조건에 맞는 조사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연료 개발자들이 필요한 

노내 특성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국내에는 원자력 중장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량형 핵연료 개발과제에서 요구되는 조

사시험을 위하여 제어장치개발이 진행 중이다. 

2004년도 과제에서는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의 성능시험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온도제어

를 위하여 적용된 기법이 이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하나로에 적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조사시험을 자동화제어로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핵연료 조사시험이 가능하며 개발된 핵연료의 노내 시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추후 핵연료의 상용화에 필요한 자료생산으로 상업화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에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사료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시험결과 및 해석 자료는 앞으로 하나로에서 수행되는 제어장치의 

사용 전 최종 설계검증시험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하여 활용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의 일환으

로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제 6 장 참고문헌

1. D.H. Kim, et al., Non-instrumented Capsule Design of HANARO 

Irradiation Test for the High Burn-up Large Grain UO2 pellet, Proc. of the 

KNS Autumn Mtg., Suwon, Korea, Oct. 2001.

2. I.H. Jung, et al., Characterization of Irradiated Simulated DUPIC Fuel,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7, No.5, pp513-518, 2001.

3. J.W. Hutchinso and J.D. Page, Control&Instrumentation Aspects of 

Instrumented Fuel Capsule, KIFC/DN0, RWE NUKEM(2002)

4. 내부문서, 핵연료제어장치 예비기술시방서, HAN-IC-DD-IT-KAERI /BNF-02- 

001~025, Korea, 2003.

5. 핵연료 캡슐제어장치(GSF-2002) 설계문서 HAN-IC-DD-DR-KAERI 

/BNF-FCCS-03-003

6. D.H. Ahn, et al., Conceptual Design of the Control and Instrumentation 

System for an Instrumented Fuel Capsule, Proc. of the KNS Autumn Mtg., 

Suwon, Korea, Oct. 2001.

7. Y.H. Kang, et al., Development of New I&C System for Fuel Irradiation 

Tests, HANARO Workshop 2003, Taejon, Korea, May 2003.

8. 핵연료캡슐 제어장치(GSF-2002) EMR, HAN-IC-KAERI/BNF-02(2004)

9. 내부문서, 핵연료제어장치 설계문서, HAN-IC-DD-DR-KAERI/BNF-02-001, 

Korea(2003).

10. Y.H. Kang, et al, Out-pile characteristics of basic designed capsule 

mockup, Proc. of KNS Spring Mtg., Korea, May 2002.

11. 내부문서, 핵연료 계장캡슐기술시방서, HAN-IC-DD-DR-01-001(2001). 

12. 조만순 외, “캡슐 노외시험시설 활용(2000˜2003)”, KAERI/TR-02406 

/2003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875/2004 

     제목 / 부제 

 핵연료 캡슐 제어장치(GSF-2002)의 성능시험보고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강영환(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조사시험용캡슐개발 및 활용과제

박승재, 김봉구(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안도희(핵화공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12.

페 이 지   36 p.     도  표  있음(0),    없음(   )  크  기    26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0),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는 국가 중점 거대시설의 하나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핵재료
에 대한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 재료의 설계 및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술과 조사시험시설에 대한 요구는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이용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I&C 제어장치이 핵연료 개발자
들에게 보다 양질의 노내자료 제공을 위하여 설계·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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