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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세계 연구로의 노후화와 하나로의 이용수요 포화에 따른 향후 국, 내외의 연구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의 새 연구로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제의 초기 업

무로서 새 연구로의 노심 개념 선정을 위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IAEA의 

세계 연구로 현황에 대한 검토와 하나로의 경험 등을 토대로 노심설계 요건을 설정

하 고, 다양한 형태의 노심을 구성하여 주로 중성자속과 임계도 관점에서 각 노심

의 성능을 평가하 다. 핵연료로는 현재 차세대 연구로용 핵연료로 U-Mo 핵연료가 

국제적으로 인증시험이 수행중이지만 조기 실용화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미 성능

이 입증된 U3-Si2 계열의 핵연료를 사용하기로 하 고, 그 형태로는 하나로를 통해 

충분히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저농축 봉형을 택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노심 구성 제안과 각 노심에서의 중성자속의 크기를 

비교하 다. 노심 종류는 크게 유동관의 유무에 따라 나누고, 유동관이 없는 노심으

로는 조 노심, 다중노심, 알루미늄 블록 노심을 분석하 다. 유동관을 사용한 노심

으로는 노내 조사공이 1개 있는 노심과 3개 있는 노심, 환형노심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크기는 노심에서 2.8E13 

n/cm
2
‧s/MW, 반사체 역에서 2.2E13 n/cm

2
‧s/MW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존하

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출력대비 열중성자

속이 가장 높은 원자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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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needs of new research reactors, a project 

has been launched, of which goal is the development of a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As one of the initial stage activities, various kinds of core 

configurations have been considered and preliminary analyses on them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highest performance concept. The calculation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nuclear design requirements established based on IAEA 

reports and the experiences of HANARO design and operation. A rod type of 

U-Si fuel with low enriched uranium was used as a fuel for the core of new 

core configurations considered. It is because the U-Mo dispersion fuel which is 

internationally under qualification seems to need several more years to be 

qualified for actual use while the rod-type U-Si fuel has been partly qualified.  

   The core configurations considered in this report may be classified two 

category; cores with and without flow tubes. Namely a compact core, multi core, 

and Al block core are categorized into the core concept with flow tube, and that 

without flow tube includes a core with one or three in-core irradiation holes and 

the annular core concepts. The analyses showed that we could get the thermal 

flux level of up to 2.8E13 n/cm
2
‧s/MW in the core and 2.2E13 n/cm

2
‧s/MW in 

the reflector with resonable amount of excess reactivity. This would be one of 

highest flux levels that LEU fuel research reactors can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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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AEA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여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운전되

고 있으나 이 가운데 운전 이력이 30년 이상인 연구로는 약 60%, 20년 이상인 연구

로는 약 80%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로의 수명을 40년 정도로 가정하면, 

2010년대에는 연구로의 수가 현재의 약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새로운 연구로의 건설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는 1995년 최조 임계에 도달한 30MW 출력의 하나로를 건설, 운 해오고 있으며 

출력운전이 시작된 이후 이용자 및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현재의 추

세를 고려하면 2010년대에는 연구로 이용요구가 하나로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로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기술수준의 한 단

계 도약과 연구로 설계 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내 고유모델의 연구로 

설계를 착수하게 되었다. 새로운 연구로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핵확산 저항

성 등 제 4세대 원자로가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연구로는 앞으로 수년 후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다양한 기반 기술을 확립하

는데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킴으로써 해외 진출이 가능하거나 국내의 차세대 연구

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업적,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출력대비 중성자속이 현재의 하나로 보다 높고 미래의 연구로 활용분야를 충분

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사공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미래의 연구로는 동위원소생산, 재료 시험 등의 특수 목적을 

가진 전용연구로, 중성자속이 매우 높은 고성능 연구로 및 냉중성자원 등의 중성자 

빔 이용 실험 설비가 잘 갖추어진 연구로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초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

국이 아닌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과 과학 및 산업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앞

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연구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

을 것을 보인다. 따라서 새 연구로는 기본적으로 해외진출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연구로이면서 출력대비 중성자속이 높은 연구로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출력대비 중성자속이 높아 다양한 연구로 활용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이용시설을 가질 수 있으면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하나로 보다 핵연료 주기길이

가 길고 핵연료 연소도가 높은 노심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개념노심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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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핵설계 기준

2.1 노심설계변수

임계도(k-eff)

  노심의 임계도는 평형노심 BOC에서 1.09이상, EOC에서 1.0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 핵연료 노심에서 대략 1.20 이상의 임계도를 만

족하여야한다. 신 핵연료 노심에서는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이고 핵연료 모두 

새 핵연료이기 때문에 평형노심 BOC보다 임계도가 110mk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심의 출력을 20MW, 운전 주기

를 28일로 가정하 을 경우이고, 노심의 출력을 10MW로 가정할 경우 90mk의 초과 

임계도가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열중성자속 또는 출력대비 중성자속

  연구로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는 중성자속이다. 현재 출

력대비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연구로는 독일의 FRM-II로서 U-235의 농축도가 

93%인 고농축우라늄의 휜 판형 연료(involute plate fuel)를 사용하며 출력대비 열중

성자속은 최대 4.0E13 n/cm
2
‧s/MW이다. 그러나 핵비확산협약에 따라 U-235 농축

도가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심한 제약을 받으며, 20% 미

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써서 최대의 성능을 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ANL(Argon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FRM-II에 고농축우라늄이 사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FRM-II 노심에 대하여 계산한 적이 있

으며, 이 노심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은 2.5E13 n/cm
2
‧

s/MW이다.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출

력대비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원자로는 판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호주의 OPAL이

며, 이 원자로에서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최대 2.0E13 n/cm
2
‧s/MW이다. 따라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은 현재 건설 중인 호주 OPAL의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인 2.0E13 n/cm
2
‧s/MW 와 비교하여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값은 실험공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열중성자속을 기준한 것으로서 연구로의 노심 성능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중 

하나이다.

기타 중요변수

  기타 중요변수로는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최대 첨두 출력 인자

는 3.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 운전주기는 28일 이상, 핵연료의 평균 연소도

는 50% U-235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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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연료 선정

  대부분의 연구로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된다. 이를 위해 노심을 가능하면 조 하게 구성하고 핵연료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 핵연료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고농

축 핵연료는 핵무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핵 비확산을 위해 1978년부

터 미국 주도의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프

로그램을 통해 저 도의 고농축 핵연료를 대신할 고 도의 저농축(LEU, Low 

Enriched Uranium) 핵연료를 개발하여 왔다. 1996년부터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와 관련하여 U-Mo 핵연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시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U-Mo 핵연료 입자와 Al 기지물

질의 심한 상호 반응으로 가까운 시일 내 U-Mo 핵연료의 실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상호반응을 억제하는 등 U-Mo 핵연료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

다. 이와 따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U-Mo를 기준으로 노심개념 연구를 진행

하던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핵연료를 기존에 성능이 입증된 U3Si2 계열의 핵연료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사용할 핵연료의 선

정을 위해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형태, 판형, 

튜브형 및 봉형의 핵연료에 대해 핵연료 재료 및 제조, 핵적 및 열수력적 특성, 기

계 구조적 측면과 하나로 기술의 적용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세 가지 형태의 핵연료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노심의 성

능, 안전성과 이용성에 큰 차이가 없으면 가능한 하나로의 경험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성과 개발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 다.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핵연료를 하나로와 같이 붕형 핵연료를 사용하여 노심을 구

성하면 하나로를 통해 얻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런

데 봉형 핵연료는 직경을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 U-Mo 핵연료와 같이 고 도

의 핵연료를 적용하면 연료봉 당 우라늄 장전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동일한 핵

연료 장전량으로 노심을 구성할 때 집합체의 장전수가 적어짐을 의미하며, 이에 따

라 노심 총 핵연료 유효길이가 짧아져 노심 평균 선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

다. 노심 평균 선출력이 높아지면 노심 첨두 출력 인자(total peaking factor)가 동일

할 경우 핵연료봉의 중심온도가 더욱 더 높아지게 되어 열수력적으로 매우 불리해

진다. 만일 이와 같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를 많이 장전하여 노심 

평균 선출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면, 노심이 커져서 반사체 내의 중성자속이 떨어진

다. 그러나 고 도 U-Mo 핵연료의 사용이 불투명해지고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핵연

료를 기존에 성능이 입증된 U3Si2 계열의 핵연료로 변경함에 따라 봉형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나로의 경험

과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과 개발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U3Si2 계열의 봉형 

핵연료를 이용한 개념노심 연구를 수행하 다.



- 4 -

  연구용 원자로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중성자속 분포는 

핵연료와 노심 구성에 크게 향을 받는다. 실제로 현재 운 중인 연구로는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핵연료와 노심구성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고성능의 연구로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가장 바람직한 핵연료 선정과 최적노심을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봉형 핵연료를 이용

하여 충분한 반응도를 확보하며 반사체에서 출력대비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노심구성 방안에 대하여 개념설계 차원에서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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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관 없는 노심

  열중성자를 주로 이용하는 연구로에서는 노심을 중수 등의 반사체로 둘러싸서 반

사체 역에서 높은 열중성자속을 갖도록 한다. 반사체 역에 실험장치를 설치하

는 것이 노심에 설치하기보다 쉽고 공간도 넓으며, 실험이 원자로 운전에 미치는 

향도 작기 때문이다. 이때 노심에서 발생한 고속중성자가 최대한 반사체로 누출

되도록 설계하면 반사체 역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노심에서의 열중성자속보다 

훨씬 높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의 임계 유지와 안전한 냉각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핵연료, 냉각재, 제어재를 제외한 다른 물질이나 실험 장치를 노심 내부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결국 노심의 부피는 최소화되고, 노심의 단위 부피당 핵연료 장전량은 

최대화되므로 반사체에서 출력대비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유

동관을 제거하여 노심의 부피를 줄인 노심 구성 방안을 제안하 다.

3.1 유동관 제거노심

3.1.1 노심 제원 및 구조

  하나로 36봉 표준핵연료 집합체 19개를 이용하여 그림 3-1과 같이 유동관 제거노

심을 구성하 다. 이때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는 최 외곽 감축연료봉을 없애고, 표준

연료봉만 사용하 고 CT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료봉은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표준

연료봉과 동일한 도 3.15gU/cc의 U3Si-Al 연료를 사용하 으며, 연료봉의 심재 

직경(meat diameter)은 6.35mm 이다.

  격자 계산 시 각 연료봉 및 집합체 경계에서도 육각형 배열 구조를 가질 수 있도

록 그림 3-2와 같이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 다. 각 집합체의 face-to-face 길이는 

72.4 mm로 현 하나로 유동관을 적용한 74.4 mm보다 2 mm 작다. 이때 노심 내벽

과 핵연료집합체 사이의 최단 거리는 2 mm이다.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

념을 적용하 다. 제어봉의 경우에도 하나로에서는 핵연료집합체를 감싸는 관형이

지만 유동관 제거노심에서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반사체 내벽과 핵연료 사이에 두

께 5 mm의 갈매기 형태의 Hf 판형 제어봉을 120° 간격으로 3개두며, 제어봉 아래

에는 알루미늄 지지대를 부착하여 제어봉이 빠진 자리에는 알루미늄이 차지함으로

써 핵연료와 반사체 사이에 냉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시켰다. 이때 제어봉

과 안내관 사이의 H2O gap은 1 mm 이다. 노심의 출력은 20MW이고 기타 제원은 

하나로와 동일하다. 표 3-1에는 노심에 대한 제원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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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동관 제거노심의 구성

표 3-1. 유동관 제거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9/0

684

U3Si-Al(3.15gU/cc) 

39.0 kg

3

4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Standard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Pitch

Cladding thickness

Rod

2.051 kg

0.405 kg

Zir.-4/4.5 mm

36

3.175 mm

12 mm

0.4 mm

그림 3-2. 유동관 제거노심의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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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계산결과

하나로의 표준핵연료 집합체 19개로 유동관을 제거하고 노심을 구성했을 경우에 대

하여 노심 임계도와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을 계산하 다. 계산결과 노심 임

계도는 신핵연료 노심, ARO 상태에서 1.268로 설계요건을 만족시켰으나, 제어봉을 

완전 삽입했을 경우에 노심의 임계도가 1.14로 1 이상을 유지하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은 1.5E13 n/cm
2
‧s/MW로 계산되었

다. 이는 현존하거나 건설되고 있는 연구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가

장 높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갖는 연구로인 호주 OPAL의 2.0E13 n/cm
2
‧s/MW 

보다 약 25%가량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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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 노심

  조 노심의 구성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더욱 높이는 새로운 노심구조이다. 

RERTR 프로그램에서는 핵연료 자체의 도를 높여서 노심의 단위 부피당 우라늄 

장전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로 연구하여 왔다. 이에 비하여 조 노심은 노심의 기

하학적인 구조를 다르게 하여 노심에서 핵연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이다. 조 노심은 노심에서 핵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게 하여 노심 부피를 

기존의 연구로보다 더 줄임으로써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극대화 시킨

다. 이로 인해 반사체에서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비율이 높은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심구성이다. 부가적으로는 Involute fuel plate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쉽게 노심내 핵연료 도 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3.2.1. 노심 제원 및 구조

  조 노심은 그림 3-3과 같이 도 4.8 gU/cc의 U3Si2-Al 표준 연료봉 총 384개로 

구성된 단일집합체 노심이다. 노심 부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동관(flow tube)을 

제거하 으며, 노심 중심과 각 꼭지점의 모두 7 개의 supporting rod로 노심을 지지

한다.

  연료봉은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연료봉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핵연료 분말의 조성, 

핵연료 심재내 우라늄 비율, 연료봉간 거리 등은 다를 수 있다. 본 계산에서는 기존

의 도 3.15gU/cc의 U3Si-Al과, 도 4.8gU/cc의 U3Si2-Al의 두 가지 핵연료를 적

용하여 계산하 다. 연료봉간 거리(Pitch) 또한 12 mm, 11.8 mm, 11,5 mm, 11.0 

mm로 변화시켰을 때 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노심 연소주기를 알아보기 위해 그

림 3-4와같이 WIMS 코드를 이용하여 조 노심을 모델링하고 노심 연소가능일을 

계산하 다.

  제어봉과 정지봉은 유동관 제거노심과 같이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지봉

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제어봉의 경우에도 하나로에서는 핵연료 

다발을 감싸는 관형이지만 조 노심 에서는 반사체 내벽과 핵연료 사이에 두께 4 

mm  Hf 판형인 제어봉을 육각 노심 알루미늄 내벽 바깥쪽에 120° 간격으로 3개두

며, 제어봉 아래에는 알루미늄 판을 붙여서 제어봉이 빠진 자리에는 알루미늄이 차

지함으로써 핵연료와 반사체 사이에 냉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한다. 표 3-2

에는 노심에 대한 제원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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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조 노심의 구성

표 3-2. 조 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10 MWth

1

384

U3Si-Al(3.15gU/cc) / U3Si2-Al(4.8gU/cc)

39.0 kg

3

4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Standard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Pitch

Cladding thickness

Rod

2.051 kg

0.405 kg

Zir.-4/4.5 mm

384

0.65 mm

12.0 / 11.8 / 11.5 / 11.0 mm

0.4 mm

그림 3-4. 조 노심 WIMS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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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계산 결과

  조 노심에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한 도 3.15gU/cc의 U3Si-Al와 도 4.8gU/cc

의 U3Si2-Al의 두 가지 핵연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3-3과 표 3-4에 나누

어 정리하 다. 또한 연료봉간 거리(Pitch) 또한 12 mm, 11.8 mm, 11.5 mm, 11.0 

mm로 변화시켰을 때 노심 임계도, 최대 열중성자속, 연소가능일의 변화를 함께 비

교하 다.

표 3-3. 조 노심 계산결과(3.15gU/cc)

U 도 3.15 g-U/cc

Pitch (mm) 12.0 11.8 11.5 11.0

유효 노심 반경 (cm) 12.5 12.3 12.0 11.5

K-eff (fresh) 1.19043 1.18782 1.16551 1.14280

최대열중성자속

(×10
14
 n/㎠sec at 10 MW)

3.47 3.51 3.69 3.91

연소가능일

(k-eff > 1.05 at EOC)
80 80 60 40

표 3-4. 조 노심 계산결과(4.8gU/cc)

U 도 4.8 g-U/cc

Pitch (mm) 12.0 11.8 11.5 11.0

유효 노심 반경 (cm) 12.5 12.3 12.0 11.5

K-eff (fresh) 1.22223 1.21923 1.19457 1.17055

최대열중성자속

(×10
14
 n/㎠sec at 10 MW)

3.26 3.32 3.48 3.67

연소가능일

(k-eff > 1.05 at EOC)
105 100 85 70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도 3.15gU/cc 핵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노심 임계도가 

모두 1.2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심의 임계도 1.20을 만족시키는 노심구성 

중에서는 도 4.8gU/cc의 U3Si2-Al 핵연료를 사용하고 연료봉 사이의 간격(pitch)

을 11.8 mm로 유지했을 때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이 가장 높은 3.32E13 

n/cm
2
‧s/MW을 얻을 수 있었고, 10 MW 출력으로 약 100일간 운전할 수 있었다. 

비교대상 노심인 FRM-II의 경우에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이 4.0E13 

n/cm
2
‧s/MW이며, 20 MW에서 약 50일간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FRM-II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일 조 노심 개념에서도 FRM-II와 같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면 노심의 부피가 한층 줄어들고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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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계산하지 않았다. ANL에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여 최대 열중성자속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FRM-II 모형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면 출력대비 열중성자속

의 최대값이 2.5E13 n/cm
2
‧s/MW이며, 32 MW에서 약 50일간 운전할 수 있다. 따

라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involute plate fuel을 사용하는 노심보다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더 높다. 또한 판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조 노심 개념을 적용한 호주 

OPAL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인 2.0E13 n/cm
2
‧s/MW과 비교하여 약 1.6배 높

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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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중노심

  다중노심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봉형 핵연료를 이용하여 출력대비 높은 열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작은 노심 여러개로 전체노심을 구성하여 노심 내부와 노심 

외곽 부분의 반사체에서 넓은 이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심구성이다. 현재 하나

로 핵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봉형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재질 및 제원을 이용한 조

노심을 작은 노심으로 하고, 이들 작은 노심 여러개를 반사체 탱크 내에 배치하

여 전체노심을 구성한다. 이는 각각의 노심으로부터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높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노심 중심부의 넓은 역에서 얻을 수 있으며, 조사장

치의 설치에 따라 높은 고속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중노심은 작은 노심

의 수를 증가시켜 노심의 최대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다양한 출력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일부의 노심만 운전이 가능한 노심 형태이다.

3.3.1 노심 제원 및 구조

  다중노심은 그림 3-5와 3-6과같이 하나의 커다란 중수 반사체 탱크에 4개 또는 2

개의 유동관을 배치하고 그곳에 작은 노심을 장전하여 전체노심을 구성한다. 각각

의 작은 노심은 그림 3-7과 3-8과같이 앞서 언급한 조 노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다

중노심은 각각의 조 노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높은 중성자속이 노심 내부의 넓

은 반사체 역에서 중첩되므로 출력대비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각 노심은 하나로와 동일한 도 3.15gU/cc의 U3Si-Al 봉형 핵연료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한 조 노심은 384개의 연료봉으로 노심이 구성되나 다중노심은 작

은 노심의 개수를 조절하여 전체 노심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작은 

노심의 연료봉 개수를 210개와 162개로 줄여서 노심을 구성하 다.

  다중노심은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두지 않고, 각각의 조 노심에 삽입되는 Hf 

제어판을 이용하여 노심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그리고 노심 사이의 간

격은 각 노심이 중첩되는 부분의 열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도록 정하여 출력대비 높

은 열중성자속을 얻는다. 표 3-5에는 전체노심과 전체노심을 이루는 작은 노심 각

각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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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다중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Number of fuel rods 162 210

Fuel rod radius (mm) 3.175 3.175

Cladding thickness (mm) 1.003 1.003

Absorber plate thickness (mm) 4 4

Pitch (mm) 12 12

Core Type A B C D

Number of small core 4 2 4 2

Number of fuel rods 648 324 840 420

Number of CAR/SOR 12 6 12 6

Total U loading (kg) 69.1 34.5 89.4 44.7

Core distance from C/L (cm) 28 24 32 28

    

그림 3-5. 20MW 다중노심 구성

     
그림 3-7. 162봉 조 노심 

구성

그림 3-6. 10MW 다중노심 구성

그림 3-8. 210봉 조 노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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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계산결과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한 도 3.15gU/cc의 U3Si-Al 핵연료를 이용하여 다중노심

을 구성하고 노심 임계도 및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을 계산하 다. 표 3-6에

는 다중노심의 노심 타입별 계산결과를 정리하 다.

표 3-6. 다중노심 계산결과

Core Type K-eff
Max. flux to power ratio (n/cm

2
‧s/MW)

Inner reflector Outer reflector

A 1.22 3.15E13 1.80E13

B 1.15 3.50E13 2.30E13

C 1.25 2.70E13 1.50E13

D 1.18 3.15E13 2.05E13

  계산결과 162봉 조 노심 2개로 10MW 다중노심을 구성한 노심타입 B의 출력대

비 열중성자속이 노심 내부 반사체에서 3.50E13 n/cm
2
‧s/MW, 외부 반사체에서 

2.30E13 n/cm
2
‧s/MW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대상 노심인 저농축우라늄을 사용

한 FRM-II 노심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 2.5E13 n/cm
2
‧s/MW와 비교하여 훨

씬 높은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involute plate fuel을 사

용하는 노심보다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더 높다. 현존하거나 건설되고 있는 연

구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가장 높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갖는 연

구로는 호주의 OPAL이다. OPAL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판형 핵연료를 이용하

여 반사체에서 2.0E13 n/cm
2
‧s/MW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을 얻는다. 따라서 

이보다는 노심 내부 반사체에서는 약 1.8배, 노심 외부 반사체에서는 약 1.2배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는 저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현존 연구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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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고속중성자공 설치

  다중노심은 각각의 조 노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높은 중성자속이 노심 내부의 

넓은 반사체 역에서 중첩되므로 출력대비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으며, 조사

장치의 설치에 따라 높은 고속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중노심에서의 고

속중성자공 설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중노심의 각 노심 중심부와 노심 내부 

반사체에 고속중성자 조사공을 설치하고 중성자속 분포를 계산하 다.

  다중노심에서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역은 각 노심의 내부와 노심 내부 

반사체이다. 이곳에서 고속중성자속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속중성자 

조사공을 설치하 다. 각 노심의 내부에 고속중성자공을 설치하기 위해 그림 3-9와 

같이 다중노심의 210봉 노심 각각의 중심부에서 36개의 연료봉을 제거하고 육각형 

모양의 고속중성자 조사공을 설치하고 Al 더미(dummy)로 채웠다. 이때 노심 내부 

고속중성자 조사공을 채운 Al 더미의 길이는 그림 3-10과 같이 핵연료봉의 길이와 

같다. 그리고 노심 내부 반사체에 고속중성자공을 설치하기 위해 그림 3-11과 같이 

중수를 제거한 void 상태의 팔각형 고속중성자 조사 역을 설치하 다. 이때 고속중

성자 조사 역의 축방향 길이는 그림 3-12와 같이 40cm 이다. 핵연료는 도 

4.8gU/cc의 U3Si2-Al을 사용하 다. 기존의 210봉 조 노심을 이용한 다중노심에서

는 도 3.15gU/cc의 U3Si-Al 핵연료를 사용하 으나, 고속중성자공을 설치한 다중

노심에서는 각 노심에서 36개의 연료봉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라늄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의 도를 높여서 줄어든 핵연료의 양을 보충하 다.

  

그림 3-9. 다중노심의 노심 내부 

고속중성자공 반경방향모델
그림 3-10. 다중노심 노심 

내부 고속중성자공 축방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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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다중노심 내부반사체에서의 

고속중성자공 설치 반경방향모델

3.3.4. 계산 결과

  고속중성자 조사공을 설치한 이후의 기본적인 노심 특성의 변화를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표 7에 정리하 다. 표 3-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속중성자공 설치 이

후의 임계도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 다. 노심 외부 반사체에서의 열중성자속

은 20MW로 운전했을 때의 결과이며, 조사공 설치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결과

를 보 다.

표 3-7. 고속중성자 조사공 설치 후 노심 특성 변화

K-EFF 최대출력
내부반사체   

최대 열중성자속

외부반사체   

최대 열중성자속

설치 전 1.22230 28MW 5.9E14 3.3E14

설치 후 1.16048 23MW - 3.5E14

  그리고 내부 반사체 역에 설치한 고속중성자 조사 역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전체노심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방향으로는 2cm의 동심

원 간격으로 조사공 역을 나누어, 0.1MeV 이상의 반경방향 고속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2. 다중노심 내부반사체에서의 

고속중성자공 설치 축방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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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내부반사체 고속중성자공에서의 반경방향 

고속중성자속 분포

반경방향 0.1MeV 이상 고속중성자속 분포 (Z=0)

1.00E+14

1.05E+14

1.10E+14

1.15E+14

1.20E+14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반경방향 거리 (cm)

고
속

중
성

자
속

 그림 3-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 반사체 역에서의 0.1MeV 이상의 고속중

성자속은 1.0E+14 n/㎠・sec 이상을 얻을 수 있었고, 내부 반사체 역에서 가장 낮

고 각각의 노심에 근접할수록 높은 고속중성자속 분포를 보 다. 따라서 내부 반사

체 역에서 보다 균일하고 높은 고속중성자속을 얻기 위해서는 노심간의 간격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전체노심의 임계도가 

1.16으로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다중노심의 노심간 거리를 줄여가며 계

산하여 노심간 거리에 따른 고속중성자공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변화를 정리하 다.

  전체노심의 중심과 각 노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32cm에서 20cm까지 4cm씩 줄

여가며 계산하고, 이때의 기본적인 노심 특성변화를 표 3-8에 정리하 다. 표 3-8을 

살펴보면 노심간의 간격을 줄일수록 임계도와 내부반사체에서의 고속중성자속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고, 외부 반사체에서의 열중성자속과 각 노심 내 조사

공에서의 고속중성자속은 비교적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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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다중노심 노심간 거리에 따른 노심특성 변화

노심간 거리 

(cm)
K-EFF

center fast flux

inner reflector

Max. thermal 

flux outer 

reflector

Max. fast flux 

in core

32 1.16048
0.1∼1MeV 6.02E13

3.48E14
0.1∼1MeV 1.34E14

1MeV∼ 4.63E13 1MeV∼ 1.20E14

28 1.18321
0.1∼1MeV 7.25E13

3.55E14
0.1∼1MeV 1.35E14

1MeV∼ 5.78E13 1MeV∼ 1.22E14

24 1.20440
0.1∼1MeV 9.30E13

3.68E14
0.1∼1MeV 1.39E14

1MeV∼ 7.50E13 1MeV∼ 1.25E14

20 1.22334
0.1∼1MeV 1.17E14

3.83E14
0.1∼1MeV 1.50E14

1MeV∼ 9.75E13 1MeV∼ 1.33E14

  그림 3-14에는 노심간 거리에 따른 각 노심의 내부반사체에서의 고속중성자속 분

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4를 살펴보면 노심간의 거리가 줄어들어도 내부반사체 

중심 역에서의 고속중성자속이 가장 낮고, 노심으로 근접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심간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좀 더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향

을 보 다. 

그림 3-14. 각 노심 내부반사체에서의 0.1MeV 이상 고속중성자속 분포

내 부 반 사 체  0 .1M eV 이 상  고 속 중 성 자 속  분 포

1.0 0E+1 4

1 .2 0E+1 4

1 .4 0E+1 4

1 .6 0E+1 4

1 .8 0E+1 4

2 .0 0E+1 4

2 .2 0E+1 4

2 .4 0E+1 4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반 경 방 향  거 리

고
속

중
성

자
속 d=3 2cm

d=2 8cm

d=2 4cm

d=2 0cm

  표 3-9에는 노심간 거리에 따른 내부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과 최소 중성자

속의 차이를 정리하 다. 표 3-9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심간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보다 균일한 고속중성자속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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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다중노심 노심간 거리에 따른 내부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의 차이

전체노심의 중심과 각 노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최대중성자속과 최소중성자속의 

차이

32 cm 11.24 %

28 cm 10.59 %

24 cm 5.83 %

20 cm 3.99 %

  그림 3-15에는 노심간 거리에 따른 노심 내 고속중성자공에서의 축방향 고속중성

자속 분포 변화를 정리하 다. 그림 3-15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심간의 거리가 줄어

들수록 보다 높은 고속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5. 노심 내 고속중성자공에서 고속중성자속분포 변화

축방향 0.1MeV 이상 고속중성자속 분포

-30

-20

-10

0

10

20

30

1.00E+14 1.50E+14 2.00E+14 2.50E+14 3.00E+14

고속중성자속

높
이

d=32

d=28

d=24

d=20

  모든 계산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심간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임계도, 내부반사체에

서의 고속중성자속, 외부 반사체에서의 열중성자속, 각 노심 내 조사공에서의 고속

중성자속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이 노심간의 거리를 줄일수록 모든 

노심 핵특성은 좋아지지만, 이용 가능한 내부 반사체 역의 크기가 줄어들므로 이

를 고려하여 노심간의 거리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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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

  노심 구조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고, 블록 내에 핵연료 채널을 구성하면 노

심 구조가 단순해져 유동관(flow tube)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이점이 있다. 또한, 

유동관을 적용할 경우에는 gap water의 존재로 인해 노심이 커지므로 알루미늄 블

록을 적용하는 것이 조 노심을 구성하는데 유리하며 노심내에 조사공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반사체 역에서 보다 높은 중성자속을 얻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튜브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여 노심 구조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고 봉형 핵연료를 이용한 노심을 구성하여 초과반응도,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등을 평가하 다.

3.4.1. 노심 제원 및 구조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은 그림 3-16과 같이 육각형의 알루미늄 블록 내부

에 육각형의 핵연료 채널을 구성하여 핵연료를 장전한다. 핵연료 봉 및 다발은 하

나로와 같은 크기이며 재질로는 도 4.0gU/cc의 U3Si2-Al을 사용한다. 노심에는 

36봉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핵연료집합체 4개가 장전되었으며, CT에는 모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 다.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

지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제어봉의 경우에도 하나로와 같은 

핵연료 다발을 감싸는 관형을 사용하 다.

  Al block의 노심구조물에서 핵연료 채널 사이의 Al 두께는 6mm 이며 노심외곽

의 Al도 최소 두께가 6mm이다. 그러나, 18봉 다발의 경우에는 유동관과 Hf 제어봉 

사이의 1.25mm 물과 Hf 바깥의 1.5mm 물로 인해 18봉 핵연료집합체 채널과 36봉 

핵연료집합체 채널 사이에 가장 얇은 Al 두께는 3.7mm 이다. 알루미늄 블록을 적

용한 노심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 제원 및 노심 구조는 표 3-10과 같다. 그리고 

Al block의 노심구조물에서 노심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연료 채널 사이의 Al 

두께를 5.5mm와 5.0mm로 변화시키면서 노심의 임계도와 중성자속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제어봉의 위치를 그림 3-17과 같이 이동시켰을 경우와 육

각형 알루미늄 블록의 모서리 부분을 그림 3-18와 같이 하 을 경우, 36봉과 18봉 

핵연료 집합체의 최 외곽 링에 축소봉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하 다. 표 

3-11에는 각 노심을 제원에 따라 간단히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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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Al 블록 노심의 구성

      
그림 3-17. Al 블록 노심의 

제어봉 위치 변화

그림 3-18. Al 블록 모서리 제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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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Al 블록노심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CT)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4 / 4 / 1

576

U3Si-Al(4.0gU/cc) 

51.1 kg

4

4.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36봉 핵연료집합체 18봉 핵연료집합체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Pitch

Cladding thickness

Rod

3.19 kg

0.63 kg

Zir.-4/4.5 mm

36

3.175 mm

12 mm

4 mm

Rod

1.60 kg

0.315 kg

Zir.-4/4.5 mm

18

3.175 mm

12 mm

4 mm

표 3-11. Al 블록 노심 구분

노심 모델 K K-1 K-2
K-3

CAR 위치

K-4

모서리

K-5

축소봉

Al 블록

두께 (mm)
6.0 5.5 5.0 5.5 5.5 5.5

3.4.2. 계산결과

  노심 임계도와 노심 및 반사체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계산 결과는 표 3-12와 3-13

에 정리하 다. 노심 임계도의 계산오차는 0.0005 정도 으며, 중성자속은 2cm x 

2cm x 2cm 에서의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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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Al 블록 두께에 따른 노심특성 변화

노심 모델 K K-1 K-2

Al 블록 두께 (mm) 6.0 5.5 5.0

Hf 두께 (mm) 4.5 4.5 4.0

K-eff (fresh) 1.21735 1.22871 1.23011

최대열중성자속

(×1014 n/㎠·sec)

CT - 3.74 3.70

반사체 3.89 4.00 3.98

표 3-13. 기타 변화에 따른 노심특성 변화

노심 모델
K-3

CAR 위치

K-4

모서리

K-5

축소봉

Al 블록 두께 (mm) 5.5 5.5 5.5

Hf 두께 (mm) 4.5 4.5 4.5

K-eff (fresh) 1.23402 1.22977 1.20778

최대열중성자속

(×10
14
 n/㎠·sec)

CT 3.58 - 3.90

반사체 3.95 3.97 4.13

  핵연료 채널 사이의 Al 두께를 줄이면 임계도는 증가하 으나 반사체에서의 열중

성자속은 증가하지 않았다. 노심의 임계도는 모든 경우에 대해 충분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반사체에서의 열중성자속은 비슷하 으나 K-1 노심에서 최대 4.0E+14 

n/cm
2
-s 로,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은 2.0E+13 n/cm

2
-s-MW로 가장 높았다. 이 값

은 호주의 OPAL과 같은 값이다. K-1 노심의 경우에는 임계도가 충분하므로 Hf의 

두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심내 제어봉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는 위치에 따른 제어봉의 반응도값 변화로 

인해 임계도 및 CT에서의 열중성자속이 향을 받을 수 있다. 반사체의 효과를 증

가시키기 위해 Al 블록 노심의 모서리를 깎아내어 그 향을 확인하 으나 깎아낸 

부분이 작아서 큰 향이 없었다. 36봉과 18봉 핵연료집합체의 최외곽 연료봉을 하

나로의 축소 연료봉으로 교체하 을 경우에는 우라늄 양의 감소로 인해 임계도는 

감소하 으나 최대열중성자속은 3% 가까이 증가하여 출력 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은 

2.06E+13 n/cm
2
-s 로 나타났다. 

  따라서, Al 블록 노심으로 현재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 중 가장 우수한 

호주의 OPAL 보다 성능이 좋은 노심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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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관을 적용한 노심

  노심 구조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했을 경우 구조가 단순해지고 조 노심을 구

성하는데 유리하여 핵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수명이 구적이지 못해 일

정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알루미늄 블록을 교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르

칼로이 유동관을 노심 구조물로 적용했을 경우 그 수명이 반 구적이며 또한 하나

로를 통해 얻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핵적인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유동관을 적용한 노심이 설계, 제작, 실증실험 측면에서 더 유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심 구조물로 지르칼로이 유동관을 적용하고 봉형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노심을 구성하여 노심의 초과반응도,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제어봉가 등을 평가하 다.

4.1. 노내 조사공 1개 노심

4.1.1. 노심제원 및 구조

  노심 구조물로 유동관을 적용하고 노내 조사공을 1개 갖는 노심의 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노심에는 하나로와 동일한 제원의 36봉 표준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

봉 감축핵연료 집합체 4개가 장전되었으며 CT에는 모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

다. 연료봉은 하나로와 같은 크기이며 핵연료로 도 4.0gU/cc의 U3Si2-Al을 사용

한다. 이때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최외곽의 핵연료봉은 감축 핵연료봉을 사용하 다. 

제어봉과 정지봉은 역할을 중복시켜 총 4개의 흡수체로 노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제어봉은 두께 4.5 mm의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Hf 재질의 관형 제어

봉을 사용하 다. 그리고 그림 4-2와 같이 반사체 내벽의 외형은 최소한의 굴곡을 

갖도록 하 고 반사체 내벽과 유동관 사이에 Zr-4 충진재(filler)를 사용하여 핵연료 

지지대와 충진재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이때 Zr-4 충진재(filler)는 핵연료쪽

으로 최대한 착시켜 유동관 쪽으로 2.5 mm의 간격을 유지하고, 반사체 내벽 쪽

으로 4.0 mm의 간격을 유지시킨다. 표 4-1에는 노심에 대한 제원이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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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내 조사공 1개 

노심의 구성

노심 구조물로 작용된 지르칼로이 유동관은 그림 4-3과 같이 육각형 및 원형의 형

태이며 육각형 유동관 7개 원형 유동관 4개로 이루어져있다. 제어봉이 장전되는 유

동관의 경우 제어봉 내부로는 원형 유동관, 외부로는 육각형 유동관이 설치된다.

그림 4-3. 노내 조사공 1개 노심의 유동관

그림 4-2. 노내 조사공 1개 

노심의 반사체 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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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내 조사공 1개 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CT)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4 / 4 / 1

576

U3Si2-Al(4.0gU/cc) 

44.4

4

4.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Standard Reduced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standard/reduced)

Fuel rod radius(standard/reduced)

Pitch

Cladding thickness

Rod

2.789 kg

0.551 kg

Zir.-4/4.5 mm

18/18

3.175/2.745 mm

12 mm

4 mm

Rod

1.327 kg

0.263 kg

Zir.-4/4.5 mm

6/12

3.175/2.745 mm

12 mm

4 mm

4.1.1. 계산 결과

  노심 구조물로 지르칼로이 유동관을 적용하고 도 4.0gU/cc의 U3Si2-Al 핵연료

를 사용한 노내 조사공 1개 노심의 노심 임계도와 최대 중성자속, 제어봉가를 계산

하고 계산결과를 표 4-2에 정리하 다.

표 4-2. 노내조사공 1개 노심의 계산결과

K-eff
제어봉 완전인출 제어봉 300mm 제어봉 완전삽입

1.23342 1.11683 0.98631

최대중성자속

(×10
14
 n/㎠·sec)

반사체 (< 0.625 eV) 4.33E+14

노  심 (< 0.625 eV) 5.50E+14

노  심 (> 1.0 MeV) 1.72E+14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노내 조사공에서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약 2.8E13 

n/cm
2
‧s/MW로 무척 크게 나타났고, 반사체에서의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은 약 

2.2E13 n/cm2‧s/MW로 나타났다.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FRM-II 모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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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ANL의 결과를 보면 출력 32MW로 운전했을 경우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최대값이 2.5E13 n/cm
2
‧s/MW으로 노심의 출력대비 최대 중성자속은 FRM-II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하지만 호주 OPAL의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인 

2.0E13 n/cm
2
‧s/MW과 비교해 좀 더 높은 출력대비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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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내 조사공 3개 노심

4.2.1. 노심제원 및 구조

  노심 구조물로 유동관을 적용하고 노내 조사공을 3개 갖는 노심의 구조는 그림 

4-4와 같다. 노심에는 하나로와 동일한 36봉 표준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감축

핵연료 집합체 6개가 장전되어있다. CT에는 36봉 모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었

고, CT 옆으로 18봉 모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었다. 따라서 노심 내부에서 노내 

조사공 3개를 갖는 노심 구성이다. 연료봉은 하나로와 같은 크기이며 핵연료로 

도 4.0gU/cc의 U3Si2-Al을 사용한다. 이때 18봉 핵연료집합체의 외곽에 감축 핵연

료봉 사용하 다. 제어봉 4개와 정지봉 2개로 총 6개의 흡수체로 노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제어봉은 두께 4.5 mm의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Hf 재질의 관

형 제어봉을 사용하 다. 그리고 반사체 내벽의 외형은 최소한의 굴곡을 갖도록 하

고 반사체 내벽과 유동관 사이에 Zr-4 충진재(filler)를 사용하여 핵연료 지지대와 

충진재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하 다. 반사체 내벽의 두께 7 mm이고 핵연료집합

체 사이의 간격은 8.01 cm이다. 그리고 반사체 내벽과의 최소 간격은 4.0 mm, 구조

물 사이의 최소 간격은 2.5 mm이다. 표 4-3에는 노심에 대한 제원이 상세히 기술

되어 있다.

그림 4-4. 노내 조사공 3개 노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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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노내 조사공 3개 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dummy)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4 / 6 / 3

576

U3Si-Al(4.0gU/cc) 

47.0

4 + 2

4.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Standard Reduced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standard/reduced)

Fuel rod radius(standard/reduced)

Pitch

Cladding thickness

Rod

2.789 kg

0.551 kg

Zir.-4/4.5 mm

18/18

3.175/2.745 mm

12 mm

4 mm

Rod

1.327 kg

0.263 kg

Zir.-4/4.5 mm

6/12

3.175/2.745 mm

12 mm

4 mm

4.2.2. 계산결과

  노심 구조물로 지르칼로이 유동관을 적용하고 도 4.0gU/cc의 U3Si2-Al 핵연료

를 사용한 노내조사공 3개 노심의 노심 임계도와 최대 중성자속, 제어봉가를 계산

하고 계산결과를 표 4-4에 정리하 다.

표 4-4. 노내조사공 3개 노심의 계산결과

K-eff

제어봉/정지봉 

완전인출
제어봉 300mm

제어봉 

완전삽입

제어봉/정지봉 

완전삽입

1.20340 1.09299 0.97061 0.87366

최대중성자속

(×10
14
 n/㎠·sec)

반사체 (< 0.625 eV) 4.26E+14

노  심 (< 0.625 eV) 5.21E+14

노  심 (> 1.0 MeV) 1.29E+14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노내 조사공에서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약 2.6E13 

n/cm
2
‧s/MW로 무척 크게 나타났고 반사체에서의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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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E13 n/cm
2
‧s/MW로 나타났다. 이는 노내 조사공의 숫자를 늘려 노심이 커졌음에

도 불구하고 노내조사공 1개 노심과 거의 같은 값이다. 이는 노심 내 조사공을 3개 

설치하여 고속중성자 조사와 같은 다양한 활용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어 다목적 연

구로의 큰 장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어봉과 정비봉의 기능을 분리하 고, ARI 상

태에서 노심 임계도가 0.87336으로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했다. 중성자속 측면

에서는 비교대상 노심인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FRM-II 모델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인 2.5E13 n/cm
2
‧s/MW 보다는 낮았으나, 현재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 중 가장 높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갖는 호주의 OPAL 보다 좀 더 높은 

출력대비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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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형노심

  환형노심은 현재 하나로 핵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봉형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재

질 및 제원을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들 핵연료집합체를 반사체 탱

크 내에 조 한 환형으로 장전하여 노심을 구성한다. 환형노심은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매우 크게 할 수 있으므로 반사체 역에서 높은 출력대비 열중

성자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노심 구성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용 

원자로의 노심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크

게 할 수 있어 반사체에서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의 핵연

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환형노심을 구성할 경우 노심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리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노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수

를 증가시키고 대신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 다. 

4.3.1. 10MW 환형노심

4.3.1.1. 노심 제원  및  구조

  10MW 환형노심은 그림 4-5과 같이 하나의 커다란 중수 반사체 탱크에 원형 유

동관을 조 한 환형으로 설치하고 유동관 안에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여 노심을 

구성한다. 노심에는 6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으며, 3개의 채널에는 표준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고 나머지 3개의 채널에는 감축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된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4.8gU/cc인 U3Si2-Al 저농축우라늄으로 이루어진 54개의 핵연

료 봉으로 구성되고, 노심전체에는 모두 324개의 핵연료봉이 장전된다. 그림 4-6과 

같이 표준핵연료집합체와 감축핵연료집합체 모두 54개의 핵연료봉 집합체는 똑같지

만, 감축핵연료집합체는 그림 4-7과 같이 54개의 핵연료봉 집합체 외곽으로 원통형

의 제어봉이 삽입될 수 있는 유동관이 설치되어있다. 제어봉 2개 정지봉 1개를 가

정하 고 CT는 고려하지 않았다. 핵연료 집합체 사이의 간격을 2.0cm 이상으로 띄

워, 노심 내부와 외부의 중수 순환을 원활하게 하 다. 핵연료 및 노심 구조체를 제

외한 반사체 탱크의 크기, inlet plenum 및 상부 역은 하나로와 동일하게 사용하

다. 표 4-5에는 설계된 노심과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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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0MW 

환형노심의 구성

표 4-5. 10MW 환형노심 및 핵연료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Fuel channel inner radius(standard/reduced)

Core radius (inner/outer)

Number of CAR/SO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10 MWth

3/3

U3Si2(4.8gU/cc) 

34.5 kg

41.45/42.35 mm

62.0/183.0 mm

2/1

1000/20/1200 mm

Fuel Assembly Standard Reduced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Coolant gap 

Cladding thickness

Thickness of Hf absorber

Rod

2.051 kg/2.564 kg

0.405 kg/0.506 kg

Zir.-4/4.5 mm

54

0.65 mm

2.6 mm

0.4 mm

-

Rod

1.187 kg/1.484 kg

0.234 kg/0.293 kg

Zir.-4/4.5 mm

54

0.65 mm

2.6 mm

0.4 mm

4.0 mm

4.3.1.2. 계산  결과

  54봉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여 10MW 환형노심을 구성하고 노심특성 분석 결과

를 표 4-6에 정리하 다. 

그림 4-6. 54봉 표준핵연료 

집합체

그림 4-7. 54봉 감축핵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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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10MW 환형노심 계산결과

Parameter Value

K-eff
BOC EOC

1.22 1.05

All CAR in 0.94381

All rods in 0.72020

Effective burnup cycle 172 days

Max. thermal neutron flux 3.0E14 n/cm2-s

  유효증배계수는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조건 하에서 모든 핵연료가 한번에 모두 

교체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다. 주기 말 노심 초과반응도 50mk를 만족시키는 노

심 연소 주기는 172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3.0E+13 

(n/cm2-s)/MW로 계산되었다. 이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판형 핵연료를 이용하

여 조 노심을 구성한 호주 OPAL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은 2.0E13 n/cm
2
‧

s/MW 보다 약 1.5배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는 저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현존 연구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4.3.2. 20MW 환형노심

  4.0gU/cc, U3Si2 봉형 핵연료를 이용한 출력 20MW 환형노심을 구성하여 예비계

산을 수행하 다. 노심은 54봉 핵연료집합체 10개로 구성된 A 노심과 84봉 핵연료

집합체 8개로 구성된 B 노심으로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의 노심 중심부 D2O 지역

에 고속중성자 조사공 설치를 가정하여 모의집합체를 장전한 A-1, B-1 노심을 추

가 구성하여 총 4가지 노심에 대하여 예비계산을 수행하 다.

4.3.2.1. 노심 제원  및  구조

 ①. A, A-1 노심

  A 노심과 A-1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는 10MW 환형노심과 같이 표준, 감축핵연

료집합체 모두 54봉 핵연료로 구성된다. 노심은 그림 4-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4

봉 핵연료집합체 10개로 구성되었다. 이때의 경우 핵연료봉의 숫자는 총 540개로 

하나로 핵연료의 선출력 제한치를 고려할 경우 최대 가능 출력이 20MW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심의 축방향 길이를 5cm 증가시켜 노심을 구성하 다. 또

한 노심 중심부의 D2O 지역에 고속중성자 조사공 설치를 가정하고 그때의 고속중

성자속을 계산하기위해 모의집합체를 그림 4-9과 같이 장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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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환형노심 A의 구성

          

그림 4-9. 환형노심 A-1의 구성

 ②. B, B-1 노심

  B 노심과 B-1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는 그림 4-10과 같이 표준핵연료집합체와 감

축핵연료집합체 모두 84개의 핵연료봉 집합체는 똑같지만, 감축핵연료집합체는 그

림 4-11과 같이 84개의 핵연료봉 집합체 외곽으로 원통형의 제어봉이 삽입될 수 있

는 유동관이 설치되어있다. 이는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 숫자를 늘려 노심에 장전

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심의 사이즈가 줄여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크게 하기 위함이다.

  노심은 그림 4-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84봉 핵연료집합체 8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노심 중심부의 D2O 지역에 고속중성자 조사공 설치를 가정하고 그때의 고속

중성자속을 계산하기위해 모의집합체를 그림 4-13과 같이 장전하 다.

그림 4-10. 84봉 표준핵연료 

집합체

               
그림 4-11. 84봉 감축핵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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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환형노심 B의 구성

          

그림 4-13. 환형노심 B-1의 구성

4.3.2.2. 계산결과

  54봉 핵연료집합체와 84봉 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여 20MW 환형노심의 총 4가

지 노심에 대한 임계도와 노심 내부, 외부 반사체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 그리고 

고속중성자공에서의 최대 고속중성자속 계산결과를 표 4-7에 정리하 다.

표 4-7. 20MW 환형노심 예비계산결과

A A-1 B B-1

 K-EFF 1.28909 1.25441 1.30189 1.25339

 Inner Max. flux
5.712E+14

(thermal)

2.835E+13

(fast)

5.199E+14

(thermal)

2.938E+13

(fast)

 Outer Max. flux 3.812E+14 3.795E+14 3.631E+14 3.463E+14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54봉 집합체를 사용한 노심타입 A의 결과가 84봉 집합체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출력대비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의 출력대비 

최대 열중성자속이 약 1.9E+13 (n/cm2-s)/MW로 계산되었다. 이는 10MW 환형노

심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는 20MW 환형노심을 구성하기 위해 집합체 수를 늘리면 

그만큼 노심의 사이즈가 커져 반사체에서의 출력대비 중성자속이 떨어지는 결과이

다. 따라서 환형노심은 10MW 급의 소형 연구로를 구성할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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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세계 연구로의 노후화와 하나로의 이용수요 포화에 따른 향후 국, 내외 연구로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고성능의 연구로 설계를 위해 새 연구로의 노심설계를 

위해 노심 개념 연구를 수행하 다. 핵연료는 현재 국제적으로 인증시험이 수행중

인 차세대 연구로용 핵연료인 U-Mo 핵연료는 실용화 시기가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되고 성능이 입증된 U3Si2 계열의 핵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노

심 구성에 따른 핵적 특성을 평가하 다. 노심 성능은 IAEA 등 국제기준과 하나로

의 경험 등을 토대로 수립한 노심설계 기준과 비교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를 통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저농축 봉형 핵연

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반응도를 확보하며 반사체에서 출력대비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노심구성 방안에 대하여 개념설계 차원에서 검토하 다. 노심은 유동

관 적용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었다. 유동관이 없는 노심으로는 

조 노심, 다중노심, 알루미늄 블록 노심을 개념적으로 구성하여 분석하 고, 유동

관을 사용한 노심으로는 노내조사공 1개 노심과 3개 노심 그리고 환형노심을 개념

적으로 구성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개념노심에서 기존에 운전되고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출력대비 열중성

자속이 가장 높은 원자로인 호주의 OPAL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노내조사공 3개 노심의 경우 충분히 높은 중성

자속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노심 내 조사공을 3개 설치하여 다양한 활용분야를 충

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 자료들은 앞으로 고성능 연구로 개념 노심을 선정하는데 중요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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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세계 연구로의 노후화와 하나로의 이용수요 포화에 따른 향후 국, 내외의 연구로 수

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의 새 연구로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제의 초기 업무로서 

새 연구로의 노심 개념 선정을 위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IAEA의 세계 연구로 

현황에 대한 검토와 하나로의 경험 등을 토대로 노심설계 요건을 설정하 고, 다양한 

형태의 노심을 구성하여 주로 중성자속과 임계도 관점에서 각 노심의 성능을 평가하

다. 핵연료로는 현재 차세대 연구로용 핵연료로 U-Mo 핵연료가 국제적으로 인증시험이 

수행중이지만 조기 실용화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미 성능이 입증된 U3-Si2 계열의 핵

연료를 사용하기로 하 고, 그 형태로는 하나로를 통해 충분히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저농축 봉형을 택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노심 구성 제안과 각 노심에서의 중성자속의 크기를 비교

하 다. 노심 종류는 크게 유동관의 유무에 따라 나누고, 유동관이 없는 노심으로는 조

노심, 다중노심, 알루미늄 블록 노심을 분석하 다. 유동관을 사용한 노심으로는 노내 

조사공이 1개 있는 노심과 3개 있는 노심, 환형노심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의 크기는 노심에서 2.8E13 n/cm
2
‧s/MW, 반사체 

역에서 2.2E13 n/cm
2
‧s/MW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존하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 

가운데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원자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U-Si 핵연료, 저농축 봉형 핵연료, 출력대비 열중성자속, 조

노심, 다중노심, 알루미늄 블록 노심, 환형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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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needs of new research reactors, a project has 

been launched, of which goal is the development of a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As one of the initial stage activities, various kinds of core configurations 

have been considered and preliminary analyses on them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highest performance concept. The calculation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nuclear design requirements established based on IAEA reports and the experiences 

of HANARO design and operation. A rod type of U-Si fuel with low enriched 

uranium was used as a fuel for the core of new core configurations considered. It is 

because the U-Mo dispersion fuel which is internationally under qualification seems 

to need several more years to be qualified for actual use while the rod-type U-Si 

fuel has been partly qualified.  

   The core configurations considered in this report may be classified two category; 

cores with and without flow tubes. Namely a compact core, multi core, and Al block 

core are categorized into the core concept with flow tube, and that without flow 

tube includes a core with one or three in-core irradiation holes and the annular core 

concepts. The analyses showed that we could get the thermal flux level of up to 

2.8E13 n/cm2‧s/MW in the core and 2.2E13 n/cm2‧s/MW in the reflector with 

resonable amount of excess reactivity. This would be one of highest flux levels that 

LEU fuel research reactors can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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