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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의 원자력시스템인 GEN-IV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핵연료는 핵확산저

항성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고려한 “Dirty Fuel”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미래형 핵연료의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시험과 더불어 전산 해석 체계를 통한 시뮬레이

션이 필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개념의 

건식 재가공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와 비교하여 핵분열생성물들이 불순물로 

잔존하여 핵연료 성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의 성능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로 기존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시스템을 기초로 하

여 KAOS 코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 다. KAOS 코드는 C 언어로 구성되

었으며 연소도에 따른 건식재가공 핵연료봉의 정상 상태 거동을 모사한다. 

여기에는 시간에 따른 핵연료봉의 출력과 경계조건에 따른 온도, 압력, 그리

고 변형 등을 계산한다. 향후 KAOS 코드시스템은 천이상태 해석 및 원자로 

사고 상태에서의 핵연료봉 거동 해석을 위해 계산 모듈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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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ture nuclear systems of generation IV (Gen-IV) consider the 

concept of "dirty fuel" which is proliferation-resistant and recycles spent 

fuels. Not only fuel performance experiments but also simulations with 

computer codes for fuel performance are essential to understand peculiar 

characteristics of future fuel related with advanced fuel cycles. The 

performance of dry-processed fuel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fresh 

UO2 fuel because fission products are still remained after dry processing. 

To begin with conceptional study for fuel performance, we have newly 

constructed KAOS code systems based on the existing fuel performance 

code systems. The KAOS code system is written in a C computer 

language that calculates the steady-state response of dry process fuel in 

light water reactor during long-term burnup. The code also calculates the 

temperature, pressure, and deformation of a fuel rod as functions of 

time-dependent fuel rod power and coolant boundary conditions. In the 

future, the KAOS code will be extended to treat transient behavior of 

fuel rod such as a rod injection accident and locked rotor accident. 



- iii -

목  차

요약

ABSTRACT

목차

1. 서론 ··················································································································  1

2. KAOS 코드기술 ····························································································  2

   2.1 코드의 기본 구조 ··················································································  3

   2.2 수치해법 및 모형 ··················································································  5

3. 핵연료의 열적 기계적 거동 해석 ································································  6

3.1 핵연료의 열적 거동 해석 ············································································  6

3.2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 해석 ·······································································  11

3.3 핵연료의 화학적 거동 해석 ·······································································  20

4. KAOS 코드의 입력모형 및 계산 결과 ·····················································  24

4.1 KAOS 코드의 입력 ·····················································································  24

4.2 KAOS의 예제 입력모형 및 결과 ·····························································  25

5. 결론 ·················································································································  31

참고문헌 



- iv -

표 목차

Table 1. Property Model of KAOS Code ··················································  3

Table 2. Main Subroutines of KAOS Code ··············································  5



- v -

그림 목차

Figure 1. Basic calculation flow of KAOS code ·····································  4

Figure 2. Region for temperature calculation ··········································  10

Figure 3. Linear power rate distribution ···················································  27

Figure 4. Pellet centerline temperature ······················································  27

Figure 5. Rod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  28

Figure 6. Clad hoop stress ··············································································  28

Figure 7. Pellet outer radius ···········································································  29

Figure 8. Gap size ·····························································································  29

Figure 9. Gap conductance ··············································································  30 

Figure 10. Gap pressure ················································································  30



- 1 -

1.  서론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제공동연구로  

Gen-IV (제 4 세대 원자력시스템, Generation IV reactor system) 나 INPRO 를 진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 선정되었으며 각 시스

템별로 새로운 핵연료와 핵연료주기를 도입하 다.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서 가장 

주요한 목표는 지속성과 안정성, 경제성, 그리고 핵비확산성 등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관련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경수로에서 사용

한 핵연료를 재처리없이 바로 중수로에 연계하여 장전하는 개념의 DUPIC 핵연료

주기 기술이 90년대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요소기술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DUPIC 핵연료주기 기술은 핵확산 저항성이 높으며 우라늄 자원의 활

용성이 높고,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리

고 핵연료 소결체 제조는 OREOX 공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를 분말로 가공한 다음 

소결하게 되므로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생성물들이 DUPIC 

핵연료 가공후에 거의 남아있게 되어, 핵연료성능이 기존 UO2 핵연료와 상당히 다

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UO2 

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코드 시스템을 개선 또는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또

한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은 미래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주기에 

부합하여 핵연료의 성능평가도 쉽게 적용되리라 판단된다.[1,2]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진행 방향에 편승하여 기존 핵연료 성능 평가 코

드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KAOS 코드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건식 

재가공 핵연료는 산화물을 배경으로 경수로 또는 중수로에 장전될 경우에 한정하여 

KAOS 코드의 모듈을 구성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KAOS 코드시스템의 기본적인 

입력 모형 및 계산 알고리듬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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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OS 코드기술

  KAOS (KAERI Advanced Oxide fuel performance code System) 코드시스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건식공정핵연료 기술개발부에서 건식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기

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평가 코

드를 기반으로 하여 건식재가공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하나

로 조사시험의 검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KAOS 코드는 변수의 동적 메모리 할당

이 비교적 용이한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9개의 서버루틴으로 비교적 간단

히 이루어져 있다. 200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장주기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노

내 연소를 모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정상상태 계산에 한정하여 

개발 및 이용되고 있다. 최근까지 실험으로 제시된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열적, 기계

적, 화학적 물성 모델을 모두 고려하여 모듈에 포함하 으며 그 외 모델은 여러 핵

연료 성능평가 코드를 참조하여 포함하 다. 특히, 기존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핵연료 물성 모델인 MATPRO를 기초로 하여 모델을 선정하

다. 표 1에는 KAOS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물성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온도

분포 계산 관련 서버루틴은 유한차분법을 기초로 하여 1차원 축방향 대칭을 고려하

여 해석적으로 풀었다. 또한 기계적 거동 관련 계산 모듈에서는 핵연료 및 피복재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다루었으며 기존 미국 INL에서 개발한 FRAPCON-3의 기

계적 거동을 다루는 방법인 MSS(Met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복잡한 유한요소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며 효과적으로 핵

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을 다루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KAOS 코드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출력이나 경계조건이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의 경우 경수로용 핵연료에만 한정된다. 또한 정상운전조건에서 비교적 천천히 

변하는 출력 ramp나 장시간동안 일정 출력으로 운전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핵연료와 피복재 온도, 피복재의 인장, 피복재의 산화, 핵연료의 방사화로 인한 

swelling, 핵연료의 고 화 (densification),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그리고 핵연료봉 

내부 기체압력등 비교적 시간에 따라 변화는 모든 핵연료봉 관련 변수들을 기존 핵

연료 성능평가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KAOS에서 다룬다. 표 1에서는 KAOS 코드

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물성모델에 대해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재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주로 기존의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된 MATPRO 모델을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 으며 그 외 물성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에서 선

정하여 이용하 다. 



- 3 -

Table 1. Property Model of KAOS Code

핵연료 물성 모델

소결체 열전도도

소결체 열팽창

소결체 크립

소결체 팽윤

소결체 고 화

소결체 재배열

소결체 비열

소결체 입자성장

소결체 탄성계수

Lucuta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Halden 모델

FEMAXI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피복재 열전도도

피복재 열팽창

피복재 탄성계수

피복재 크립

피복재 비열

핵분열생성기체 방출

갭 열전도도

확산계수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A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Karsten 모델

White & Tucker 모델
온도계산 

기계적 거동

유한차분법 

Met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s

2.1 코드의 기본 구조

  KAOS 코드시스템의 기본적인 순서도는 기존 핵연료성능평가 코드의 흐름을 유

지한 Figure 1과 같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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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초기 조건 계산 및 

메모리 할당

핵연료 온도 분포 계산 

(유한차분법)

소결체 및 피복재 변형 

계산 (MSS), 

갭 열전도도

기체 방출

내압

입자성장 계산

다음 시간 단계

핵연료봉 내압 한계 < 1%∆P

갭의 온도 한계 < 1%∆Τ

Figure 1. Basic calculation flow of KAOS code

  표 2에는 KAOS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서버루틴을 설명하고 있다. 

READ_DATA는 입력부분으로 파일로부터 주요 입력을 받고 자료의 메모리할당, 

초기변수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ROD_TEMP에서는 핵연료의 온도계산을 수행

하는 부분으로 유한차분법에 의해 1차원 무한실린더 구조에 대해 행렬식을 구성하

여 해석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MECH_ANAL에서는 소결체 부분의 변형을 다루고 

있다.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는 기존 FRAPCON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인 MSS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적용하 다. 축방향, 반경방향, 원주방향에 대해 응력과 변

형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구하 다. CLAD_VAR는 피복재의 변형을 다

루고 있는 부분으로 소결체의 변형에 향을 받아 갭이 접촉한 경우에도 변형 분석

을 수행하 다. 이러한 소결체와 피복재의 변형으로 변경된 갭에서의 열전도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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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GAP_HTR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재계산된 갭의 열전도도는 소결체 온도에 

향을 주어 반복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ROD_INTP에서는 핵연료봉의 내압을 계산하

게 된다. FISS_REL은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을 하게 되며 GRAIN-GROWTH에서는 

소결체의 입자성장을 계산하게 된다.

Table 2. Main Subroutines of KAOS Code

Subroutine Comments

READ_DATA  입력을 받아들이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

ROD_TEMP  핵연료봉 온도 계산 수행

MECH_ANAL  소결체 변형 계산

RADIAL_VAR  소결체의 반경반향의 변형 계산

CLAD_VAR  피복재의 변형 계산

GAP_HTR  갭의 열전도도 계산

ROD_INTP  핵연료봉의 내압 계산

FISS_REL  핵분열생성기체 방출 계산

GRAIN_GROWTH  소결체의 입자 성장

2.2 수치해법 및 모형

  KAOS에서 핵분열기체방출모델,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의 열전도도, 핵연료의 

swelling, 핵연료의 균열, 반경방향의 출력분포, 핵연료와 피복재의 접촉시 간격의 

열전도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추후 천이상태 계산, 피복재의 부식과 수화현상, 피복

재의 기계적 특성과 유연성, 그리고 피복재의 축방향 성장 등의 계산 모듈은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재 사이의 역학적인 상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피

복재의 인장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출력변화나 응력과 변형률의 

효과를 정확성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피복재의 역학적인 모델과 예측에 대한 

수정이 있을 예정이다.

  KAOS에서는 각 시간단계에 대해 우선 핵연료와 피복재의 온도를 계산하고, 핵

연료와 피복재의 변형을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핵분열생성물과 생성기체의 방출, 기

포의 부피, 그리고 연료봉 내의 기압을 계산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

산은 서버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관련된 루프를 통해 핵연료와 피복재의 

간격 온도차이와 내부기압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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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의 열적 기계적 거동 해석

3.1 핵연료의 열적 거동 해석  

핵연료와 피복재를 통한 온도 분포 계산은 각 축 방향 노드에서 수행되며 실린더 모양의 핵연

료 소결체의 경계조건(냉각재 입구 온도, 냉각 유효반경, 냉각재 유속 등)들이 사용된다. 단상 

냉각재 엔탈피 증가 모델을 이용한 선형 출력 근사로 냉각재 bulk 온도가 구해진다. 그 후 막 

온도 증가량이 냉각재에서 핵연료봉 표면까지 계산되는데 crud 층을 고려하게 된다. 지르칼로

이 피복재 내부면의 온도는 퓨리에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핵연료 표면의 온도 증가는 환

형의 갭 전도도 모델로부터 구해진다. 최종적으로 핵연료 내부의 온도 분포가 계산된다.

KAOS 코드에서 온도 계산과 관계된 모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축 방향의 열전도는 반경 방향의 열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를 무시한

다. 

- 원주방향의 열전도는 무시한다. (축 방향 대칭 해석)

- 각 시간 간격동안 일정한 경계조건이 유지된다.

- steady 상태의 열 유동이 가정된다.

- 핵연료봉은 원형 실린더 모양으로 냉각수로 둘러 싸여 있다. 

KAOS 코드는 bulk 냉각재 온도를 단상, closed 냉각 채널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계산한다. 

∫ 











+=
z

ep
inb dz

DGC
zqTzT

0

)("4)(
,                       (1)

여기서

)(zTb  = bulk coolant temperature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inT = inlet coolant temperature (K),

)(" zq = rod surface heat flux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W/m
2
),

pC = heat capacity of the coolant (J/kg-K),

G  = coolant mass flux (kg/s-m2),

eD = coolant channel heated diamete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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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의 열함량은(heat capacity)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구해진다:

KzTzT

KzTKzT

KzTKkgJC

bb

bb

bp

588)(},4.979)(8.1{109.21[104.2

588)(544},1031)(8.1{109.21[104.2

544)(,/104.2

35

35

5

≥−×+×=

<≤−×+×=

<⋅×=

−

−

    (2)

피복재의 표면 온도는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 zTzTzTzTzT oxcrfbw ∆+∆+∆+= ,             (4)

여기서 

)(zTw = rod surface temperature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zTf∆  = forced convection film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zTcr∆  = crud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zTox∆  = oxide layer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K),

피복재 외부의 온도는 강제대류나 핵비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EMAXI
에서 다루고 있는 Stovacek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ΔTf(z)를 결정하 다.  

ff hzqzT /)(")( =∆ ,                            (5)

여기서 fh 는 피복재 외부경계면의 열전도도로서 Stovacek의 실험식으로 다으과 같이 

근사된다.

hf=27.6+0.0110×q'+0.00001152×q'
2,                     (7)

여기서

fh = conductance (kW/m2-K) ,

q' = linear heat rate (kW/m) 

crud에 대한 온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r

cr
cr k

zqzT δ)(")( =∆
,                            (8)

여기서

crδ = crud thicknes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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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k = crud thermal conductivity, 0.8648(W/m-K).

KAOS 코드에서는 기존 FRAPCON 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crud는 핵비등 동안 열유
동에 향을 거의 주지않는다고 가정하여 온도계산에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산화막에 
의한 피복재의 온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ox

ox
ox k

zzqzT )()(")( δ
=∆

,                       (9)

여기서 

)(zTox∆  = oxide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zoxδ = oxide thickness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m),

oxk = oxide thermal (W/m-K).

산화막의 두께 (m)는 MAPRO-A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δ ox(z)= 3of 4.976×10
-3
×1.5×t×e

-15660/Tb,              (10)

여기서 t 는 시간(day)이며 Tb는 냉각재 온도(K) 이다. 

피복재 역에서의 온도변화는 실린더 구조에서 정적 열전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ciooc krrrzqT /)/ln()("=∆ ,                       (11)

여기서

cT∆  = cladding temperature drop (K),

or = cladding outside radius (m),

ir = cladding inner radius (m),

ck = temperature and mechanical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ladding 

(W/m-K).

핵연료와 피복재의 갭에서의 온도변화는 갭의 열전도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갭의 열전
도도는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정해진다.: 복사에 의한 열전달, 갭의 기체에 의한 열전달, 
소결체와 피복재가 접촉시 열전달. 이러한 효과를 모두 근사하여 MATPRO-9에서는 
온도에 따른 함수로 가정하여 갭의 열전도도를 제시하 다. KAOS에서는 이 식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갭에서의 온도변화를 정하 다. 

hzqTgap /)("=∆ ,                         (12)

여기서

)(" zq = rod surface heat flux at elevation z on the axis (W/m
2
),

h = gap conductance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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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의 열전도도는 MATPRO-9 모델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gap=(1-F)ho+Fhc

여기서

hgap  : gap conductance (W/m2-K)

h0, hc: non-contact and contact gap conductance (W/m2-K)

F: circumference ratio of pellet-cladding contact part

h0=
Kmix
Δr+δ

Kmix  : thermal conductivity of mixed gas (W/m-K)

KHe =3.366×10
-3T 0.668

KN2 =2.091×10
-4T 0.846

KKr=4.726×10
-5T 0.923

KXe =3.366×10
-5T 0.872

δ: rms surface roughness of pellet and cladding (m) , 4.4E-06 m

Δr  : hot gap width (m)

hc=5×10
-4Pn+

Kmix
δ

P: contact pressure between pellet and cladding (N/m2)

F=
1

100(100Δr/RF)
4+1.429

+0.3

RF: pellet hot diameter (m).

소결체의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열전도 방정식을 풀면 된다. 

∫∫∫∫∫ =⋅∇
Vs

dVxSdsnxTxTk )()(),( ρρ

,                 (13)

여기서

k  = thermal conductivity (W/m-K), 
s  = surface of the control volume (m2), 

nρ= the surface normal unit vector,

S  = internal heat source (W/m3), 

T  =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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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control volume (m3),
x  = the space coordinates (m). 
식(13)은 유한차분법으로 계산되는데 경계조건은 중심부에서는 대칭조건 

( 0|/ 0=∂∂ =xxT )을 이용하며 소결체 외부에서는 위에서 계산된 값으로 주어진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온도계산 역에 대하여 식 (13)의 좌변을 차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11
s
rmrmmm

s
lmlmmm

s

kTTkTTdsnxTxTk δδ −+−≈⋅∇ +−∫∫
ρρ

      (14)

여기서 

).
2

(2),
2

(2 rm
m

rm

s
rm

lm
m

lm

s
lm xx δ

δ
πδδ

δ
πδ +=−=

              (15)

식(13)의 우항도 마찬가지로 근사된다. 

,)( v
rmrm

v
lmlm

V

SSdVxS δδ +≈∫∫∫
                (16)

여기서

).
4

(
2

2),
4

(
2

2 rm
m

rms
rm

lm
m

lmv
lm xx δδπδδδπδ +=−=

       (17)

klm 
Slm 

krm 
Srm 

δlm δrm 

xm-1 xm xm+1 

Figure 2. Region for temperature calculation

식 (16)에서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는 실린더구조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이용하여 선출
력이 다음과 같이 베셀함수의 모양으로 근사된다. 이는 기존 FEMAXI 코드에서 이용
되고 있는 선원항의 근사방법으로 Robertson 방법이다.

S(R)=I0(k⋅R)+
I1(k⋅R1)

K1(k⋅R1)
K0(k⋅R)                 (18)

여기서

I0, I1: The first order and the second order of the first transformed Besse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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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K0, K1 : The first order and the second order of the second transformed Bessel 

function, respectively,

R1 : pellet center hole radius,

R: radial coordinate in pellet,

k: inverse of the neutron diffusion distance (cm
-1
),

k=0.328 (E⋅D)0.8+0.54(0.5/Rp)
0.82×(E⋅D)0.19              (19)

여기서

E: U-235 농축도 (wt %),

D: 소결체 이론 도 (-),

Rp : 소결체 직경 (cm).

식 (14)와 (1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식을 얻을 수 있다. 

,11 mmmmmmm dTcTbTa =++ +−                    (20)

여기서 

.,),(),( v
rmrm

v
lmlmmmmm

s
rmrmm

s
lmlmm SSdcabkcka δδδδ +=−−=−=−=    (21)

식 (20)은 가우스 소거법으로 쉽게 풀 수 있다. 

3.2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 해석

3.2.1 소결체의 기계적 거동해석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적 기계적인 병합(coupling)이 

필요하다. 핵연료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높은 응력이 핵연료내의 급격한 온도변

화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균열과 재배열이 발생한다. 균열은 반경방향과 축방향에

서 모두 발생하지만 반경방향의 균열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간격에서만 존재하던 

기포는 핵연료가 바깥쪽으로 변형됨에 따라 핵연료 속으로 침투하게 된다. 

  핵연료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연료는 팽창하며 핵연료내의 빈공간도 핵분열

생성기체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재료의 표면도 굴곡이 심해지고 핵연료의 반경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팽창 메커니즘 (열적팽창, swelling, 그리고 고 화 등)에 의해 

예상보다 더 낮은 출력에서도 핵연료와 피복재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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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의 균열과 재배열모델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간격의 크기변화와 핵연

료와 피복재와의 반응으로 인한 핵연료 소결체의 직경의 변화의 모델이 필요하다. 

핵연료 표면의 재배열은 간격의 열전도도와 역학적인 반응의 계산에 필요한 갱신된 

핵연료와 피복재의 간격을 제공한다. 또한 압력변화로 인한 핵연료와 피복재사이의 

간격이 핵연료의 소결체사이로 이동하는 현상도 고려한다.        

핵연료와 피복재의 변형을 정확하게 계산하기위하여 핵연료봉의 반응 분석이 필요한

데, 이는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간격에서의 열전달 계수가 핵연료와 피복재 간격크

기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압력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복재내의 응력

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피복재의 파손여부와 이로 인한 핵분열 생성기체의 

누출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KAOS 코드에서는 기존 FRAPCON 코드

에서 다루고 있는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 계산 방법에 따라 응력으로 인한 핵연료의 

변형은 무시하는데 이를 "rigid pellet model" 이라 부른다.

핵연료봉의 변형해석에서는 2가지의 물리적인 상황들이 예상된다. 첫 번째 상황은 핵

연료와 피복재가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 압력차이가 있는 

실린더 모양의 피복재와 특정 피복재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open gap" 조건이라 부른다. 두 번째 상황은 핵연료가 팽창하여 피복재와 접촉한 경

우이다. 핵연료의 열로 인해 피복재는 외부 방향으로 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closed gap" 조건이라 부른다. 또한 이러한 closed gap 조건은 피복재 온도와 높은 

냉각재 압력에 의해 피복재의 휨(creep)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탄성-소성 변형과 다중 축 응력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일 축 해석에서의 고
려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증가된 소성 구조체를 개략적으로 표시하려고 시도
하며, 다중 측 탄성-소성 문제에 널리 이용되는 met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을 사용하여 rigid pellet model에 적용한다. 훅의 법칙에 따라 단일 축의 응

력( 1σ )과 인장( 1ε )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dTE p αεσε 111 /                      (22)

여기서

p
1ε : plastic strain,

E : modulus of elasticity,
α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주어진 응력이력에 따라 결과적인 변형은 위 식과 같이 단순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주어진 일의 강도에 따른 항복강도는 간단한 관계로 계산될 수 있다. 

한편, 다중 축의 응력해석은 그다지 손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단일축 
결과를 일부 이용하거나 소성변형이 발생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소성변형이 발생하
는지와 각 인장 요소에 따른 변형의 분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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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function과 flow rule로 각각 설명된다.  

다중 축 응력 상태에서의 항복 시작을 나타내는 실험적인 증거는 충분하다. 이러한 
증거들은 Von Mises 항복  조건을 설명하는데 응력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항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2
13

2
32

2
21 })()(){(5.0 yσσσσσσσ =−+−+−               (23)

여기서 

iσ : principle stresses (i=1,2,3),

yσ : yield stress.

항복 응력이 변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항복 응력은 소성인장

(plastic strain, 
pε )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등가 소성인장은 다음과 같이 모든 부하

단계에서의 등가소성인장의 증가량의 합으로 표시된다. 

∑= pp d εε                               (24)

등가 소성인장의 각 증가량은 개개의 소성인장의 요소로 표시된다.

2
13

2
32

2
21 )()()(

3
2 ppppppp ddddddd εεεεεεε −+−+−=

      (25)

여기서 

p
idε : principle strain components in principle coordinates (i=1,2,3).

실험을 통하면 항복응력의 범위에서의 압력하에서 소성변형은 부피변화가 없이 발
생한다. 즉,

0321 =++ ppp ddd εεε                               (26)

따라서 단일 축 상태에서는 

0, 321 === σσσσ                           (27)

이므로, 소성 인장 증가는 

ppp ddd 132 2
1 εεε −==

                          (28)

된다. 

따라서, 식 (27)과 (28)을 이용하면 다음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yσσ =                                    (29)

pp dd 1εε =                                  (30)

이리하여 항복응력과 소성인장과의 관계를 단일 축 응력인장 곡선에서 쉽게 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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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소성인장의 증가크기과 등가 소성인장의 증가와의 관계는 
Prandtl-Reuss flow rule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3,2,1,
2
3

== iSdd i
e

p
p

i σ
εε

                       (31)

여기서 

3,2,1),(
3
1

321 =++−= iS ii σσσσ
                  (32)

식 (32)는 소성변형의 기본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성인장증가는 응력차
이에 비례한다. 이러한 비율은 항복함수를 선택으로 결정된다. 

일단 주어진 부하단계에서 소성인장의 증가량이 결정되면 총 인장은 일반적인 
Hook’s Law에 의해 정해진다.

∫++++−= dTd
E

pp
1113211 )}({1 αεεσσνσε
                (33)

∫++++−= dTd
E

pp
2223122 )}({1 αεεσσνσε

                (34)

∫++++−= dTd
E

pp
3331233 )}({1 αεεσσνσε

                (35)

여기서

p
iε : total strain components at the end of the previous load increment (i=1,2,3)

E : modulus of elasticity
ν : poisons ratio

고려되고 있는 문제가 상태적으로 확정적으로 평형상태의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결과적인 소성변형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상태적으로 비확정
적이고 응력과 변형이 동시에 구해질 때에는 비록 부하와 구조를 간단히 가정하더
라도, 전체 소성방정식은 상당히 많게 된다. 따라서 수치적인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
이 method of successive substitutions 이다. 이 방법은 부하의 경로를 많은 조그만 
부하증가로 나누어 고려한단. 예를 들어, 현재 응용에서, 부하는 외부 압력과 온도, 
그리고 내부 압력 또는 피복재의 내면의 변형 등이다. 이러한 부하는 핵연료봉의 
운전 이력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각 부하의 새로운 증가에 대해 모든 소성 
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풀면 된다.

먼저 초기 소성인장의 증가량 (
p

ijdε ) 을 구한다. 이 값을 기초로 평형방정식인 

Hook’s Law와 인장-변형과 양립성 관계식을 탄성문제에 대해 풀게된다. 이리하여 

구해진 응력으로부터 응력변화 ( ijS ) 를 계산한다. 이러한 pseudo-elastic 해는 계산 

방법의 한 줄기가 된다. 이와 독립적으로 가정된 
p

ijdε 값으로부터 등가 소성인장 

(
pdε )을 구한다. 이 결과와 응력-인장 곡선으로부터 등가 응력 ( eσ )을 구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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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새로운 소성인장 증가를 Prandtl-Reuss flow rule에 의해 구하게 된다. 그

리고 총 계산 과정은 
p

ijdε 값이 수렴할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충분히 작은 부하 증가에 대하여 이 방법의 수렴성은 보 으며, 경험적으로 이 방
법은 steady-state나 transient-state 에서 핵연료봉의 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열팽창과 조사 팽윤과 고 화로 인한 소결체의 반경방향의 변형은 free-ring 
expansion model로 계산된다. 이 모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1

d
i

s
irefiT

N

i
iH TTrR εεα ++−+∆= ∑

=                     (36)

여기서

HR = hot-pellet radius (m)

Tiα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the i-th radial temperature (1/K)

iT  = average temperature of i-th radial ring (K)

refT  = reference temperature (K)

ir∆  = width of i-th radial ring (m)

N  = number of annular rings
s
iε  = swelling strain (positive)
d
iε  = densification strain (negative)

핵연료의 고 화(densification)은 근사적으로 최종 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적
인 연소도 또는 노드 평균 연소도가 약 5GWd/MTU 정도 이상에 발생한다. 핵연료
의 팽윤(swelling)은 고체의 핵분열 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열적 팽창
을 나타낸다. 이 값은 연소도에 선형적으로 변하며 6GWd/MTU 정도에서 시작한
다. 제조시 생기는 공극으로 인해 팽윤은 지체되지만 시간당 0.077 volume % / 
GWd/MTU 의 비율로 축적된다. 사용된 이 모델은 고연소도 핵연료에 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연료의 재배열(relocation)에 관한 최적의 모델은 FRAPCON 에서 다루고 있는 모
델로 선출력과 연소도의 함수로 Oguma의 모델과 유사하다. 재배열로 인한 간격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kWLforF
mkWLforFPP

mkWLforFGG

RB

RBFF

RB

/401832
/40)12(28

/201030/

>+=
<+++=

<+=∆

        (37)

여기서

BF = Burnup/5,   for Burnp<5GWd/tU



- 16 -

= 1.0        for Burnup>5GWd/tU

rL = Nodal linear heat generation rate (kW/m)

FP  = 20/)20(5 −RL  

열적 내부적 압력 계산에 사용되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간격의 크기는 핵연료의 재
배열을 포함하는 반면 구조적인 계산에서는 간격의 크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3.2.2 피복재의 기계적 거동해석

Open gap 조건에서 피복재내의 변형과 응력은 특정 내압과 외압으로 이루어진 얇
은 실린더 구조와 균일한 온도분포를 가정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Closed 
gap 조건에서는 외압과 피복재 내면의 반경방향의 변형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변형은 핵연료의 팽창 모델 (팽윤을 포함)로부터 구해진다. 
나아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미끄럼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피복재로 바로 전달된다. 

MATPRO에서 주어진 단일축의 응력-인장 곡선에서, 항복응력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추가적인 모델이 사용된다. 첫번째 모델은 등가 총 인장과 새로 
갱신된 등가 소성 인장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값은 최종 부하증가에서의 주
어진 등가 응력과 등과 소성 인장을 기초로 구해진다. 항복응력의 경화된 값에 의
존하여 부하는 연성(elastic) 또는 소성(plastic)이 될 수 있으며, 무부하는 연성으로 
고려된다. 

핵연료와 피복재의 접촉여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δ+≥ clad
r

fuel
r uu                          (38)

여기서

fuel
ru : radial displacement of fuel (m)

clad
ru : radial displacement of cladding (m)

δ : as-fabricated fuel-cladding gap size (m)

만약에 식(36) 조건을 만족하면 핵연료와 피복재는 접촉(clsoed)하고 있게되며 만족
하지 않으면 비접촉(open)된 상태이다.  접촉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핵연료와 피
복재 사이의 미끄럼이 없다는 가정인 "lockup"상태에서 피복재의 반경변화와 축방
향 인장을 계산하게된다. 이 값들은 얇은 실린더 셀을 고려하는 계산에 사용되는데 
최종적으로 핵연료와 피복재사이의 경계 압력과 새로운 소성 인장과 응력을 산출하
게 된다.

만약에 비접촉 상태(open)의 간격인 경우 실린더 내압과 외압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축방향 대칭 부하와 변형이 가정된다. 부하는 또한 축방향으로는 균일하다고 
가정하며 굽힘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로 한다. 

피복재에서의 힘의 평형방정식은 다음을 만족한다.

t
PrPr ooii −

=θσ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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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io

ooii
z rr

PrPr
−
−

=σ
                              (40)

여기서

θσ : hoop stress (MPa)

zσ : axial stress (MPa)

ir : inside radius of cladding (m)

or : outside radius of cladding (m)

iP : fuel rod internal gas pressure (MPa)

oP : coolant pressure (MPa)

t : cladding thickness (m).

Membrane shell 이론에 의하면, 인장은 중앙면의 변형과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z
w

z ∂
∂

=ε
                                    (41)

r
u

=θε                                       (42)

여기서 r 는 중앙면의 반경을 나타낸다. 셀 이론에 따르면 반경방향의 응력을 무시

하 기 때문에 훕응력( θσ )과 축방향 응력( zσ )은 두께에 따라 균일하게 되며, 반경

방향의 인장은 Poisson 효과로 두께에 따라 균일하게 된다. 응력-인장 관계를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
T

T

pp
z

o

dTd
E θθθθθ αεενσσε )(1

             (43)

∫+++−=
T

T z
p
z

p
zzz

o

dTd
E

αεενσσε θ )(1
             (44)

∫++++−=
T

T r
p

r
p

rzr
o

dTd
E

αεεσσνε θ )(
             (45)

여기서

p
r

p
z

p εεεθ ,, : directional plastic strains at the end of the last load increment

p
r

p
z

p ddd εεεθ ,, : directional additional plastic strain increments which occur due to 

the new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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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

oT : strain-free reference temperature (K)
α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T : current average cladding temperature (K)

E : modulus of elasticity
ν : Poisson’s ratio.

추가적인 소성 인장 증가량은 등가 응력과 Prandtl-Reuss flow rule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1222 })()(){(
2
1

θθ σσσσσ ++−= zze              (46)

i
e

p
p

i Sdd
σ
εε

2
3

=
   for    zri ,,θ=                  (47)

)(
3
1

ziiS σσσ θ +−=
    for    zri ,,θ=             (48)

open gap인경우 최종 부하 증가상태에서는 소성 인장(
p
r

p
z

p εεεθ ,, )은 알려져 있다. 또

한 전체 소성 인장(
pε )도 알고 있다. 

한편, 피복재 내부면의 반경방향의 변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i
trru εεθ 2

)( −=
                              (49)

여기서 첫째항은 중앙면에서의 반경방향의 변형을 나타내며, rε 은 피복재 두께 전

반에 균일한 인장을 나타낸다.

피복재의 두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or tt )1( ε+=                              (50)

여기서 

ot : as-fabricated, unstressed thickness.

최종 단계로 소성인장 증가량을 전단계의 소성인장에 더해주면 새로운 인장을 구할 
수 있다.

p
iold

p
inew

p
i dεεε += )()(        for   zri ,,θ=        (51)

p
old

p
new

p dεεε += )()(                              (52)

Open ga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lose gap의 경우 내부면에서의 길이 변화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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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주어진다.

ri
turu ε
2

)( −=
                              (53)

여기서 

 u : radial displacement of the midplane.

식 (40)에서, θεru =  이고 이를 식 (51)에 대입하면

ri
trru εεθ 2

)( −=
                              (54)

원주방향과 축방향의 응력( zσσθ , )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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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원주방향과 축방향의 응력( zσσθ , )을 행렬로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등가 응력과 총 인장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1222 )()()(
2
1

zze σσσσσ θθ ++−=
                       (56)

{ } 2/1222 )()()(
3
2 p

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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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그리고 Prandtl-Reuss flow 방정식에서 성분별 인장증가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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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부 압력과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압력을 알고 있다면, 훕 응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PrPr ooi −

= int
θσ                            (6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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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축방향 응력( zσ )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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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응력과 인장에 대한 곡선의 식은 MATPRO에 각 온도별로 제공되고 있다. 

KAOS에서의 변형해석은 핵연료와 피복재의 응력(stress), 인장(strain), 그리고 전이

(displacements)로 구성되며 전체 핵연료봉에 대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변형해석에서

는 피복재가 실린더 모양을 변형 동안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핵연료 열팽창, 팽윤

(swelling), 고 화, 그리고 재배열(relocation), 피복재의 열팽창, 크립, 그리고 경화. 

핵분열 생성 기체와 외부 냉각재의 압력 등의 효과를 고려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피복재의 응력과 인장을 결정하게 된다.

3.3 핵연료의 화학적 거동 해석

 핵연료봉의 온도와 변형을 분석한 뒤 기체의 온도와 부피를 이용하여 내부기체의 

압력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핵연료봉의 기체방출, 질소

의 방출, 핵연료의 기포부피 등의 정보를 이용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내부기체는 

완전한 기체법칙을 따르고 핵연료봉 내부의 압력은 어느 곳이나 일정하며 내부균열

에 존재하는 기체의 온도는 핵연료평균온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여러 가지 핵분열

기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Kr, Xe, He과 질소도 고려한다. 질소는 핵연료의 

성형 공정 시 핵연료 격자에 포함된 부분이 방출하는 것이다. KAOS 코드에서는 

기체방출 모델로 ANS-5.4 와 modified Forsberg and Massih 모델을 이용한다. 

3.3.1 핵연료봉의 내부기체압력 반응

핵연료봉 내부의 기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 Perfect gas law (PV=NRT)

  - Gas pressure is constant throughout the fuel rod

  - Gas in the fuel cracks is at the average fue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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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내부 기체압력은 핵연료봉 내의 여러 역에서 perfect gas law를 적용하
여 계산된다. FRAPCON-3에서 계산되는 기체의 부피 역은 hot plenum, gap, 
annulus, crack, disk, porosity, roughness, 그리고 소결체 간의 역이다. 따라서 이
들을 고려한 내부 기체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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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 rod internal pressure , Pa

M : total moles of gas

R : Universal gas constant, 8.34 J/mole-K

N : number of axial nodes into which fuel rod is divided for numerical solution
n : axial node number 

pp TV , : plenum volumes and temperatures

gg TV , : nodal gap volumes and temperatures

chch TV , : nodal central hole volumes and temperatures

crcr TV , : nodal crack volumes and temperatures

porpor TV , : nodal open-porosity volumes and temperatures

rfrf TV , : nodal roughness volumes and temperatures

ii TV , : nodal interface volumes and temperatures

여러 역의 부피에 따른 온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plenum 온도는 피복재 상부 온도와 핵연료 온도에 의존한다.

  - gap의 온도는 피복재 내부와 핵연료 외부 표면의 온도의 평균값이다.

  - Annulus 온도는 핵연료 노드의 중앙 온도이다. 

  - Crack 온도는 소결체 표면 온도와 재구성된 핵연료 반경에서의 온도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 Open porosity 온도는 소결체의 평균 온도이다.

  - Dish 온도는 소결체의 평균 온도이다.

  - Roughness 온도는 갭의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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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결체 경계의 온도는 평균오도와 소결체 표면의 온도의 평균이다.

계산 시간 단계별로  각 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피 비율을 구하게 된다. 기체의 
압력 계산에 필요한 기체의 생성량과 기공의 부피, 그리고 기공의 온도는 추가적인 
모델에서 구해지게 된다.

3.3.2 핵분열 기체 생성

주요한 확산 기체의 발생률은 주어지며, 축방향 노드에 따라 연소도에 의존하는 핵
분열 기체의 총생성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
100

)()()( XeHeKr
v

PRPRPR
A

zVFzBUzGPT ++=
            (65)

여기서

)(zGPT : total fission gas produced at z (mole)

)(zBU : burnup at z (fission/cc)

)(zVF : fuel volume (cc)

vA : Avogadro’s number

Pr : fission gas production rate (atoms/100 fissions) for Kr, He, and Xe

모든 핵분열 생성기체는 다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핵연료 내에 갇히
며, 어떤 부분의 기체는 핵연료와 피복재 갭 역으로 방출된다. 다지 방출된 역
만 핵연료봉 내부 기체의 압력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3.3.2 핵분열 기체 상수

KAOS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핵분열 기체 상수모델은 White and Tucker 모델로 
온도 역에 따라 변화가 있다. 이 모델은 FRAPCON에서 다루고 이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확산계수 D ( m2/s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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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핵연료봉 기체 방출

KAOS 코드에서 사용되는 기체 방출 모델은 핵분열 기체 간단히 기존의 Booth 모
델을 변경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핵분열 기체 방출모델의 기본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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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여러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에서 다루고 있다. 

기존의 Booth 모델은 구형 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생성량과 특성에 근거한 기체의 
확산방정식에서 시작한다. 이에 원자로내에서의 확산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시된다.

∂C
∂t
=y F ̇+D 1

r2
∂
∂r (r

2 ∂C
∂r )-λC                 (67)

여기서 

C : gas concentration,

y: fission yield,

F ̇: fission rate,
D : diffusion coefficient,

λ : decay constant.

t : time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0),(
0)0,(

=
=

taC
rC

                              (68)

안정핵종에 대해 고려하면 기체 원자의 flux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J=y F ̇(2( Dtπ )
1/2

-
Dt
a )                         (69)

기체 방출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f=
4
π (
D t

a
2 )

1/2

-
3
2 (
D t
a )                        (70)

두 번째 항은 무시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기체방출률은 다음과 같다.

f=
4
π (
D t

a
2 )

1/2

                       (71)

포화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입자 경계에는 기체가 축적되는데 이러한 포화상태 단계
에서 기체는 방출된다. 포화 역의 기체 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ext

B

c
s P

rTK
VrFN γ
θ

θ 2
)(sin3

)(4
2

                   (72)

여기서

θ  : dihedral half-angle = 50O          

BK  : Boltzmann constant = 1.38E-23 J/K

γ  : surface tension = 0.6 (J/m2) 

cV : critical area coverage fraction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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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bubble radius = 0.5 mircrons 

F(θ)=1-1.5cosθ+0.5cos 3θ

extP  : external pressure on bubbles = gas pressure (Pa) 

 

4.  KAOS 코드의 입력모형 및 계산 결과

4.1 KAOS 코드의 입력

입력파일은 “kaos.in" 이며, KAOS 코드는 주석과 그 아래 입력을 기입하면 된다.

주석 (2줄): 초기 코드 설명, 옵션설명

iopt : fuel option (0: UO2, 1: DUPIC)

주석 (1줄)

gr: grain size (micrometer)

주석 (1줄)

clad_ri : inner radius of cladding (cm)

clad_ro : outer radius of cladding (cm)

주석 (1줄)

pellet_ri : inner radius of pellet (cm)

pellet_ro : outer radius of pellet (cm) 

pellet_h : height of pellet (cm)

주석 (1줄)

uenr : U-235 enrichment (-)

thden : theoretical density (-)

주석 (1줄)

pint : internal pressure of rod (MPa)

plen_vol : plenum volume (cm
3
)

주석 (1줄) 

cool_temp : coolant temperature (K)

cool_pres : coolant pressure (MPa)

주석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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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_flx : coolant mass flux (kg/s/m
2
)

pitch : coolant pitch radius (cm)

fastflx : reactor fast flux (n/cm
2
)

주석 (1줄)

hist: number of power history

주석 (1줄)

day(I), I=1,hist : time history (day)

lhr(I), I=1,hist : linear heat rate (w/cm)

4.2 KAOS의 예제 입력모형 및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예제입력으로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5차 조사시험을 토대

로 입력을 작성하 다. 

/* DRY PROCESS FUEL Performance

/* IOPT=0(UO2), 1(DUPIC)

1 

/*grains size(micro meter)

10. 

/* cladding inner/outer radius(cm)

0.540     0.606       

/* pellet radius(i/o), length of pellet (cm)

0.065   0.524    1.16

/* U-235 enrichment, theoretical density

0.014      0.95      

/* internal pressure(MPa), plenum vol(cm^3)                                             

0.1       1.0 

/* coolant temp.(K), coolant pressure (MPa)

313.  0.4

/* coolant mass flx(kg/s-m^2),pitch(cm),fastflx(n/cm^2)

11600.  1.46  2.4E+13

/* power history number

34

/* time(day),linear heat rate(W/cm)

0.001              256.60   

2.57               272.41   

5.70               285.74   

12.80              305.34   

14.90              320.62   

18.10              349.03   

18.20                0.01  

28.03                0.01  

28.20              237.14   

28.49              241.39  

29.28              271.32  

31.99              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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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0.01   

33.24               0.01   

33.41              271.32  

37.34              291.16  

43.40              344.11  

44.10              344.05  

45.70              383.53  

47.25              383.53  

47.27                0.01  

55.95                0.01  

56.70              239.24  

56.71              236.86  

56.75              236.86  

56.76                0.01  

57.75                0.01  

57.88              259.07  

58.00              259.07  

63.70              271.55  

70.40              326.53  

71.30              326.45  

73.70              355.18  

75.24              355.18

  Figure 3은 입력으로 사용된 날짜에 따른 평균 선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출력이

력 변화가 매우 심하며 운전중 갑작스러운 기상이변과 계통 문제로 정지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출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중심온도는 Figure 4에 나타나 있

다. KAOS 코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FRAPCON 코드와 비교하여 나타

내었으며 측정온도도 같이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KAOS 코드는 기존 

FRPACON 코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온도와 비교하

여 큰 차이없이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피복재 외부의 온

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코드의 결과에서 보듯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Figure 6은 피복재의 원주방향의 응력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유사하게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피복재 외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8은 소결체와 피복재의 간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소도가 낮아 외경의 

변화는 거의 볼수 없지만 간격은 FRAPCON 코드와 KAOS 코드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에 이용된 모델의 차이에 기인한다. Figure 9는 갭

의 열전도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갭의 간격의 차

이와 관련이 있다. Figure 10은 핵연료봉 내부의 압력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후 다른 핵연료봉 성능평가 코드와 검증 계산을 

통해 KAOS 코드를 검증할 예정이며 모델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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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평가 코드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된 KAOS 코드에 대한 특성 및 입력 모형을 다루고 있다. 또한 건식재가공핵

연료의 5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대상으로 기존 FRAPCON 코드와 비교 계산을 수행

하 다. 온도 및 기본적인 기계적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 다. 추

후 보다 세 한 검증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출력변화가 급격한 천이계산도 

KAOS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갱신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열적/기

계적 모델을 고려한 KAOS 코드시스템은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기본적인 노내 거동

을 예상하는데 충분히 적용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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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미래의 원자력시스템인 GEN-IV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핵연료는 핵확산저항성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고려한 “Dirty Fuel”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핵

연료주기와 관련된 미래형 핵연료의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성능

평가시험과 더불어 전산 해석 체계를 통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개념의 건식 재가공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와 비교

하여 핵분열생성물들이 불순물로 잔존하여 핵연료 성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

으로 예상한다. 이의 성능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로 기존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시스

템을 기초로 하여 KAOS 코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 다. KAOS 코드는 C 언어로 

구성되었으며 연소도에 따른 건식재가공 핵연료봉의 정상 상태 거동을 모사한다. 여

기에는 시간에 따른 핵연료봉의 출력과 경계조건에 따른 온도, 압력, 그리고 변형 등

을 계산한다. 향후 KAOS 코드시스템은 천이상태 해석 및 원자로 사고 상태에서의 

핵연료봉 거동 해석을 위해 계산 모듈을 확장할 예정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건식재가공 핵연료, KAOS, 입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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