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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나로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수조 고온층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

울여서 1999년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그 결과가 기술 보고서로 정

리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조 방사선 준위는 낮아졌지만 그 이

력과 낮아진 사유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의 변천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수조 방사능

을 예측하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과 측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조의 주요 

핵종인 알루미늄 및 아르곤의 방사화 생성물의 생성률 등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

정한 생성률과 노심 계산을 결부시켜 이들의 생성 현상을 이해하였다. 

추정된 Ar-41의 생성률은 냉각수에 용해된 아르곤의 농도가 수조 표면 온도에

서의 포화 농도라고 가정하고 노심 계산으로 구한 생성률과 잘 일치하였다. 알루미

늄 방사화 생성물의 경우에는 추정된 생성률과 노심 계산으로 구한 알루미늄의 각 

반응률을 써서 등가 두께를 구하였다. 이 등가 두께는 생성된 핵종의 반감기 및 물

에 대한 용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감기가 충분

히 길고 물에 매우 잘 녹는 Na-24의 경우에는 등가 두께가 핵연료 표면의 산화층 

평균 두께와 비슷하며, 산화층에서 생기는 Na-24의 대부분은 냉각수에 용해되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Mg-27과 Al-28도 전체 산화층에서 나오겠지만, 물에 적

게 용해되고 반감기도 짧아서 산화층을 빠져 나오는 동안 붕괴되기 때문에 등가 두

께가 훨씬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산화층에 있는 대부분의 Na-24가 냉

각수로 나오고, 주기말 노심의 평균 산화층 두께는 주기초보다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기말의 수조 방사능은 주기초보다 확실하게 높아지는 경향성

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운전 자료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 

고온층은 깊이 1.8 m를 경계로 하여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조 상

부의 방사선 준위는 방사능이 높은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으로 전

달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전달에는 빠른 성분과 느린 성분이 복합되

어 있으며, 빠른 성분이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 위쪽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약 1.5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빠른 성분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를 결정하는데, 이 성분은 우회 유동이 위로 올라가는 관성이나 미세한 기포 때문

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크게 낮아진 때의 상황으로 보면 미세한 기

포가 빠른 성분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세한 기포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불확

실하지만, 온도가 높은 핵연료 표면에서 생긴 뒤 침니나 우회류를 통하여 수조 상

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기포가 원인인지의 여부는 운전 초기에 24 ~ 27 MW 

정도에서 12 시간 이상 운전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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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태에 대한 수직 분포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1998년 측정에서는 간과되었던 

Ar-41의 분포, 1.8 m 및 5 m 부근에서의 변화, 그리고 작업 수조에서의 분포 등

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관심사는 고온층의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온도가 낮으면 전력 소모도 적고 원자로실의 온도와 

습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충분히 낮으므로 

고온층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어 가며 운전하여 추이를 볼 필요도 있다.
하나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원자로에 대하여 알루미늄과 아르곤 방사

화물의 생성룰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는 N-16 decay tank의 부피 결정, 1
차 냉각 계통 및 정화 계통의 차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Ar-41의 환경 방출 등

을 추정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는 팔라스 개념 설계에 적용하여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예측하는 사례를 실었고, 팔라스의 수조 고온층을 설계할 때 고려하

여야 할 사안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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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1999, pool-top-radiation of HANARO was reduced to satisfiable level after 

various efforts including installation of a hot water layer, and a technical report 

describes about that. The pool-top-radiation has been further reduced by a few 

steps after then, but an integrated report on its history and causes of reductions 

have not been issued. Therefore, we assessed overall history on the HANARO 

pool-top-radiation, improved a model estimating pool radioactivity, estimated major 

sources produced by activation of aluminum and argon using the model and 

measured data, and became to understand their production mechanism.

The source of Ar-41 matched well with an estimation by core calculation with 

saturated argon concentration in the water at the pool surface temperature. For 

aluminum activation products, equivalent thicknesses in which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coolant were determined using aluminum reaction rates obtained by 

the core calculation. These thicknesses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solubility in the 

water and half lives. Since the equivalent thickness of Na-24 which has sufficiently 

long half life and is easily dissolved into the water is similar with a core averaged 

oxide layer thickness at the fuel surface, it seems that almost all Na-24 in the 

oxide layer is released to the coolant. Though Mg-27 and Al-28 would also be 

released from the whole oxide layer, their equivalent thicknesses are much smaller 

due to lower solubility and much shorter half lives - majority of them decay out in 

the oxide layer before they escape to the coolant. Since majority of Na-24 in the 

oxide layer are released to the coolant and the core average oxide layer thickness 

at the end of cycle is about 1.5 times of that at beginning of cycle, it is expected 

that the pool radioactivity at the end of cycle should be higher than that at the 

beginning of cycle. However, an increasing trend of pool activity during each cycle 

is not found in the actual operation data.

The hot water layer consists of two regions divided at 1.8 m depth. The 

pool-top-radi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a water transport phenomenon from a 

bottom to the upper boundary of the lower hot water layer. The water is 

transported by fast and slow components, and about 1.5 h is confirmed for the fast 

component to pass the lower hot water layer. The fast component which determines 

the pool-top-radiation level would be caused by upward momentum of bypass flow 

in the pool or by fine air bubbles. A phenomenon on the pool-top-radiation level 

change observed in 2004 indicates a possibility that the fast component would be 

caused by the fine air bubbles. It is not certain how the fine air bubbles are 

formed. One possibility is that they are formed at hot fuel surfaces and released to 

the pool through the chimney or by pass flow. If the reactor is operated at 24 ~ 

27 MW for about 12 h at the beginning of cycle, we can verify whether the air 

bubbles are actual cause or not.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port mechanism in the lower region of ho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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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 measurement on vertical distribution for current status is needed. 

Distribution of Ar-41, variation at 1.8 and 5 m depths and distribution in the 

service pool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parameters measured in 1998.

As a consumption of electricity, reactor hall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low as 

the hot water temperature low, actual interest is how to keep the 

pool-top-radiation level sufficiently low at as low temperature as possible. Since 

the current pool-top-radiation is sufficiently low, tests decreasing the hot water 

temperature gradually would also be helpful.

The analysis for HANARO enabled an estimation on the aluminum and argon 

activation sources for a new reactor. These are basic data to determine a volume 

of N-16 decay tank and shielding of primary cooling and purification systems, and 

to estimate pool-top-radiation level and release of Ar-41 to the environment. As 

an example, this report includes an estimation of pool-top-radiation for conceptually 

designed PALLAS, and considerations for the design of PALLAS hot water layer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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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하나로의 1차 냉각 계통은 원자로 수조와 연결되어 있어서 노심에서 생성되어 1

차 냉각수로 나온 방사성 핵종은 수조로 나온 뒤 표면까지 도달하여 수조 상부 방

사선의 가장 중요한 선원이 된다. 하나로에서는 수조 고온층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통하여 수조 상부의 방사선 준위를 충분히 낮게 유지하고 있다. 

수조 고온층 계통에 이온 교환기를 설치한 뒤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감소된 효

과를 낸 것까지는 안국훈 등이 정리하여 기술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1], 1996 ~ 

1999년 하나로 운영 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다[2,3,4]. 이후에도 수조 방사선 준위

는 상당히 줄었는데, 이 보고서 2절에서는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의 변화 이력을 

조사하여 어떠한 계기로 얼마나 줄었는지 정리하였다. 이 정리를 통하여 고온층 아

래의 물이 수조 상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

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조 상부 방사

선 준위를 효과적으로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연구로를 설계

할 때 관련 계통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예측 자료를 생산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하나로 1차 냉각수 및 수조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핵종들에 대하여 각각의 

생성 원인과 하나로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3절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리고 참고 문헌-1에서 만든 바 있는 1차 계통과 수조의 방사성 핵종 농도 예측 모

델을 발전시켜 4절에 기술하였으며, 이 모델에 적용되는 균형식의 유도 내용을 5절

에서 다루었다. 이 모델에는 측정값을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몇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 일상적으로 측정하는 값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

은 별도로 측정하거나 수집하였다. 3절에서는 본 분석과 관련하여 측정 및 수집 자

료들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분석의 주요 대상은 알루미늄의 방사화 핵종인 Na-24, Mg-27, Al-28과 아

르곤의 방사화 핵종인 Ar-41이다. 이들은 하나로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Na-24는 수조 상부 방사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종이고 Ar-41은 평상시에 환경

으로 배출되는 주요 핵종이다. 다행히 1차 냉각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할 때 비교

적 일관성 있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분석하면 뜻 있는 생성률을 구

할 수 있다. 평형 상태 분석은 6절에 기술하였는데, 알루미늄과 아르곤 방사화 생

성물의 생성률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었고, 우회 유량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한편 고온층 아래의 물이 수조 상부에 도달하는 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야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고온층은 1.8 m 깊이를 경계로 하여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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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측정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

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온

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 위쪽에 도달하는 현상에 대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7장에 기술하였다.

8절에서는 원자로 운전을 시작한 이후 시간에 따라 각 영역의 방사능이 증가하

는 추이를 분석하고 수조 상부 방사선 계측기의 값과 비교하였다. 수조 상부 방사

선 계측기 3개 가운데 C-채널은 수조 상부의 방사능에 거의 비례하고, A- 및 B- 

채널과 C-채널의 값 차이는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 변화에 비례한다. 운전을 시

작한 이후 C-채널은 A- 및 B- 채널과 C-채널의 값 차이보다 약 4.5 시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데는 4.5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 비교를 통

하여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오는데 약 1.5 시간이 걸리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7절의 분석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전달 모델에 대하여는 1.5 시간을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9절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법을 

팔라스 개념 설계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이를 10절에 기술하였다. 하나로에 대한 

분석은 새 원자로를 설계할 때 1차 냉각 계통 및 이온 교환 수지의 차폐, N-16 

decay tank의 부피 결정,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와 Ar-41의 환경 방출 등을 현실

성 있게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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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96년 15 MW로 운전할 때의 수조 상부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2. 수조 상부 방사선 변화 이력

2.1. 수조 고온층 설치 이전

1996년 운영 보고서[2]에서는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설계에서 예상한 것보

다 높아서 수조 고온층 설비를 설계하게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수조 물의 방사

성 핵종 분석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전병진의 내부 통신문[5]에 기술되어 있다. 

당시에 15 MW로 운전할 때 수조 표면 부근 냉각수의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를 근

래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표 2-1에 그대로 실었다.

수조 고온층을 설치하기 이전에 수조 방사선 준위의 한 예가 참고 문헌 1에 그

려져 있는데, 이를 복사한 것이 그림 2-1이다. 20 MW에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가 150 μGy/h 정도를 유지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300 μGy/h 가까이 올라가곤 하

였다. 우회류의 온도가 침니 온도보다 높으면 우회류가 수조 상부로 떠올라서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곤 하였다. 이에 따라 수조 고온층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설치한 인도네시아 RSG-GAS 원자로의 사례도 참조하여 설계하

였으며, 1996년 8월 26일 착공하여 1997년 4월 20일에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그

러나 기대한 만큼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낮아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보완 조

치를 한 뒤에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

애초의 수조 고온층은 아래 물보다 5 °C 높고 두께가 1.2 m인 물 층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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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30 kW의 전열기를 달았다[2]. 1997년 5월 15일에는 

1차 정화 계통의 흡입부를 작업 수조에서 우회관으로 바꾸고 고온층과의 온도차가 

8 °C가 되도록 하여 15 MW에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75 μGy/h로 줄었다.

6월 9일 운전을 시작할 때는 정화 계통의 흡입구는 우회관, 토출구는 작업 수조

로 하였는데, 원자로 수조와 작업 수조 등에서 작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관찰되

었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자로 수조에 충수하면 

방사선 준위가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어 충수관의 수조내 토출구를 아래로 연장하였

다. 이후 정지봉 구동 펌프의 흡입구를 아래로 내리고, HTS의 흡입구도 작업 수조 

바닥 부근까지 내렸다. 

그림 2-1. 수조 고온층 설치 이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예

이때부터 A, B 채널과 C 채널의 값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림 2-2에서 보듯이 A, B 채널 가까이에 정지봉 계통 배관이 있는데, 수조 고온층

을 설치하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정지봉 배관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지봉 펌프는 수조 고온층 아래의 물을 순환시키기 때문

에 이 부근의 방사선 준위가 다른 곳보다 높다. 

1998년에는 20 MW로 운전하였는데, 연초에는 A, B 채널이 20, C 채널이 10 

μGy/h 정도로서 약 10 μGy/h의 차이를 보였다. 6월부터 줄어서 12월에는 각각 

11, 6 μGy/h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연말의 마지막 주에 운전할 때는 다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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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조 상부 방사선 계측기 등의 배치 모습

서 1999년 1월 초까지 A, B 채널이 20 μGy/h 수준이었다. 1차 정화계통에서 작업 

수조로 배출되는 밸브의 누설로 인하여 기포가 다량 발생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이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임인철 부장은 이 밸브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닫혀서 

기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그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는 

주 3-4일 운전하였기 때문에 수조 방사선이 충분히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원

자로를 정지하였으므로, 운전 시간이 길었다면 이보다 더 높게 올라갔을 것이다.  

6월부터 줄어든 것은 TRIGA 연료의 미국 반송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RIGA 사용후 연료를 미국으로 반송하기 위하여 작업 수조와 사용후 연료 저장조 

사이의 수로에 두고 작업을 하였는데, 손상된 연료로 인하여 수조수의 우라늄 오염

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8년 10월부터 PTS에 질소를 사용하는 시

험을 하였다. 그러나 시료를 넣고 뺄 때만 질소를 사용하였고 공기가 들어가는 것

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수조 고온층 계통에 이온 교환기를 설치하여 1999년 1월 13일부터 사용하기 시

작하였다. 그림 2-3은 이온 교환기 설치 전후의 방사선 준위를 나타내는데,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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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도 참고 문헌 1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온 교환기 

설치 이전에는 20 MW에서 A, B 채널은 약 20 μGy/h, C 채널은 약 16 μGy/h를 

나타낸다. 상부 수조수에 있는 핵종으로 인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C 채널이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 2-1과 비교하면 이전보다 약 1/10로 줄었다. 이온 

교환기를 설치한 뒤에는 같은 20 MW에서 A, B 채널은 약 10 μGy/h, C 채널은 

약 6 μGy/h로 줄었다. 이온 교환기 설치 이전과 이후 모두 A, B 채널과 C 채널 값

의 차이는 약 4 μGy/h로서 거의 같다. 즉, 고온층 아래의 물의 방사능은 이전과 거

의 같다는 뜻이다. A, B 채널과 C 채널 값의 차이는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 변

화를 나타내며, 노심 방사선원의 변화가 고온층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므로 비정상

적인 방사능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고온층의 방사능은 약 6/16으

로 줄었고, 수조 고온층 설치 이전과 비교하면 약 1/30로 줄었다. 

그림 2-3. 수조 고온층 계통에 이온 교환 수지를 설치한 전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그리고, 우회 유량이 미치는 영향도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40 kg/s에서 가장 낮고 그 이하인 35 kg/s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2.2. 22, 24 MW로 출력 상승한 이후

1999년 12월에 22 MW, 2000년 7월에 24 MW로 출력을 올렸는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20 MW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운영 보고서[7]를 보

면 “수조 표면 방사선 준위 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변경한 설비 또는 계통은 없었

다.”라고 되어 있지만 2.3.4.4절을 보면 2000년 1월에 정지봉 수조내 배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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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회 유량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향 시험 자료

펀 방지 구멍에 개폐 장치를 설치하였다. 정상 수위에서는 이 개폐 장치가 사이펀 

방지 구멍을 막는다. 사이펀 방지 구멍은 수조 표면 가까이 있으므로 이 구멍을 통

하여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이 어느 정도 섞이는데, 이를 차단하므로 수조 상부 방사

선 준위는 낮아진다. 그림 2-4는 2000년 운영 보고서에 있는 상반기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이다. 그림 2-3과 비교해 보면 20 MW에서 22 MW로 출력이 높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5는 2000년 하반기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이다. 7월 중순에 24 

MW로 출력을 올린 뒤에는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조 고온층의 온도를 46 °C로 높였다. 이것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안정되게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전열기 증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9

월부터 우회 유량을 65 kg/s에서 55 kg/s로 줄여서 운전하였는데, 이의 영향은 눈

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때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이전에 20 MW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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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0년 상반기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추이 (22 MW)

전할 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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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00년 하반기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 추이 (7월 중순 이후 

24 MW)



- 10 -

2.3. 2001년 상반기의 점진적인 감소

20001년 상반기에는 그림 2-6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서서히 감소하였다. 6월에는 A 채널이 약 4.4, B 채널은 약  4.1, C 채널은 약 2.2 

μGy/h까지 낮아졌다. 2000년 7월에 24 MW로 운전을 시작한 이후에 고온층의 온

도를 46 °C 정도로 유지하여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A, B 채널 약 10 μGy/h, C 

채널 약 6 μGy/h를 유지하였으므로, 2001년 6월 초순에는 상당히 준 것이다. 그리

고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도 4 μGy/h에서 2 μGy/h로 낮아졌다. 이 차이는 고

온층 아래에 있는 물의 방사능이 약 절반으로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즉, 냉각수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양 (source)이 크게 줄었음을 뜻한다. Source가 절반으로 줄

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A, B, C 채널 모두 절반으로 줄어야 하는데, C 

채널은 약 1/3로 낮아졌다. 이것이 값의 변동 폭 범위 이내인지 실제로 더 많이 줄

어야 할 요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1년 하나로 운영 보고서[8]를 보면 3월 28일부터 우회 유량을 55 kg/s에서 

50 kg/s로 낮추었고, 7월 13일부터는 45 kg/s로 낮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C-채널 

기준으로 약 3.5 μGy/h가 되어 약 10%가 줄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 2-6에서 

보듯이 2001년 상반기에는 수조 방사선 준위가 서서히 줄어서 6월초에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6월 하순에는 다시 조금 더 높아졌다. 3월 28일과 7월 13일 우회 

유량을 줄인 이후에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 해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 것은 1차 배관 지발 중성자 계수율과 수조 냉각수의 

단반감기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이다. 운영 보고서의 그림 2.1.3-19 ~ 22를 보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와 거의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지발 중성자 계수율은 

2월부터, 단반감기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능은 3월부터 줄기 시작하여 6월과 7월에 

가장 낮았다. 7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UMo 시험 연

료에 누설이 생겼기 때문이다. 운영 보고서의 그림 2.1.2-1에서는 이때에 지발 중

성자 및 A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UMo 시험 연료에 누설

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매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험 연료를 

인출한 뒤에는 매우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지발 중성자 계수율은 시험 연료 인출 

직후에 대폭 낮아졌지만 한동안 다시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A-C)는 지발 중

성자 계수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동안 서서히 감소하였다. 또한 그 전해인 2000년 

상반기에는 지발 중성자 계수율과 단반감기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이 서서히 증가하

였었는데, 2001년 3월초에서 8월초까지 줄어든 것과 비슷한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

는 수조 상부 방사능 준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편 시험 연료 누설이 시작되기 

직전인 6월 하순부터 7월 말 사이에 지발 중성자 계수율은 거의 일정하였으나 수

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6월 하순부터 증가하여 7월에는 높아진 값을 유지하였는데, 

A, B와 C 채널의 차이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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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01년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 추이

2001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다른 사안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3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반사체 영역에 있는 빈 조사관에 알루미늄 마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RI 생산에 이용하던 S, D 튜브도 제거하였다. S 튜브는 수조 중

간 정도까지 휘어진 관이 올라와 있었으므로 이 튜브를 통하여 조사관 내부의 물이 

상당히 높은 곳까지 자연 대류가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이 튜브를 제거한 것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로 채워져 있는 

빈 조사공에서 Ar-41 등 냉각수와 이에 녹아 있는 물질의 방사화를 줄인다. 그러

나 이러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서서히 줄었으

며, Ar-41은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반기의 방사

선 준위 감소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화 분석에 사용하는 공압 이송 장치의 운전에도 변경이 있었다. 2001년 1월 

12일 17:25분 경 A 채널이 1.25 mR/h (12.5 μGy/h)까지 상승하였으며, (그림 

2-6에서 동일 19:00 - 22:00 사이에 값이 높았는데, A 12.7, B 12.0, C 8.3 μ

Gy/h 정도였음) 그 원인이 공압 이송 장치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NAA 조사공을 plugging한 것이 9월 24일이었다. 그리고 공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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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치 (PTS)에 질소를 계속 흘려 넣는 시험은 12월에 하였으므로 2001년 상반

기의 수조 상부 방사능 준위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2.4. 2002년 연말경 정화계통 흡입구 변경

그림 2-7은 2002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연초에는 

2001년 연말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말부터 C 채널만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는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2002년 운영 보고서

[9]에서 그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가 

낮아진 것은 노심에서의 생성량이 줄었음을 나타내는데, 출력은 같으므로 많은 연

료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거나 이전까지 핵분열 생성물이 많이 생기던 것이 줄어야 

한다. 또한 생성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증가하였다. 6

개월마다 하는 계측기 교정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으나 교정 일자가 운영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림 2-7. 2002년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추이

11월 하순부터는 세 채널 모두 증가하였는데, 1차 정화 계통의 유로를 변경한 

뒤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전까지 우회관에서 흡입하여 우회관으로 배출하던 것을 

작업 수조에서 흡입하도록 바꾸었다. 이는 이온 교환 수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업 수조에서 흡입하는 것이 수조 고온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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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12월에는 흡입구에 길이 2 m의 슬리브를 설치하

여 흡입 지점을 아래로 낮추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림 2-8은 2003년도의 변화 추이이다. 연초에는 다시 조금 낮아져서 정화 계

통 유로 변경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2002년 연말에 약간 높아진 것이 정

화계통 유로 변경으로 인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03년 연말에도 조

금 높아졌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A, B와 C 채널의 차이도 하반기에 

서서히 증간 것으로 보아 source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3년 12월 30일에 AECL 연료 다발을 해체하여 국내에서 재조립한 다

발을 처음으로 장전하였다. 노심의 모든 연료가 재조립 다발로 교체된 것은 2005

년 3월 8일이다. 재조립한 다발은 마모 저항성이 크므로 만일 이전보다 마모가 적

다면 수조 방사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이 냉각수로 적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림 2-8. 2003년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 추이

2.5. 2004년 10월 운전 시작 전 수조수 온도 50 °C까지 상승

그림 2-9는 2004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04년 

운영 보고서[10]를 보면 연초부터 1차 정화 계통 흡입구를 작업 수조에서 우회관

으로 변경하였다.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도 2003년 연말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부

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화 계통 유로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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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이 해 전반기에 주기말 하루 정도만 단계적으로 출력을 올려서 30 MW에 도달

하였다. 28 MW까지 올렸을 때는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출력에 따라 조금씩 높

아졌는데, 29, 30 MW에서는 크게 높아졌다.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는 조금 

높아졌으므로 수조 아래에서 표면으로 전달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10월 27일에 운전을 시작한 뒤로 크게 낮아졌다. A, B 채널은 10에서 4 μ

Gy/h로, C 채널은 7에서 1 μGy/h로 각각 6 μGy/h 정도 낮아졌다.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는 그 이전과 거의 같다.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2004년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추이

30 MW로 장기 운전을 시작한 뒤로 RCI duct monitor가 순간적으로 고방사능 

경보를 내는 일이 10회 발생하였다. 그 원인이 물속에 녹아 있는 기체가 기포 형태

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NTD 장전시 기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원자

로를 기동하기 전에 1차 펌프를 돌려서 수조 물 온도를 50 °C 가까이 올렸다. 운

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수조 물 온도를 높이는 것은 10월 

11일 운전하기 전부터였다. 그런데 10월 11일 운전을 재개한 다음날 NAA 조사공

에 시료가 고착되어 원자로를 정지하고 조사관을 제거하였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10월 11일 전후의 상황을 그림 2-10에 비교

하였다. 이 그림을 보면 10월 11, 12일의 방사선 준위 상승 추이는 그 이전 운전과 

비슷하고 그 다음 운전할 때 상승 추이보다는 확실하게 높다. 그리고 모든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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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낮아졌지만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는 낮아지지 않았다. 즉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조 표면 물의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를 

보면 (표 2-3) 2004년 6월 9일 (24 MW) 측정한 Na-24는 5276 count/h였는데, 

11월 1일 (30 MW) 측정값은 965 count/h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측정값은 1000 

~ 1700 count/h 수준이다. 그림 2-10을 보면 9월에는 C 채널의 값이 6000 

nGy/h를 조금 상회하다가 11월에는 1000 nGy/h를 조금 상회하고 있어 이 비율이 

Na-24가 낮아진 비율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고온층의 방사능 준위가 낮아진 것이 

원인임에 틀림없다. 10월 12일 짧게 운전하였을 때는 왜 이전과 같은 추이를 보였

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기포 생성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출력은 28 ~ 30 MW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29 MW로 올릴 때는 그 이전에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재가동한 뒤에 가파

르게 증가하였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30 MW에서는 기포 생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기포가 많이 생성되는 것은 원자로 출력이 30 MW 부근일 

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2004년 10월 12일 NAA 시료 고착 전후의 수조 상부 방사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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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상부 방사선 24MW-30MW 비교

100cc, 3600초 측정

Counts

/h

수조상

부방사

능증가

1

수조상

부방사

능증가

2

지발중성

자증가

에너지

(keV)
핵종

04-06

-09 

24MW

04-11

-01 

30MW

04-11

-09 

30MW

04-11

-14 

30MW

04-12

-10 

24MW

05-01

-18 

30MW

06-06

-30 

30MW

06-06-

30 

30MW

08-04-1

1 30MW

1800초 

측정

81 Xe-133 683 81 469 664 73 155 86 716 141

145.52 Ce-141 565 540 545 1268 360 84 256 112

228.53 Te-132 167 148 148 0 0

249.89 Xe-135 407 118 164 266 0 0 1220 124

668.19 I-132 69

1294.4 Ar-41 163 65 102 89 47 35 102 1868 0

1369.3 Na-24 5276 965 1187 1353 915 1006 1590 1628 559

2754.6 2759 439 527 783 894

표 2-3. 수조 상부 물에 대한 핵종 분석 결과 추이

2.6. 2005년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는 그림 2-11과 같다. 

2005년 6월 운전이 끝나기 며칠 전부터 준위가 약간 높아졌는데, 2005년도 운영 

보고서[11]에서는 당시에 정화 밸브 V004의 장축 연결부 파손으로 밸브 개폐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우회류에서 정화 계통으로 흡입되어야 할 물의 

일부가 작업 수조로 역류한 것이다. 한편 4월 29일부터는 46.5 °C 정도로 유지되

던 수조 고온층의 온도를 45.5 °C 정도로 낮추었는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변

화가 없었다. 이외에 3월 10일부터 국산 연료 다발을 장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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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의 원인

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운영 보고서[12]에서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가 정지중인 5월 16일 RCI 굴뚝 감시기와 불활성 기체 모니터 

RE-023의 측정값이 상승하였다. 원자로실내 공기와 수조수 핵종 분석을 실

시한 결과 Xe-133이 검출되었다. 수조수의 Xe-133 방사능은 정상 운전시 

측정되는 값의 약 300배였다. HFH-085 다발을 노심에서 인출하여 이동할 

때 RCI 굴뚝 감시기의 값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였다. 이 다발에 대한 누설 및 

육안 검사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었으나 이 다발을 빼고 운전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2)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IR2 조사공에서 크립 캡슐 조사 시험을 하였다. 

6월 30일 수조 상부 방사선 감시기에서 고방사능이 세 차례 감지되었다. 발

생 원인은 캡슐 제어장치에 연결된 UPS의 작동이 두 차례 정지되어 계장 캡

슐 제어 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캡슐 내부의 Ar-41이 배출되어 수조 상부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7월 22일 운전을 마치고 출력을 낮출 때 6월 30일에 있

었던 일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3) 7월 23일 RE-023의 불활성 기체 측정값이 증가하여 수조수의 핵종을 분석

한 결과 Xe-133의 값이 높았다. 연료 누설 검사 결과 KHC-005에서 

Xe-135와 I-131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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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근래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추이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연료에서 미세한 누설이 진전되었던 것이 전반적인 상

승 추이를 나타내었고, 크립 캡슐 조사 시험은 일시적인 상승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감기가 5.245 d인 Xe-133 이외의 다른 핵분열 생성물은 측정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아 핵분열 생성물 가운데 반감기가 긴 기체만 나올 수 있는 누설이

었기 때문에 1차 냉각관의 지발 중성자 계수율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한편 2006년 8월에는 철거하였던 PTS #1, #2의 설계를 변경하여 새로 제작된 

것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에 운전을 재개하였을 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새 PTS

를 설치하기 이전인 2006년 6월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높아졌다가 2007년에

도 비슷한 준위를 유지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PTS를 제거한 전후에 보였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1월에도 한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는데, 운영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한편 12월 5일 운전을 시작할 때는 노심이 모두 

국산 연료 다발로 채워졌다. 

2008년에는 2007년 연말에 약간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림 2-12는 

2008년 이후의 수조 방사선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값을 

나타내는데, A, B 채널이 6 μGy/h, C 채널이 2 μGy/h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30 

MW로 운전할 때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가장 낮았던 2004년 연말부터 2005년 

연초까지(NAA #1을 제거한 직후)는 A, B 채널이 4 μGy/h, C 채널이 1 ~ 2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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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 정도였으므로 이보다는 약간 높다.

하나로 가동 초기와 근래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1차 냉각수와 수조 표면 부

근의 물에 대한 근래의 핵종 분석 예를 표 2-4에 실었다. 1996년 초의 수조 표면 

부근 물의 핵종 농도인 표 2-1이 15 MW로 운전할 때의 값이므로 30 MW로 환산

하여 비교해보면 Na-24가 약 2 %, Ar-41이 약 0.25 %, W-187이 약 0.75 %로 

줄었지만 반감기가 5.3일인 Xe-133은 67 % 수준이다. 즉 단반감기 핵종은 크게 

줄었지만 장반감기 핵종은 적게 줄었다. 1996년 1월에는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아

서 oxide layer의 두께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고 Na-24가 물로 용해되어 

나오는 정도도 지금보다 낮았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1996년 1월에 Ar-41, 

W-187, Mn-56의 생성량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Mn-56이 특히 높았

다.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에는 Xe-133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지만 I-133은 약간 

높다. 핵분열 생성물의 측정값은 변동 폭이 매우 크므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운전 전에 수조 물의 온도를 50 °C 정도로 올려서 물속에 용해된 기

체의 양을 줄이고, 수조 고온층으로 인하여 수조 표면의 물 온도는 45 °C 부근을 

유지한다. 1996년 1월의 운전 자료를 보면 29 ~ 31.5 °C를 유지하였다. 물 온도

에 따라 아르곤의 용해도가 변하는 것은 6.2절과 그림 6-4에 기술되어 있는데, 50 

°C에서의 용해도는 30 °C의 75 % 정도이다.

W-187은 W-186(n,γ) (Maxwell average 33.61 b) 반응으로 생기는데, 텅스텐

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arc 용접 부위에 미량의 텅스텐이 함유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미량이고 중성자 흡수 단면적도 커서 초기에 원자로 구조물에 있었던 텅스텐은 

물에 용해되고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소되어 점차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연

료 다발의 grapple head 등에 일부 arc 용접부가 있으므로 W-187이 완전히 없어

지지는 않는다. 

Mn-56은 Mn-55(n,γ) (Maxwell average 11.89 b), Fe-56(n,p) (fission 

spectrum average 1.057 mb), Co-59(n,α) (fission spectrum average 0.165 

mb) 반응으로 생기는데, 노심에 Mn을 함유하는 물질이 없으므로 스테인레스 스틸

의 (n,p) 반응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에 이의 농도가 높았던 것은 1차 

냉각 계통 등에 스테인레스 스틸을 가공할 때 생긴 미세한 가루가 미량 남아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로를 설치하고 원자로 출력을 올리기 전에 이러한 

방사화 요인이 되는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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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반감기(분)

주요 

감마선 

에너지 

(keV)

1차냉각수(Bq/liter) 수조상부수(Bq/liter)

30 MW 

정상 운전

07-02-27

2006-05-17

 13:35 

(정지)

30 MW

정상 운전

2006-05-17

 9:15 (정지)

Al-28 2.31 1778.8 1.75E+06 1.79E+03

Ar-41 109.8 1293.6 3.15E+05 4.14E+02 2.51E+02∼
5.46E+02

Ba-139 83.06 165.8 1.38E+04 6.32E+01

Ba-141 18.267 190.22 1.58E+04

Ce-141 46632.96 145.45 3.39E+02
3.80E+02∼
9.12E+02 3.59E+01

Cs-138 32.2 1435.86 2.56E+04

I-131 11579.04 364.48 1.17E+02 9.60E+00

I-132 142.8 667.69 7.17E+03 1.07E+03 2.49E+02

I-133 1218 529.5 4.01E+03

Kr-85m 268.86 151 1.52E+03

Mg-27 9.462 843.73 5.25E+06

Mn-56 154.56 1811.2 1.31E+04

Mo-101 14.62 590.82 0.00E+00

Na-24 897.54 1368.55 1.54E+06 9.49E+03
4.89E+03∼
7.83E+03 3.42E+02

Nb-95 50364 765.82 1.09E+03 ∼1.01E+03

Np-239 3391.68 103.7 6.13E+03 2.89E+02 5.61E+01

Rb-88 17.8 1836 1.76E+04 2.61E+02

Rb-89 15.4 1031.88 3.09E+04

Sr-92 162.6 1383.9 7.48E+03

Tc-101 14.2 306.86 1.95E+04

Tc-104 18.2 357.99 8.35E+03

Tc-99m 361.14 140.51 4.73E+03 1.40E+03 5.51E+02

Te-131 25 149.72 4.50E+03

Te-132 4675.02 228.16 1.70E+03 7.38E+01 ∼2.06E+02 9.42E+00

Te-133 12.45 312.1 5.05E+03 3.53E+02

W-187 1434 685.74 3.20E+04 9.19E+04 1.67E+02

Xe-133 7619.04 81 9.32E+03 6.33E+04
6.19E+02∼
 1.75E+03 5.50E+04

Xe-135 544.98 249.79 6.90E+03 ∼3.36E+02 2.56E+01

Xe-135m 15.6 526.81 1.19E+03

Xe-138 14.13 258.31 2.45E+04

Zr-95 92733.12 724.18 9.31E+02

표 2-4. 하나로 1차 냉각수와 수조 표면 물에 대한 근래의 핵종 분석 사례

2.7.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이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이상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변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내용의 이력을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수조 상부 방사선 계측기의 값은 변

화폭이 있으므로 개략적인 값을 적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30 MW

로 운전할 때의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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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방사성 핵종 생성량의 변화,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이 섞이는 정도, 

수조 상부의 여타 방사선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PTS 등 수조 상부의 여타 

방사선원 영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조 고온층 아래에 있는 물의 방사능 변화는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가 나

타내는데, 이 값의 변화는 방사성 핵종의 생성량 변화에 민감하다. 1996년 1월에는 

Mn-56, Ar-41, W-187의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Na-24보다 반감기가 짧

지만 고온층이 없어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서 차지하는 몫이 지금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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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μGy/h)
비고

A, B C
(A,B) 

-  C

1997.4 수조 고온층 설치 이

전
225 225 - -Peaks approaching 450 μGy/h

1999.1.12 수조 고온층 이온 

교환기 설치 이전
30 24 6

1999.1.12 수조 고온층 이온 

교환기 설치 이후
15 9 6

2000.1 정지봉 배관 사이펀 

방지 구멍 개폐기 설치 이후 
12.5 7.5 5

우회 유량 65 -> 55 kg/s로 조정

수조 고온층 온도를 46 oC로 상승

2001.6 초 (상반기에 점진적

으로 감소)
5.1 2.8 2.3

- 핵분열 생성물 농도 감소

- 반사체 영역 빈 조사공에 Al 마

개 설치(3.27 - 29)

- 우회 유량 55 -> 50 kg/s 

(3.28)

2001.7월 이후 증가하였다가 

감소

- 우회 유량 50 -> 45 kg/s 

(7.13)

- PTS plugging (9.24)

- PTS 질소 사용 (12월)

2002.11 정화계통 유로 변경 

이후
8.1 5.6 2.5

- 흡입구를 우회관에서 작업 수조

로 변경

- 2003.12.30 AECL 연료 재조립 

다발 장전 시작

2004.1 정화계통 유로 변경 

이후
7.5 4.4 3.1

-흡입구를 작업 수조에서 우회관으

로 변경

2004.9 30 MW 운전 초기 9.5 6.5 3

2004.10.11 운전전 수조수 

온도를 50 oC까지 상승

-별다른 차이 없음

-운전중 PTS 시료 고착 발생

2004.10.12 PTS 조사관 철

거 이후
4 1.5 2.5

-2005.3.8 구형 AECL 연료 다발 

노심 완전 인출, 국산 연료 장전 

시작

- 2005.4.29 수조 고온층 온도 

45.5 oC로 낮춤 (변화 없음)

- 2006 연료 미세 누설

- 2006.8 설계 변경된 PTS #1,2 

설치

- 2007.12 국산 연료 노심 구성

2009년 상반기 6 2 4

표 2-5.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관련 이력

* 30 MW 운전할 때의 값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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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에는 연초보다 약 절반으로 줄었다. 이 시기에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

가 서서히 줄었고, 이에 따라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도 점진적으로 줄었다. 핵연

료의 표면 오염이 조금 많은 것이 장전되거나 미세한 누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TRIGA 사용후 연료의 미국 반송 작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TRIGA 

사용후 연료에서는 보관 도중 손상된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사용후 연료 저장

조의 물에 미량의 우라늄이 용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업 수조와 사

용후 연료 저장조 사이의 수문은 평상시에 닫아 두고 있지만 하나로의 사용후 연료

를 저장 랙에 옮길 때는 수문을 열므로 이 때 물이 섞일 수 있다.

연료 다발의 마모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알루미늄의 방

사화 핵종인 Na-24가 결정하는데, 다발의 마모가 심하면 냉각수에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알루미늄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AECL 연료를 재조립하여 장전한 이

후, 국산 연료를 장전하기 시작한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료 표면의 우라늄 오염 정도, 알루미늄 방사화물이 표면에서 냉각수로 녹아나오

는 정도 등에서 별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고온층의 방사능은 그 아래 물과의 섞임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이 섞이는 정도에 

비례하며, C 채널의 값이 대변한다. 2001년 1월에 정지봉 배관 사이펀 방지 구멍

에 개폐기를 설치하여 80 % 정도로 낮아졌고, 2004년 10월부터 운전 시작 전에 

물 온도를 50 °C 정도로 올림으로써 1/4 정도로 낮아졌다. 침니 바깥에 있는 조사

공은 자연 대류로 냉각되는데, 이곳에 장전되는 NTD 조사 장치, RI 생산 장치, 빈 

조사공 마개 등 내부에 별도의 냉각 기능이 없는 조사물은 자연 대류 냉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표면 온도가 높을 수 있고 이곳에서 공기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기포가 수조 표면으로 떠오를 때 주변의 물도 따라 올라와서 고온층과의 물 섞

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 시작 전에 수조 온도를 50 °C 정도로 올리

면 이러한 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회 유량의 영향은 1999년에 시험하였는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그 때의 

시험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황을 모사

하는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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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수 방사성 핵종

지금까지 1차 냉각수 및 수조 물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에서 발견된 주요 방사

성 핵종은 1) 냉각수 자체 및 이에 용해된 불순물의 방사화 생성물, 2) 노심 구조

물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연료의 피복재인 알루미늄의 방사화 생성물, 3) 

핵분열 생성물, 4) 기타 방사화 생성물, 5) 조사물의 누설 핵종으로 분류하였다.

3.1. 냉각수 자체 및 용해된 불순물의 방사화

N-16과 Ar-41이 중요하고 이외에 H-3와 냉각수의 불순물이 방사화되는 각종 

핵종이 있을 수 있다. 

N-16은 고속 중성자에 의한 O-16(n,p) 반응으로 생성된다. 반응 단면적은 매우 

작지만 물 자체가 방사화되고, 반감기가 7.13초로 짧으며, 6.13 MeV (69%) 및 

7.11 MeV (5%)의 고에너지 감마선을 내기 때문에 1차 냉각 계통 주변의 방사선 

준위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차폐 요건을 결정한다. 1차 냉각 계통에 부착되는 계측

기와 케이블은 높은 방사선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데, 하나로의 경험을 보

면 1차 펌프실의 CCTV 카메라가 가장 민감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N-16 decay tank를 두면 방사선 준위를 크게 낮출 수 있지만 다른 방사성 핵종 

때문에 운전하고 있을 때 1차 냉각계통에 작업자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N-16은 고속 중성자 반응이고 노심 전체에서 생성되므로 1차 냉각 계통의 

배관 주변 방사선 준위는 노심 출력에 비례하며, 노심 내부의 중성자속 분포 변화

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노심 출력 감시에 활용할 수 

있다. 감마 계측기를 노심 출구와 가까운 곳에 두면 냉각 계통의 온도와 유량으로 

측정하는 열출력보다 훨씬 빠르게 출력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 하나로에도 이 목

적으로 감마 전리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출력 측정이므로 

교정이 필요하다.

Ar-41은 물에 녹아있는 Ar-40의 (n,γ) 반응으로 생성된다. 반감기가 1.83 h이

고 1.3 MeV (99.2%)의 감마선을 낸다. 불활성 기체여서 정화 계통과 환기 계통의 

여과기에 흡착되지 않으며, 수조 표면에서 교환 작용으로 원자로실 공기로 나간 뒤 

환기 계통과 굴뚝을 통하여 배출된다.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환경으로 나가는 주요 

핵종이다. 하나로에서는 냉각수에서 나가는 것과 공압 이송 장치(PTS: pneumatic 

transfer system) 및 중성자 빔 실험 장치에서 공기가 방사화되어 나가는 Ar-41이 

있다. 이 가운데 PTS를 통해 나가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PTS에 사용하던 공기

를 질소로 바꾼 바 있다. 반사체 영역 조사물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곳에서 기포

가 생길 수 있고, 기포가 물 위로 떠오르면 기포에 포함된 Ar-41이 환기 계통으로 

나갈 때 순간적으로 duct monitor나 굴뚝 감시기의 값이 증가할 수 있다.

아르곤이 물에 녹은 양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노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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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41 생성률도 노심 계산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성 

반응의 대부분이 열중성자 반응이어서 노심 상하부 및 반사체 주변과 반사체 영역 

조사공에서도 생기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H-3는 일부 물 분자를 구성하는 H-2가 중성자를 흡수하여 생성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1차 냉각수의 H-3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주목적은 중수 계통에서 

누설 징후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Be을 반사체로 사용하는 원자로에서는 

Be에서 냉각수로 나오는 H-3가 있다. 또한 냉각수의 순도가 나쁘면 Na-24, 

Cl-37 등 불순물에 따라 여러 가지 핵종이 생길 수 있다. 하나로에서는 지금까지 

냉각수의 순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3.2. 알루미늄의 방사화

하나로의 핵연료 피복재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방사화 생성물이 1

차 냉각 계통과 수조 방사능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생성되는 반응과 핵

종은 Al-27(n,α)Na-24, Al-27(n,p)Mg-27, Al-27(n,γ)Al-28이다. 

Na-24는 15.02 h의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조 표면까지 다

다를 수 있고 2.75 MeV (100%)와 1.37 MeV (100 %)의 강한 감마선을 내기 때

문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형성하는 주 핵종이다. 또한 이온 교환 수지에 흡착

되어 이의 주 방사선원이 된다. 따라서 수지를 교체하는 작업은 원자로가 정지되고 

4일 이상 지난 뒤에 하면 수지의 방사능이 크게 낮아진다.

Mg-27은 반감기가 9.46 분이고 0.84 MeV (73%) 및 1.01 MeV (29%)의 감마

선을 낸다. 반감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수조 표면까지는 거의 다다르지 않지만 

고온층 아래 수조 물에서는 Na-24와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을 갖고 1차 냉각 계통

에서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Al-28은 반감기가 2.31 분이고 1.78 MeV (100%)

의 감마선을 낸다. 반감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수조에서의 방사능은 Na-24와 

Mg-27보다 상당히 낮다. 1차 냉각 계통에서는 Na-24와 비슷한 수준이다. Mg-27

보다 반감기가 짧고 중성자 흡수 반응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1차 냉각 계통에서의 

방사능이 낮은 것은 알루미늄에서 냉각수로 나오는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상의 알루미늄 방사화 생성물은 1차 냉각 계통에서 N-16 다음으로 높은 방사

능을 가지며, N-16 decay tank가 있어서 N-16은 충분히 낮아지더라도 이들의 방

사능은 거의 낮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N-16 decay tank의 부피를 정할 때는 남은 

N-16으로 인한 방사선 준위가 알루미늄 방사화물에 의한 준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히 정하면 된다. N-16의 감마선 에너지가 매우 커서 같은 방사능이더라도 차

폐가 더 두꺼워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Na-24 방사능의 1/10 정도가 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N-16 decay tank에 이어지는 1차 냉각 계통과 이온 교환 

수지 등에서는 알루미늄 방사화 생성물이 차폐 요건을 결정하는 주요 핵종이다. 그

런데 알루미늄에서 각 핵종이 생성되는 반응률은 노심 계산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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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냉각수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본 기술 보고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이 냉각수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3.3. 핵분열 생성물

미미하지만 핵연료 표면에는 우라늄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냉각수에서 핵분열 생성물이 측정된다. 하나로 연료의 표면을 솜방망이

로 문지르고, 솜을 펴서 얇은 폴리카보네이트 판 사이에 넣어 꼭 누른 상태에서 중

성자를 쪼인 뒤, 에칭한 폴리카보네이트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바 있다 (track 

etching). 이 관찰에서 수많은 핵분열 생성물의 자국들이 (fission track) 방사형으

로 퍼져 있는 것을 여러 개 발견하였는데, 이는 미세한 우라늄 알갱이가 연료 표면

에 붙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연료나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 표적에서 손상이나 결함이 있어도 핵분열 생

성물이 냉각수로 나온다. 하나로에서는 연료의 손상을 감시하기 위하여 1차 냉각관

에서 노심 출구에 가까운 곳에 지발 중성자 계측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상이나 결함을 매우 예민하게 감시한다. 그러나 지발 중성자의 반감기는 

매우 짧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이 냉각수로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손상이

나 결함은 감지하기 어렵다. 1차 냉각수의 핵종 분석은 이러한 손상이나 결함도 예

민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핵분열 생성 핵종은 매우 많고, 핵분열당 생성률과 붕괴 고리도 매우 복

잡하며, 일부 핵종은 다른 물질의 방사화로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연료마다 우라늄 

오염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증가 정도가 미세할 때는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

다. 하나로에서는 Zr-95와 이의 딸 핵종인 Nb-95가 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핵분

열 생성물인지 유동관 등 Zr 구조물의 방사화로 생기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로 냉각수에서 측정된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능은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들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환경으로 배출되는 핵종에서는 Ar-41과 함께 주

요 부분을 구성한다. 할로겐 핵종은 수조 표면에서 공기로 거의 나가지 않으며 불

활성 기체가 주로 나가는데 반감기가 긴 Kr-85, Kr-85m, Xe-131m, Xe-133이 

고려할만한 대상이다. 실제로 수조 표면에서 측정되는 값을 보면 반감기 5.25 d인 

Xe-133이 가장 높다. 이의 대부분은 반감기 20.9 h인 I-133의 붕괴로 생기는데, 

I-133이 이온 교환 수지에 흡착되더라도 붕괴되어 Xe-133이 되면 수지를 빠져나

오므로 수지에서 제거되지는 않는다. 또한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배출된다. 그러나 감마선 에너지가 0.081 MeV (37.1%)

이고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도 0.101 MeV로 상당히 약하여 피폭 영향이 매우 작

다. 배출 관리 기준은 2E4 Bq/m3으로서 Ar-41의 500 Bq/m3과 비교하면 1/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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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Cs-137등 장반감기 핵종은 냉각수에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Co-60과 마찬

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잔류 방사선원으로 남는다. 열교환기 전열판이나 1차 

펌프 등을 제염할 때, 교체한지 오래된 이온 교환 수지 등에서 주요 잔류 방사선원

이 된다.

3.4. 기타 생성물 

그 외에 하나로 냉각수에서 측정되는 핵종으로는 반감기가 23.9 h인 W-187과 

반감기 2.5785 h인 Mn-56이 있다 (2.6절 내용 참조). 노심 구조물 가운데 용접 부

위에 미량 섞여 있는 텅스텐의 (n,γ) 및 Fe-56(n,p)Mn-56 반응으로 생성되는 것

으로 추정되는 이들 핵종은 운전 초기보다 많이 줄었다. 냉각수에서 Na-24 등이 

모두 붕괴한 뒤에 장시간 측정하면 반감기가 27.7 d인 Cr-51도 발견된다. 알루미

늄 이외에 하나로 노심의 구조재로는 Zr, Hf, SS가 있는데, Mn-56과 Cr-51은 SS

의 방사화로 생기는 핵종이다. SS에서는 이외에도 Co-60 등 여러 핵종이 생기지만 

긴 반감기로 인하여 측정되지 않는다. 

Zr에서 생기는 Zr-95와 Nb-95가 측정되지만 핵분열로도 생긴다. Zr-96(n,γ)로 

생기는 반감기 16.9 h의 Zr-97를 측정하여 보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 볼 수도 있

겠지만 측정되는 Zr-95가 작아서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성자 흡수체

로 사용되는 Hf의 방사화 생성물 가운데 Hf-175, Hf-181은 측정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냉각수로 나오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SS의 방사화로 생

기는 Co-60이다. 앞서 3.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1차 계통 내부 표면 crud와 이온 

교환 수지 등에 잔류하는 주요 핵종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이온 교환 수지의 방사

능을 측정하고 수지의 사용 이력 등과 비교하면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금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표적에서 누설이 생기거나 수조나 

노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관련되는 핵종이 발견될 수 있

다. 부식에 취약하거나 부식을 촉발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재료는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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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조 방사능 분석을 위한 모델

4. 분석 모델

4.1. 분석 영역 구분

분석 모델은 그림 4-1과 같다. 1차 냉각 계통과 수조를 1차 냉각 계통, 수조의 

고온층 아래 영역, 두 개의 고온층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림에서 왼쪽 수조 벽을 따

라 쓴 숫자는 주요 부분의 깊이를 m로 나타낸 것이다. 수조 고온층 계통에서 수조

의 물을 빨아들이는 곳은 1.8 m, 데워진 물을 수조로 넣는 곳은 0.6 m 깊이에 있

다. 고온층의 아래쪽 경계는 깊이 5 m에 있다. 고온층의 두 개 영역 사이 경계는 

깊이 1.8 m인 곳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그림 4-2의 1998년 측정 자료에서 보듯

이 1.8 m와 5 m에서 확연한 온도 경계를 나타내고, Na-24의 방사능 분포도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29 -

깊이 1.8 m에서 온도 경계가 생기는 것은 고온층 계통이 이 깊이에서 물을 빨아

들이기 때문에 1.8 m 위쪽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수평 및 수직 유동이 있기 때문이

다. 1998년 측정 결과에는 0.2 및 1 m 깊이에서의 값이 있는데, 이 두 값이 거의 

같다. 실제로는 깊이 1.8 m까지는 Na-24의 농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 1998년 측정한 수직 온도 및 Na-24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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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 m 사이의 영역에서는 측정된 Na-24의 분포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 영역에서 아래쪽의 방사성 물질이 위쪽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5 m 부근에서의 측정값은 없지만 5 m 아래에서도 Na-24의 농도가 거의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회 유량이 수조 바닥 부근에서 위로 올라 온 뒤 

깊이 6.75 m에 있는 침니 입구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올라오는 최고 높이가 깊이 

5 m까지인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깊이 5 m 아래를 한 개의 영역으로 잡았다. 

한편 작업 수조와 수로의 바닥 깊이는 5.5 m인데, 이곳에서의 온도 분포가 원자로 

수조와 같을지는 측정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차 냉각 계통은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았는데, 균형식은 이 영역 전체의 

평균 농도에 대하여 세울 수도 있고, 노심 입구와 출구 농도를 분리하여 균형식을 

만들 수 있다.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경우에는 노심 입구와 출구 농도의 차이가 크

므로 분리하는 모델이 더 정확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계산할 때는 불

편하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계산할 때는 평균 농도에 대한 모델

을 사용하였다. 이때의 주요 관심사는 수조 상부의 방사선 준위 변화인데, 반감기가 

짧은 핵종은 수조 상부에 거의 도달하지 않으므로 평균 농도에 대한 모델로도 충분

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2. 분석에 필요한 자료 생산

4.2.1. 분석에 필요한 자료

본 분석은 5절에서 설명하는 각 영역별 균형식(balance equation)을 풀어서 노심

에서 각 핵종이 생겨나는 율(s)이나 각 인자가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알아내고,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예측하는 것이

다. 각 영역별로 균형식을 푸는데 필요한 인자들은 그림 4-1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원자로 설계나 계통 운전 자료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수조 표면에서

의 기체 교환 상수(gas exchange coefficient)  k, 이온 교환 수지에서의 흡착 효율 

p, 1차 냉각계통 바깥의 수조에서 핵종이 생성되는 율 sp,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이 

섞이는 율 Fm 및 아래쪽 물이 고온층 아래 영역을 지나 위쪽 영역에 도달할 때까

지 걸리는 시간 td이다. 그리고 각 영역별 핵종 농도 가운데 평형 상태(steady 

state)에서의 노심 입구 농도 ni와 고온층 표면 부근 물의 농도 nh에 대하여는 측정

한 값이 있다. 

4.2.2. 기체 교환 상수

기체 교환 상수 k는 Ar-41, Xe-133과 같이 수조 표면에서 대기로 휘발되어 나



- 31 -

가는 핵종에 대하여 필요하다. 아르곤에 대한 k는 OPAL SAR에 0.0057 mm/s과 

0.057 mm/s 두 가지 값이 나와 있고 OPAL과 유사한 조건에 대하여 측정한 값이

라고 하였다[13]. 이 가운데 하나는 오타가 분명한데, 환경 방출량 계산 자료를 분

석해보면 0.057 mm/s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된 값이 

0.057 mm/s인지는 알 수 없다. Xe과 Kr에 대하여도 같은 값을 사용하였으며, I에 

대하여는 0.057 mm/s의 1 % 정도인 값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섭 등은 하나로 냉각수를 비커에 담아 상부를 노출시키고 적절히 환기하면

서 방사능 변화를 측정하였다[14]. 휘발성 핵종은 자연 붕괴에 더하여 물 표면에서 

공기로 나가는 것이 있으므로 자연 붕괴보다 더 짧은 반감기를 갖는 것처럼 측정된

다. 이렇게 측정한 Ar-41의 k는 6.89E-4 cm/s이다. 이는 OPAL SAR에서 제시된 

값 두 개 가운데 0.0057 mm/s와 비슷한 값이다. Xe-133에 대하여는 2.27E-5 

cm/s로 측정하였는데 (Ar-41의 0.033배), 이는 Ar-41과 Xe-133의 질량비 0.308

의 제곱근인 0.555 및 1/4승인 0.745보다 훨씬 작다. 기체 교환 상수는 일반적으

로 질량의 제곱근 또는 1/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크게 다르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명섭 등의 실험은 각 핵종별로 한 번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실험을 더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 동위

원소의 경우에는 k가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 없었는데, 배기되는 공기에 이온 교환 

수지를 붙여 공기로 나가는 양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시의 핵종 거동을 계산하는데 쓰일 수 있으므로 측정 자료가 생산되기

를 기대한다. 본 분석에서는 김명섭 등의 측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4.2.3. 정화기 흡착 효율

이온 교환 수지에서의 흡착 효율 p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수기 입출구의 물을 거

의 동시에 채취하여 핵종 분석을 하였다. 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관에 고여 있던 물

을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히 배수하였다. 표 4-1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전리되지 

않는 Ar-41은 이온 교환기에 흡착되지 않으며, Na-24와 Mg-27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개의 시료를 한 개의 감마 분광 분석기로 차례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반감기가 짧은 Al-28의 흡착 효율은 측정할 수 없었지만 Na-24나 Mg-27와 

비슷하다고 추정하였다.

Na-24와 Mg-27은 이온 교환 수지 교체 직전에 84.5 %의 흡착 효율을 보이지

만 교체 이후에는 대체로 90 %를 상회한다. 이온 교환 수지의 성능은 입구와 출구

의 전도도 차이로 판단하는데, 수명 기간의 대부분은 거의 일정한 전도도를 나타내

다가 수명에 근접하면 비교적 빠르게 전도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이온 교환 수지의 

흡착 효율은 90 % 이상을 유지하다가 수명에 근접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90 

% 이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흡착 효율은 90 %로 가정하였다. 이 

흡착 효율을 이용하면 이온 교환기의 방사능도 예측할 수 있어 정수기의 차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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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모델에서는 정수기가 단순히 해당 핵종을 흡착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흡착된 핵종이 붕괴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면 

정수기 내부에서의 핵종 변화를 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I-133과 

X-133 체인의 경우 I-133이 정수기에 흡착되지만 이것이 붕괴하여 Xe-133이 되

면 정수기를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각 영역별 균형식에도 체인 효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Date in 2009 2 Jan.1) 30 Jan. 5 March 11 March 22 March

Na-24
Inlet 1.57E3 1.49E3 1.23E3 1.26E3 1.34E3

Outlet 2.43E2 1.50E2 1.17E2 1.07E2 1.12E2
p 0.845 0.899 0.905 0.915 0.917

Mg-27
Inlet 5.10E3 4.60E3 3.78E3 3.81E3 4.23E3

Outlet 7.90E2 1.13E2 3.21E2 3.21E2 4.07E2
p 0.845 0.975 0.915 0.916 0.904

Ar-41
Inlet 5.00E2 5.60E2 4.41E2 4.83E2 4.50E2

Outlet 4.92E2 5.81E5 4.66E2 4.84E2 4.78E2

표 4-1. 정수기 입출구의 핵종 방사능 측정 결과

주 1) Just before replacement of ion exchanger

4.2.4. 수조에서의 핵종 생성율

1차 냉각 계통 바깥의 수조에서 핵종이 생성되는 율 sp는 Ar-41에 대해서만 필

요하다.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은 모두 노심에서 생긴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하기 때

문이다. 노심에서 생기는 율 s에 대한 sp의 비를 γ로 나타내었다. γ가 0인 경우에

는 평형 상태에서 1차 냉각 계통에서 측정한 각 핵종의 방사능(4.2.5절 참조)을 균

형식에 대입하여 s를 구할 수 있다. γ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반사체 주변의 물을 포

함하는 노심 계산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다. Ar-41에 대해 MCNP5로 계산한 γ는 

약 0.13이었다.

4.2.5. 1차 냉각수와 수조 표면 방사능 측정 자료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과 섞이는 율 Fm과 고온층의 아래 영역을 지나 위쪽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d는 고온층 아래 영역과 수조 표면에서의 핵종 

농도 및 원자로 운전을 시작한 뒤 수조 상부의 방사선 준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

는 추이로 결정할 수 있다. 수조 표면 부근에서 측정한 각 핵종의 방사능 가운데 

비교적 일관성 있게 측정되는 핵종은 Na-24와 Ar-41이다. 고온층 아래 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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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Al-28 Ar-41 Mg-27 Ma-24

2007/2/13 1.92E+06 4.53E+05 4.92E+06 9.52E+05

2007/2/21 2.47E+06 4.15E+05 5.79E+06 1.49E+06
2007/2/27 1.75E+06 3.15E+05 5.25E+06 1.54E+06
2007/3/22 1.22E+06 4.45E+05 4.66E+06 1.73E+06
2007/4/7 1.01E+06 3.32E+05 5.41E+06 1.74E+06

2007/4/12 1.04E+06 3.51E+05 5.82E+06 1.83E+06
2007/4/30 9.69E+05 3.97E+05 5.21E+06 1.69E+06
2007/5/9 1.16E+06 3.57E+05 5.70E+06 1.77E+06

2007/6/13 1.12E+06 3.22E+05 5.64E+06 1.57E+06
2007/6/28 1.37E+06 3.22E+05 6.19E+06 1.65E+06
2007/11/2 9.87E+05 4.10E+05 5.24E+06 1.59E+06
2007/11/8 9.84E+05 3.53E+05 5.44E+06 1.67E+06

2007/11/15 1.47E+06 3.06E+05 5.85E+06 1.64E+06
2007/11/21 1.13E+06 4.01E+05 6.20E+06 1.88E+06
2007/12/7 2.14E+06 3.46E+05 5.83E+06 1.67E+06

2007/12/14 1.60E+06 3.58E+05 6.19E+06 1.73E+06
2007/12/20 1.45E+06 3.18E+05 6.05E+06 1.49E+06
2007/12/26 1.12E+06 3.49E+05 6.36E+06 1.54E+06
2007/12/28 1.26E+06 3.91E+05 6.42E+06 1.64E+06
2008/3/12 1.62E+06 3.65E+05 5.40E+06 1.41E+06
2008/3/27 6.57E+06 4.18E+05 8.12E+06 1.43E+06
2008/4/11 1.62E+06 4.01E+05 4.91E+06 1.23E+06
2008/4/12 1.55E+06 4.17E+05 4.92E+06 1.27E+06
2008/4/12 1.64E+06 3.57E+05 4.02E+06 1.25E+06
2008/4/13 1.61E+06 3.77E+05 4.07E+06 1.24E+06
2008/4/21 1.12E+06 3.81E+05 4.11E+06 1.30E+06
2008/4/29 1.10E+06 2.67E+05 5.22E+06 1.30E+06

2008/5/5 1.42E+06 3.45E+05 5.06E+06 1.34E+06

평균 1.59E+06 3.67E+05 5.50E+06 1.52E+06

표준편차 1.04E+06 4.43E+04 8.41E+05 2.22E+05

표준편차% 65.8 12.1 15.3 14.6 

표 4-2. 하나로 1차 냉각수의 방사능 측정 자료  (단위: Bq/l)

농도는 1차 냉각 계통에서 채취한 냉각수에 대하여 측정한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Na-24와 Ar-41로 결정된 각 Fm과 td가 비슷한 값이라면 다른 핵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표 4-2는 하나로가 정상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한 1차 냉각수의 방사능 자

료이다. Al-28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65.8%로 큰데, 반감기가 2.31분이어서 관 

내부의 1차 냉각수가 시료 채취관을 통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시료 채취 및 

측정 시간 등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종의 표준 편차는 12.1 - 15.3%로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분석에 사용한 1차 냉

각수의 방사능은 이 표에 나타낸 각 핵종별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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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rimary cooling flow rate, F (g/s) 7.800E+05

Bypass flow rate, Fb (g/s) 5.000E+04

Core flow rate, Fc (g/s) 7.300E+05

Primary coolant loop circulation time, tp (s) 2.140E+01

Primary coolant loop water mass, M (g) 1.669E+07

Pool surface area, A (cm2) 4.257E+05

Total pool water mass (g) 3.183E+08

Water mass in upper hot water layer, Mh (g) 7.6608E+07

Pool water mass below hot water layer, Mp (g) 1.055E+08

Primary purification flow rate, Fp (g/s) 7.700E+03

Hot water layer purification flow rate, Fh (g/s) 2.500E+03

표 4-3. 분석에 사용한 설계 및 운영 자료 

표 2-4의 1차 냉각수 및 수조 상부 물에 대해 방사능 측정 사례를 보면 표 4-2

에 열거한 핵종 이외에 1차 냉각수에서 측정되는 핵종은 W-187과 핵분열 생성물

이며, 각각의 방사능은 Ar-41의 1/10 이하 수준이다. 수조 상부에서는 반감기가 

짧은 Al-28과 Mg-27이 측정되지 않고, 반감기가 긴 Xe-133, Ce-141, Nb-95 등

이 측정된다. 각 핵종이 내는 감마선과 방사능을 고려하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의 대부분은 Na-24가 결정한다. 이의 방사능은 4.89 ~ 7.83 Bq/cc인데, 중간값은 

6.36 Bq/cc이다. 표 4-2에서 1차 냉각수의 평균값이 1.52E3 Bq/cc인 것과 비교하

면 약 0.4%이다. Ar-41은 1차 냉각수 평균이 3.67E2 Bq/cc이고, 수조 상부에서 

0.25 ~ 0.546 Bq/cc (중간값 0.398 Bq/cc)이므로 수조 상부는 1차 냉각수의 약 

0.11%이다. 분석에서는 수조 상부 물에 대하여 측정한 값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4.2.6. 기타 자료

이외의 자료는 원자로 설계 및 운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 4-3에 정리하였

다. 운전할 때는 작업 수조와 사용후 연료 저장조 사이의 수문이 닫혀 있으므로 직

경 4 m 깊이 12.2 m의 원자로 수조, 4 m x 6 m 넓이에 깊이 5.5 m인 작업 수

조, 그리고 두 수조를 연결하는 1 m x 6 m 넓이에 깊이 5.5 m인 수로가 전체 수

조를 구성한다. 수조에는 각종 구조물과 노심 등이 있지만 수조의 물량을 계산할 

때는 무시하였다. 고온층의 위쪽 영역은 표면에서 1.8 m까지이고 아래쪽 영역은 

1.8 ~ 5 m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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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영역별 균형식

이하 각 식에서 사용하는 부호는 그림 4-1에 나타낸 것을 바탕으로 한다. 1차 

냉각 계통에 대한 식을 세울 때는 노심 입구와 출구의 농도를 각각 다룰 수도 있

고, 1차 냉각 계통 전체의 평균값으로 다룰 수도 있다. 노심 입구와 출구의 농도를 

각각 다루면 1차 냉각 루프를 순환하는 동안 붕괴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더 

정확하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시

간 간격이 1차 냉각 루프 순환 시간으로 고정되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노심 입구와 출구의 농도를 각각 다루는 식을 사

용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1차 냉각 계통의 평균값을 다루는 

식을 사용하였다.

5.1. 노심 입/출구 농도를 각각 다룰 때

- 1차 냉각 계통

F의 유량과 tp의 순환 시간을 갖는 1차 냉각수는 Fc의 노심 유량과 Fb의 우회 

유량으로 분리된다. 우회 유량의 일부인 Fp는 1차 정화기를 거친 뒤 합류하여 수조 

바닥으로 나간다. 1차 냉각수가 노심에 도달하는 시간과 1차 정화기에 도달하는 시

간은 비슷하므로 같다고 가정한다. 1차 정화기를 지나면 이온 상태로 녹아 있는 핵

종은 이온 교환기에 흡착되는데, 이의 흡착 효율은 p이다. 1차 냉각수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1차 정화기 전단에서 채취하므로 이 측정값으로 노심 입구에

서의 핵종 농도 ni를 구한다고 가정한다.

냉각수가 노심을 지나가는 동안 붕괴되는 것을 무시하면, no의 농도를 가진 노심 

출구의 물에는 ni의 농도를 가진 노심 입구 물에서 들어오는 것과 노심에서 생기는 

s가 더해진 것이다.

   (1)

냉각수가 노심을 지나가는 시간은 약 0.1초인데, 이 시간은 tp에 포함시킨다. 노

심 상부에서는 수조로 나간 우회 유량이 수조를 거친 뒤 침니를 통해 내려오는 물

과 만나며, 1차 냉각계통으로 나간다. 침니를 통해 수조에서 내려오는 물의 핵종 

농도는 고온층 아래 수조에서의 농도 np이므로, 1차 냉각계통으로 나가는 물의 핵

종 농도를 nx 할 경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2)

이 물이 노심 입구로 되돌아 올 때는 tp의 시간 동안 붕괴된다. 

    
 

    

  (3)

여기서 λ는 붕괴 상수이다.

우회 유로로 나간 물의 일부는 1차 정화기를 거치므로, 우회 유로에서 수조로 



- 36 -

나가는 물의 핵종 농도 nb에서는 정화기에서 흡착된 만큼 줄어야 한다.

    (4)

-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

고온층 아래에 있는 수조 영역에서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오른쪽의 첫 항은 우회 유로를 통해 1차 계통에서 수조로 들어오는 것이

고, 둘째는 수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외에 고온층에서 이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

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오른쪽 끝 괄호 속의 항

은 모두 없어지는 것인데, 첫째는 붕괴, 둘째는 침니를 통해 1차 계통으로 되돌아

가는 것, 셋째는 고온층으로 나가는 것이다. 고온층에서 이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온층으로 나가는 항도 무시할 수 있다. 

  (6)

    (7)

로 표시하고, 식(4)를 (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

위 식은 침니를 통해 1차 계통으로 되돌아가는 물과 고온층으로 들어가는 물의 

핵종 농도가 고온층 아래 수조 물의 평균 농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즉 

고온층으로 유입된 우회류가 즉시 수조의 물과 고루 섞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실

제로는 수조로 들어온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

가겠지만 이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이의 평균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tm은 

Mp/Fb이므로 tm 동안 붕괴된 우회류가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즉시 섞인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구한 두 값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도 평형 상태에만 적용하여 유도한 값의 불확실성을 

파악하는데 이용한다.

- 수조 고온층 영역

수조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에서는 위쪽 영역으로 지나가기만 하므로 지나가는 

유량 Fm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td만 알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유동이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6절에서 

다루고 있다. Fm과 td가 결정된 경우에 위쪽 영역에 대한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오른쪽 첫 항은 고온층 아래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인데, td 시

간 이전에 있던 고온층 아래 수조의 물이 아래쪽 영역을 지나오는 동안 붕괴된 것

을 고려하고 있다. 두 번째 항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서 붕괴, 고온층 정화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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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흡착, 아래 영역으로의 유출, 수조 표면에서 공기로 나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9)

로 표시하면 식 (8)은 다음과 같이 된다.




    

     (8’)

- 차분 방정식

식(3’), (5’), (8’)은 다음과 같이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위첨자 

0이 붙은 것은 t, 위첨자 1이 붙은 것은 t +tp 시점의 값을 나타낸다.

식(3’)은 다음과 같이 되어 이전 단계의 값을 알면 현 단계의 ni가 계산된다.





  

  


  (3-1)

식(5’)를 t에서 t +tp까지 사다리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차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식(3-1)로 계산된 ni와 현 단계의 s 입력 값으로 현 단계의 np를 계산할 수 있

다.


  

   
  

  
 (5-1)

위 식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10)

     (11)

 


  (12)

식(8’)을 t에서 t +tp까지 사다리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이전 단계의 값과 

식(5-1)로 계산된 np를 써서 nh를 계산할 수 있다.


   

   
 

 (8-1)

여기서 각 부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이다.

 
     (13)

 
        (14)

  

 
  

(15)

 

  
(16)

이로써, 각 상수, 초기 조건, 시간에 따라 s가 변하는 값을 주면 tp 시간 간격으

로 영역별 핵종 농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td는 tp보다 훨씬 길므로 t - td 부

근의 값들로 내삽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

하는 계산을 할 때는 위 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s는 출력에 비례하는데, 평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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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1차 냉각수의 방사능을 이 다음에 기술하는 평형 상태 균형식에 대입

하여 구할 수 있다.

- 평형 상태 균형식

평형 상태에서는 ni(t+tp) = ni(t)이고 s도 변화가 없으므로 식(3’)은 다음과 같

이 된다. 


      (3-2)

식(5’)에서는 왼쪽 미분항이 0이므로 다음과 같이 된다.

 

    
(4-2)

식(3-2)에 (4-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7)

 


(18)

  
        (19)

우회류가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tm이 걸린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식(3-2)의 오른쪽 끝 항이 tm 동안 붕괴된 우회류로 대체되어 식(21)이 되며, 이를 

정리하면 식(17-1), (18-1), (18-2)가 된다.

  


(20)

 
         

  (21)




(17-1)

 
  (18-1)

  
         (18-2)

즉, C0가 Fb/Lp에서 exp(-λtm)으로 바뀐다. 

고온층에 대한 평형식은 식(8’)의 왼쪽 항을 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8-2)

따라서 ni 측정값과 γ 계산값으로 s를 구할 수 있고, nh에 측정값을 대입하여 

Fmexp(-λtd)를 구할 수 있다. td는 운전을 시작한 뒤에 고온층의 방사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식(3-1), (5-1), (8-1)로 계산하고 운전을 시작한 뒤에 수조 상

부 방사선 준위가 변하는 것을 계산하여 운전 자료와 잘 일치하는 값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1차 냉각 계통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다음 절의 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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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차 냉각계통의 평균값으로 나타낼 때

- 영역별 균형식

1차 냉각계통 전체를 평균적인 값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노심을 포함한 1차 계통

에 대한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3A)

여기서 n은 1차 계통의 평균 핵종 농도, M은 1차 계통의 냉각수량으로서 Ftp와 

같은 값이다. 

고온층 아래 수조에 대한 균형식은 식(5) 및 (5’)와 같지만 우회류에서 수조로 

나가는 핵종의 농도로 ni대신 n이 들어간다.




        (5A)

고온층에 대한 균형식은 식(8) 및 (8-1)과 완전히 같다.

- 차분 방정식

이 식들을 차분 방정식으로 만들 때는 tp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므로 t에서 t +Δ

까지 사다리꼴 적분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첨자 1이 붙은 것이 t +Δ 시점의 

값을 나타낸다.

식(3A)에 대한 차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A-1)

식(5A)에 대한 차분 방정식은 식(5-1)에서 ni대신 n을 넣으면 된다.


  

    
   

 (5A-1)

이를 식(3A-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A-1’)

 

  (22)

 


(23)

 



 

(24)

 


(25)

- 평형 상태 균형식

평형 상태에서는 식(3A) 및 (5A)의 미분항을 0으로 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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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

        (19A)

식(17A)는 식(17)과 같은 꼴이다. 그러나 평형 상태에서는 식(17)이나 (17-1)이 더 정

확하므로 식(17A)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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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형 상태 분석

5절에서 기술한 평형 상태의 균형식과 4.2절에서 기술한 자료를 써서 각 핵종별 

생성률 s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분석 모델이 가지는 가정,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불

확실성 등이 이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여 예측된 생성률의 신뢰도와 민감도

를 분석하였다.

Ar-41의 경우에는 물에 용해된 아르곤의 농도를 추정하고 MCNP5로 노심 계산

을 하여 구한 생성률과 비교하였다. 알루미늄 방사화 생성물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의 전체 표면적과 노심 계산에서 구한 알루미늄의 반응률을 써서 알루미늄에서 물

로 생성물이 나오는 등가 두께(equivalent thickness)를 구하였다. 생성물이 알루미

늄 표면에서 물로 나오는 것은 연료 표면에 생기는 산화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가 두께와 산화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우회 유량은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떤 값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회 유량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

였다. 

6.1. 생성률 예측과 예측의 신뢰도 분석

5절에서는 평형 상태의 균형식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냉각 계

통에 대하여는 노심 입/출구 농도를 각각 다루는 것이 실제 현상을 잘 나타낸다. 고

온층 아래 수조에서는 수조로 유입되는 우회류가 수조 물과 섞인 뒤 다시 침니를 

통해 1차 냉각 계통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우회류가 수조의 물과 즉시 고루 섞이고 수조에서는 균일한 평균 농도를 갖는다고 

가정한 것이고, 둘째는 우회류가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tm이 Mp/Fb라고 가정한 것이다. 실제 현상은 이 두 가지 사이일 것이다. 그리고 수

조에서 균일한 평균 농도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는 식(7)의 Lp를 구성하는 요소 가

운데 Fm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하려면 수조 표면에서 측정한 방사능을 식(8-2)

에 대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td도 알아야 한다. td는 8절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

는 것을 분석하여 1.5 시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Lp = λMp + Fb + Fm에서 Fm

이 갖는 비율은 매우 작다. 수조에서 대부분의 물은 침니를 통해 1차 계통으로 되

돌아가고 수조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산된 Fm은 Fb의 

1% 미만이다. 따라서 Fm을 무시하고 계산하여도 무방하다. 즉, 생성률 s를 계산할 

때는 고온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에서 ‘by pool average’로 나타낸 s는 식(17)로 

구한 값이고, ‘by max. decay in the pool’로 나타낸 것은 식(17-1)으로 계산한 

것이다. Na-24의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사실상 같다. 이는 tm이 35.16분인데 비

하여 Na-24의 반감기는 15 시간으로서 훨씬 길기 때문이다. 즉, 수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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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4 Mg-27 Al-28 Ar-41

Average activity (Bq/cc) 1.52E3 5.50E3 1.59E3 3.67E2

Standard deviation (%) 14.6 15.3 65.8 12.1

Source (#/s)
by pool average 9.8E11 2.6E11 4.3E10 3.4E10
by max. decay in the pool 9.8E11 3.0E11 4.4E10 3.9E10

Reaction rate per unit volume of Al (#/cc-s) 6.4E9 3.7E12 1.3E12 3.3E10*

Equivalent Al thickness** (nm) 5680 266 1.23 -

표 6-1. 계산된 생성률과 등가 알루미늄 두께

Na-24 농도 분포는 붕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균일하다. Al-28도 거의 같

은 값을 갖는데, 이는 반대로 tm에 비하여 반감기가 훨씬 짧기 때문이다. 즉 수조에

서 Al-28은 대부분 붕괴되어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적다. 따라

서 1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가는 양이 다르더라도 s 계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Mg-27로서 15 %의 차이를 나타내며, Ar-41은 

8.1 %의 차이를 낸다.

* Total Ar-40(n,γ) reaction rate (#/s) in the primary coolant for saturated argon 
concentration at 45 ˚C

** Total aluminum surface of fuel for active length = 2.6892E5 cm2

이하의 민감도 계산에서는 수조의 방사능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식(17)을 

사용하였다. 생성률 s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자료 가운데 1차 냉각수의 방사능 측

정값이 갖는 표준 편차는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 비교적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는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의 물량 Mp과 이온 교환 수지의 흡착 효율 p를 들 

수 있다. Mp에서는 노심을 포함한 1차 냉각 루프와 반사체 탱크 등 수조내 구조물

을 무시하였으므로 실제 물량보다 10 % 정도 작은 값을 사용하고 있다. p는 수지 

수명이 끝날 즈음에 0.845로 측정되었고, 새 수지를 사용할 때는 0.899 ~ 0.97 사

이의 값들이 측정되었는데 0.9로 가정하였다. 

그림 6-1은 Mp에 대한 민감도 계산 결과이다. Ar-41만 매우 민감한데, 이는 

수조에서 Ar-41이 붕괴하는 것이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Ar-41은 이온 교환기에 흡착되지 않으므로 1차 냉각 계통에서의 붕괴, 수조에서의 

붕괴, 고온층으로의 전달로 없어지는데, 이 가운데 수조에서 붕괴되는 것이 약 84 

%이다. 그 다음이 Mg-27로서 약 53%이고, Al-28은 29%, Na-24는 14%이다. 

Mp에 대한 민감도는 Na-24, Mg-27, Al-28, Ar-41이 각각 0.13, 0.15, 0.026, 

0.7 %/%Mp이다.

p에 대한 민감도는 그림 6-2와 같다. Na-24만 반감기가 길어서 매우 민감하다. 

이온 교환 수지에 흡착되는 Na-24는 전체 손실의 83%이다. Mg-27은 12%, 

Al-28은 5%이고 Ar-41은 흡착되지 않으므로 0이다. p에 대한 민감도는 N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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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27, Al-28이 각각 0.9, 0.037, 0.005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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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의 물량에 대한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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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이온 교환기 흡착 효율에 대한 생성률 예측 

민감도

이상의 결과를 핵종별로 종합하여 분석해 본다.

 Na-24에 대하여 추정된 생성률은 이온 교환기의 흡착 효율 p에만 민감하다. p

는 대체로 0.9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다가 수명이 임박해지면 비교적 빠르게 효율

이 낮아져서 0.845 부근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1차 냉각수의 방사능을 측정할 때

의 p는 대부분 0.9 부근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p

는 1차 냉각수 방사능을 측정할 때의 흡착 효율 평균이어야 하는데, 그 값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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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 수 없어서 0.9를 사용하면 그 결과는 편차가 된다. 이 편차는 5 % 이내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표 6-1에 제시한 Na-24의 생성률은 최대 5 %의 편차와 1

차 냉각수 방사능 측정값이 갖는 14.6%의 표준 편차를 갖는다.

Mg-27의 경우에는 두 계산 방법 사이의 차이 15%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그 

이외의 영향은 1차 냉각수 방사능 측정값이 갖는 15.3%의 표준 편차를 약간 더 크

게할 뿐이다. 따라서 Mg-27의 생성률로서 표 6-1에 제시된 두 값의 평균을 택한

다면 최대 7.5 %의 편차와 15.3%보다 약간 더 큰 표준 편차를 갖는다.

Al-28의 경우에는 1차 냉각수 방사능 측정값이 갖는 65.8%의 표준 편차 이외

에 추가적으로 고려할만한 불확실성이 없다.

Ar-41의 경우에는 두 계산 방법 사이에 8.1%의 차이가 있으며, Mp에 대한 민

감도는 0.7 %/%Mp이다. 실제 Mp가 사용한 값보다 10% 작다고 보면 약 7% 작은 

값이 된다. 따라서 두 계산 값 가운데 작은 것을 선택하면 여기서 생기는 편차의 

상당 부분은 Mp를 실제보다 큰 값을 적용하여 생기는 편차와 상쇄된다. 그 결과로

서 생기는 불확실도를 8%라고 가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Ar-41의 

경우에는 수조에서 생기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노심에서 생기는 것의 13%라고 가

정하였다. 이 값을 구하는 노심 계산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야 한

다. 수조와 노심에서의 생성률 계산이 각각 20%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면 두 값의 비는 약 30%의 불확실성을 가진다. γ값 13%의 30%는 약 4%이다.  

생성률 예측의 γ에 대한 민감도는 그림 6-3에 나타내었으며, γ가  13% 부근일 때

의 민감도는 0.72 %/%γ이다. 따라서 γ로 인한 불확실도는 약 3%이다. 이상으로 

가정한 8%, 3%와 1차 냉각수 방사능 측정값이 갖는 표준 편차 12.1%를 결합하면 

약 15%이다. 따라서 Ar-41에 대해 예측한 생성률은 약 15%의 표준 편차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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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Pool source ratio에 대한 Ar-41의 생성률 예측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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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r-41 생성률 계산

Ar-41은 냉각수에 용해된 아르곤의 방사화로 생기므로 물에 녹아 있는 아르곤

의 농도를 알면 노심 계산으로 생성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에는 MCNP5를 

사용하였다. 노심 부분(active height 70 cm)에 대하여는 36봉 다발과 18봉 다발 

영역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이 계산에서는 유동관 사이의 물 

영역은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 영역의 반응률은 유동관 내부의 평균과 같다고 가정

하고 모두 6.02E-11 /s-atom을 사용하였다. 노심의 물 면적은 23개의 육각 유동

관 내부가 627.17 cm2, 16개의 원형 유동관 내부가 278.94 cm2, 유동관 사이의 

물 영역은 498.5 cm2로서 전체 물 면적은 1403.61 cm2이다. 따라서 active 

height 70 cm 부분에 대한 전체 반응률(6.02E-11 /s-atom x 1403.61 cm2 x 70 

cm)은 5.92E-06 cc/s-atom이다. 여기에 냉각수에 녹아 있는 Ar-40의 원자 밀도

를 곱하면 노심에서의 Ar-41 생성률이 된다.

노심 이외의 영역에 대한 Ar-40의 반응률 계산에서는 중수 탱크 높이 121 cm 

가운데 active core height 아래와 위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다. 1차 냉각수가 흐르

는 영역 가운데 중수 반사체 높이보다 더 높은 곳과 더 낮은 곳에 대한 전체 반응

률을 계산하면 1.53E-7 cc/s-atom으로써 앞서 계산한 노심 부분 반응률의 2.6%

에 불과하다. 

중수 탱크의 inner shell 안쪽에서 중수가 있는 높이 120 cm 가운데 핵연료의 

아래와 위에는 물의 면적이 더 넓지만 중성자속은 낮으므로 노심 영역의 물과 같은 

면적을 가지면서 노심 영역과 같은 중성자속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즉 전

체 생성률은 6.02E-11 /s-atom x 1403.61 cm2 x 120 cm = 1.01E-5 

cc/s-atom으로 근사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 및 아래에서 생기는 것은 무시하였

다.

그리고 침니 바깥 수조에서의 생성률을 계산하면 1.36E-6 cc/s-atom이다. 즉, 

수조와 1차 냉각수에서의 Ar-40 농도가 같다면 1차 냉각수에서 생기는 것의 약 

13.4%가 수조에서 생긴다.

이제 물속의 Ar-40 농도를 알면 Ar-41의 생성률을 계산할 수 있다. 

www.EngineeringToolBox.com의 Solubility of Gases in Water에는 기체별로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그려져 있다. 1기압 40℃에서는 약 0.042 g-gas/kg-water

이다. 그런데 Roberta C. Hamme 등[15]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40℃의 값을 계

산해 보면 0.0003977 g/kg으로서 매우 다르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온도 범위

가 1 - 30℃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없다. 한편 Henry의 법칙에서는 (공기중 알곤의 분압)/(헨리 상수)로 계산한

다. 위키피디아에서 제시하는 (http://en.wikipedia.org/wiki/Henry's_law) 아르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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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상수(k)는 298 K에서 714.28 L-water atm/mole-Ar이다. k는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van't Hoff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은 측정값이 없을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온도에 따라 실제로 변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르곤에 대한 C는 1300이며, 이를 써서 

40℃의 값을 계산해 보면 0.000423 g/L로서 Roberta C. Hamme 등이 제시한 방

법으로 계산한 값과 비슷하다.

그런데 Engineering ToolBox에 제시된 값이 100% 아르곤 환경에 대한 것이라

면 공기속의 아르곤 부피 비율 0.9342%를 곱해주어야 다른 두 개와 비교할 수 있

다. 이를 곱하면 0.000392 g-Ar/kg-water가 되어 Roberta C. Hamme 등이 제시

한 방법으로 계산한 값과 거의 같다. Hamme & Emerson과 Henry's law로 계산

한 값에는 공기속 아르곤 부피 비를 나누어서 그리면 그림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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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100% 아르곤 환경에서 온도에 따른 아르곤의 용해도

 

그림에서 보듯이 Engineering ToolBox와 Hamme & Emerson의 값은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헨리 상수와 van't Hoff equation을 사용한 것은 20℃ 부근에서 일

치하고 전반적으로는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주어진 헨리 상수가 24.85℃에 대한 

것이고 다른 온도에 대하여는 van't Hoff equation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식에서 차

이를 많이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 이상에서는 Engineering ToolBo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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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 & Emerson의 값이 대체로 일치한다. Engineering ToolBox의 경우에는 

그림을 읽는데 오차가 있다. Hamme & Emerson은 1 - 30℃에 적용하는 것이지

만 30 - 60℃에서도 Engineering ToolBox와 매우 비슷하다. 이에 따라 Hamme 

& Emerson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아르곤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고온층의 온도가 45℃ 부근을 유지하고 있고 수조 표면이 항상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45℃에서의 포화 아르곤 농도를 사용하였다. 고온층 아래 물과 냉각수의 

노심 입구 온도는 35℃ 정도이고, 노심 출구 온도는 45℃ 정도이다. 고온층 아래 

물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온층보다 농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이 물이 1

차 냉각 계통으로 되돌아 간 뒤에는 노심을 지나온 물과 섞여서 온도가 다시 45℃ 

정도로 올라가므로 기체화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화되는 1차 냉각수에서의 아르곤 

농도는 45℃에서의 포화 아르곤 농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45℃에서의 포화 

아르곤 농도는 3.6935E-4 g-Ar/kg-water이며, 이를 써서 계산한 Ar-41 생성률

은 표 6-1에서 보듯이 3.3E10 #/s로서 1차 냉각수 방사능으로 예측한 생성률 

3.4E10 및 3.9E10 #/s와 비슷하다.

6.3. 알루미늄의 등가 두께

냉각수의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은 노심과 그 주변의 알루미늄에서 방사화된 것

이 물로 녹아 나오거나 물에 용해된 알루미늄이 방사화된 것이다. 알루미늄 금속은 

물에 녹지 않지만 수산화물은 물에 약간 녹는다. 알루미늄 연료 표면의 산화물 생

성에 대한 김연수 등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e oxide layer 
has numerous thin cracks and consists of a protective oxide (Al2O3) and hydrated oxides 
(Al2O3·H2O and Al2O3·3H2O). These oxide-hydrates are soluble in water, especially in 
flowing water." [16] 따라서 물에 용해된 알루미늄이 있겠지만, 본 분석의 결과로 

유추된 것을 먼저 얘기하면 용해된 알루미늄의 방사화는 알루미늄 표면에서 냉각수

로 나오는 것에 비하여 매우 작고, 알루미늄 표면에서는 산화층에서 냉각수로 나오

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모두 연료의 피복재에서 생긴 뒤 물로 용해되어 나

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조사물 등에서 생기는 것도 약간 있겠지만 무시한다. 

36봉 다발에 있는 연료봉의 cooling surface는 10,343 cm2이다. 이는 연료봉의 

active height 70 cm에 대한 것이다. 봉의 아래와 위쪽 끝에 약간의 알루미늄이 

더 있지만 이곳에서의 중성자속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온도도 낮아서 산화층이 거의 

생기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시한다. 노심에는 36봉 다발 20개, 18봉 다발 12

개가 있으므로 연료봉의 수는 36봉 다발 26개가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노심에 있

는 모든 연료봉의 전체 표면적은 2.6892E5 cm2이다. MCNP5로 노심 계산하여 구

한 알루미늄의 각 생성 반응률과 1차 냉각수의 방사능 측정값으로 구한 생성률 s를 

써서 등가 두께를 계산하였으며, 표 6-1에 나타나 있다. 이 등가 두께는 표면에서 

이 두께 이내에서 생긴 핵종만 즉시 냉각수로 나온다고 가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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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두께는 핵종에 따라 크게 다른데, 두께의 순서는 각 핵종의 용해도 및 반감

기 순서와 일치한다. Recoil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 약 3.25 및 2.5 MeV

의 고속 중성자 문턱 반응(threshold reaction)으로 생기는 Na-24와 Mg-27의 경

우 튕겨진 핵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계산된 등가 두께보다 훨씬 작다. Al-28의 

경우에도 핵이 튕겨 나오려면 고속 중성자 반응이어야 하는데, 전체 생성 반응에서 

고속 중성자 반응은 1%보다 작다. 따라서 고속 중성자 반응으로 튕겨진 핵만 물로 

나온다면 등가 두께가 100 nm보다 커야 하는데, 이 역시 튕겨진 핵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두껍다.

금속 알루미늄 원자 조직 내부로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김연수 등의 관찰에

서 보듯이 산화층에는 물이 들어가고 산화층의 바깥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수산화

물은 물에 녹는다. 따라서 산화층 두께와 등가 두께를 비교해 본다. 

채희택 등은 하나로 연료봉의 산화층 두께를 연소도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과 같

은 상관식을 얻었다[17]. 

  


여기서 Xox는 산화층 두께(μm), B는 연소도 (at.% U-235)이다. 이를 이용하여 

근래 하나로 노심의 평균적인 산화층 두께를 추정해 본다. 노심에는 32개의 연료 

다발이 (36봉 다발 20개, 18봉 다발 12개) 장전되어 있고, 새 연료가 장전된 뒤 8 

주기가 지나면 노심에서 인출되는데, 이때의 연소도는 55% 정도이다. 즉 한 운전 

주기마다 각 연료 다발의 연소도는 평균적으로 6.875 % 정도 증가한다. 모든 연료

가 균일하게 연소된다면 주기초에는 0 ~ 48.125 %, 주기말에는 6.875 ~ 55%의 

연소도 분포를 갖는다. 한 연료 다발에서도 위치에 따라 연소도가 다르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적인 산화층 두께를 구할 수는 없다. 주기초에는 0 ~ 48.125 

% 사이에 평탄한 분포를 갖고, 주기말에는 6.875 ~ 55% 사이에 평탄한 분포를 갖

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본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주기초의 평균 산화층 두께는 5.515 μm, 주기말에는 8.337 μ

m가 되어 주기말에는 주기초보다 1.51배가 된다. 표 6-1에서 Na-24의 등가 두께 

5.68 μm인데, 이는 주기초와 주기말 산화층 두께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등가 두

께는 알루미늄 금속에 대한 것이므로 산화층에서의 알루미늄 원자 밀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산화층이 Al2O3로만 되어 있고 이론 밀도(3.95 ~ 4.1 g/cc)에 가깝다면 

알루미늄의 원자 밀도가 금속 알루미늄과 거의 같다. 그러나 실제 산화층에는 균열

도 있고 수산화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곳의 평균적인 알루미늄 원자 밀도는 금

속 알루미늄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Na-24의 등가 두께는 계산

된 주기초 및 주기말 산화층 두께의 평균이나 주기말 두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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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근래의 수조 상부 방사선 계측기 값 추이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산화층에서 생기는 Na-24의 대부분이 물로 나온다는 것

인데, 만일 그러하다면 주기말에는 Na-24의 농도가 주기초의 약 1.5배로 증가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림 6-5에서 보듯이 고온층 아래 수조수의 방사능은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 그림에서 수조 표면 방사능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C 채널의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3월과 4월에도 고온층 아래의 방사능 변화

를 나타내는 A-C & B-C는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수조 표면 방사능이 꾸준히 증

가한 이유가 방사성 물질의 성생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고온층 아래의 물이 수조 

표면에 도달하는 양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a-24가 산화층 전체 두께에 걸쳐서 물에 녹아나온다면 등가 두께가 산화층 두

께보다 훨씬 작은 Mg-27과 Al-28의 경우에도 산화층 전체에서 녹아 나와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이들 핵종은 Na-24보다 물에 녹는 성질이 훨씬 약하고 반감기가 짧

으므로 피복재 바깥의 물까지 나오는 양은 작아서 등가 두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등가 두께는 물에 용해되는 비율과 피복재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붕괴

되지 않고 남을 확률을 곱한 것과 비례할 것이다.

6.4. 우회 유량과 수조 상부 방사선

우회 유량에 따라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변하는 특성은 1999년에 측정하였

으며, 적정값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각 핵종 생성량이 결정되면 이 모델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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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회 유량에 따라 각 영역의 방사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할 수 있다.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Fm에 민감한데, 고온층에서 측정된 방사능의 중간값과 일치하

는 Fm을 사용하였다.

그림 6-6에 이 모델로 계산한 결과와 1999년도 측정 자료 가운데 C-채널의 값

을 비교하였다. C-채널의 값은 고온층의 방사능에 거의 비례한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우회 유량을 40 kg/s까지 낮추었을 때 가장 낮았고, 그림에는 값이 나타나 있

지 않지만 35 kg/s로 낮추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고 되어 있다. 1999년의 

수조 상황이 근래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우회 유량에 따라 변하는 추이는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6-6. 우회 유량에 대한 고온층 방사능의 민감도

계산 모델에서는 우회 유량의 변화가 다른 인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우회 유량이 작을수록 고온층의 방사능은 당연히 낮아진다. 그림에

서 보듯이 Ar-41의 방사능은 우회 유량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Na-24의 경우에는 

우회 유량이 상당히 작을 때 민감하지만 40 kg/s 이상이면 별로 민감하지 않다. 실

제 운전에서 35 kg/s일 때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오히려 높아진 것은 1차 냉각

수가 침니 내부에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고 일부 1차 냉각수가 침니 위로 떠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침니 내부의 물은 노심을 막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온

도와 방사능이 높다. 따라서 이 물의 일부라도 침니 위로 솟구쳐 나온다면 수조 상

부 방사선 준위가 민감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70 kg/s 이상에서는 측정된 값

이 많이 높아지는데, 과다한 우회 유량으로 인하여 수조 아래쪽 물의 유동이 심해

져서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의 섞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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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에서의 핵종 전달 분석

4, 5절에서는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데 

td의 시간이 걸리고 유량은 Fm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8절에서 보

듯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원자로 운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은 잘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지는 못한다.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효과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

달 현상을 이해하고 전달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절에

서는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의 물이 어떻게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지를 분

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고온층 아래 영역에서 수조 표면까지의 핵종 농도 분포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분포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을 찾는 시도를 하였

다. 전달 방법으로는 확산, 일정 유속, 가속, 두 가지 유속 성분 등을 가정하고, 각

각의 가정에 따라 나타나는 핵종의 수직 농도 분포를 측정된 분포와 비교하였으며 

현실성을 점검하였다.

7.1. 확산 모델

고온층 내부의 아래 영역에서 확산으로 방사성 핵종이 위로 전달된다고 가정하

면 다음과 같은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  (D1)

이는 중성자 확산 방정식과 같은 형태이다. 수조 평면 방향으로는 농도가 거의 

같으며 확산에 의한 분포는 수직 방향(y)으로만 주로 나타나므로 1차원 식을 세울 

수 있다.



 



 
  (D1-1)

위 식의 평형 상태 해는 다음과 같다.

  
  (D2)

np는 고온층 아래 수조에서의 농도인데, 이것이 고온층의 아래쪽 경계면에서의 

농도와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L은 확산 거리(diffusion length)로서 확산 계수

(diffusion coefficient) D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D3)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대한 균형식에서는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고 확산

으로만 핵종이 들어온다. 확산으로 위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핵종의 흐름(current) j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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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또한 위쪽 영역에서 아래쪽 영역으로 내려가는 유량도 없다. 이에 따라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대한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D5)




    

     (D6)

평형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D7)

위 식에 고온층 아래 영역 및 수조 표면의 방사능을 대입하여 L과 D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값은 DNa-24 = 1.108E-1 cm2/s, DAr-41 = 3.591E-1 cm2/s이다. 

그런데 물에 용해된 이온의 확산 계수는 6 ~ 20E-6 cm2/s이고, 산소, 질소, 메탄 

등도 20E-6 cm2/s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모델로 평형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Na-24와 Ar-41의 확산 계수가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 따라서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에서 확산으로 전달되는 양은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며, 확산은 실제 전

달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7.2. 일정 유량 모델

확산이 아닌 것이 틀림없으므로 일정한 상향 유량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 

만일 이러한 유동이 있다면, 그 원인으로 수조 벽과 접하는 물의 냉각을 생각할 수 

있다. 냉각된 물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그 반대로 수조 내부에서는 위로 흐르는 

대류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수조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물이 위로 흐르

며, 물 두께 Δy에서의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O-1)








   


  (O-2)

위 식의 평형 상태 해는 다음과 같다.

  
  (O-3)

고온층 위쪽 영역에서의 균형식은 식(8)과 같고, 평형 상태에서는 식(8-2)와 같

다. 여기에 고온층 아래 수조 영역 및 수조 표면의 방사능을 대입하면 td가 계산된

다. 계산 결과 td(Na-24) = 2.6E5 s (약 72 시간), td(Ar-41) = 2.3E4 s (약 6.5 

시간)로서 Na-24와 Ar-41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원자로 운전을 

시작하였을 때 72 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수조 상부의 방사선 준위가 상승하기 시

작한다는 뜻이므로 실제와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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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정된 일정 유량 모델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오는 시간이 실제와 비슷해지도록 아래쪽 영역의 

물 두께를 줄이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운전 자료를 보면 수조 상부의 방

사선 준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은 약 4.5 시간이 지난 뒤이다. 
따라서 td = Y/v = 4.5 h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수조 표면과 

고온층 아래 영역의 Na-24 방사능을 만족하는 Y는 1.17 cm에 불과하였다. 즉, 고온

층의 아래 영역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고온층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는 모델과 같다. 이것은 고온층 전체의 핵종 농도가 수조 표면과 같은 농도를 갖

게 되므로 실제 현상이 아니다.

7.4. 가속 유량 모델

실제 측정된 Na-24의 분포는 7.2 및 7.3절에서 분석한 두 가지 일정 유량 모델이 

나타내는 분포 사이에 있다. 3.2 m 전체를 일정 속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측정값

보다 완만하게 농도가 낮아지고, 아래쪽 경계를 천천히 지나온 뒤에 갑자기 섞이는 

경우에는 경계에서 급격히 낮아진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절충하는 한 예로서 고온

층 내부에서의 상향류가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다. 고온층

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 아래로 내려가는 유량이 중간에서 섞여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면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유량은 y에 대하여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세워보았다. 

    (A-1)

위 식에서 a + by는 유속이며, 위 식을 식(O-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



 





   
  (A-2)



  


   (A-3)

평형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된다.




 

   (A-3')

위식을 y = 0 ~ y까지 적분하여 n(y)를 구할 수 있다.

   
 




 

(A-4)

고온층 위쪽 영역에서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A-5)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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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미지수 a, b는 식(A-5)와 고온층 아래의 물이 Y의 거리를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4.5 시간으로 결정된다. a + by의 속도로 Y의 거리를 올라오는데 걸

리는 시간 td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45)

이렇게 구한 a와 b는 Na-24에 대하여 각각 6.6E-4 cm/s, 3.1E-4 /s이고, 

Ar-41에 대하여는 8.1E-4 cm/s, 2.9E-4 /s이다. 그런데 두 영역 경계면(깊이 1.8 

m)에서의 유량이 각각 42, 40 kg/s나 되어야 한다. 고온층 계통의 유량이 2.5 

kg/s이므로 1.8 m 깊이에서 이보다 훨씬 큰 40 kg/s 정도의 상하 유동이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 고온층을 유지하는데 120 kW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비하여, 

45 °C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40 °C의 물이 올라오는 경우 열 손실은 약 840 

kW로서 약 7배이다. 이것은 가속 모델이 실제 현상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7.5. 두 가지 유속 성분 모델

앞서 모델들이 모두 실제 현상과 매우 달랐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유속 성분 모

델을 가정해 보았다. 2.5절에 기술된 것처럼 2004년 10월 중순부터 원자로를 가동

하기 전에 수조 물의 온도를 50 °C 가까이 올림에 따라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대폭 낮아진 것은 기포 생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 온도를 50 °C 가

까이 올리는 것이 용해된 공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며, 핵연료나 조사물의 

표면에서는 50 °C보다 높은 곳도 많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기포가 생기

고 있으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조에

서 기포가 관찰되지는 않으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공기 방물이 올라올 가능

성이 있다. 기포가 물 위로 떠오르면 주변의 물도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갈 것이며, 

이 국부적인 상향 유속은 수조 전체의 평균적인 상향 유속보다 빠를 것이다. 

이렇게 빠른 국부적인 유속 성분이 전체 수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x, 유

속을 v0라고 하고, 느리게 올라오는 성분의 유속을 v1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두 성

분은 서로 섞이지 않고 각각의 농도 n0와 n1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국부

적인 성분이 수조 전반에 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는 두 성분이 섞인 값

을 낸다고 가정한다.

      (T-1)

n0와 n1에 대한 각각의 균형식은 식(O-2)에서 A대신 각각 xA, (1- x)A를 대입

한 조건에서 같은 꼴을 유지한다.




 


  (T-2)




 


  (T-3)

평형 상태 해도 식(O-3)과 기본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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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T-5)

각 성분이 고온층 내부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다르다.

  


(T-6)

  


(T-7)

td0는 운전 자료에서 얻은 4.5 시간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v0는 알고 있는 값이 

된다. 고온층 상부 영역으로 들어가는 핵종의 농도는 두 가지 성분의 합이므로 고

온층의 위쪽 영역에 대한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T-8)

        (T-9)

평형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다.

 
   

    (T-10)

위 식에서 남는 미지수는 x와 v1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값을 구할 

수 없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수직 분포와 잘 일치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v1 또는 td1을 추정하여 이 모델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림 7-1에서 ‘Two speed model’이 시험 결과이다. 이 모델은 경계면 아래 

부근에서 위쪽 영역보다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고온층 아래의 방사능이 매우 높은 물이 별로 붕괴되지 않고 

위쪽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부 영역에서의 균형은 맞추지만 중간 영역 단면

에서의 평균 방사능은 오히려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느리게 올라가는 

물이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가는데 1E6 초(약 280 시간) 걸린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때의 Fm0와 Fm1은 각각 20, 136 g/s이고, 빠른 유속이 흐르는 면적의 

비율 x는 약 0.45 %로서 약 1000 cm2이다.

이 모델이 비현실적인 분포를 나타내지만 고온층 아래의 물이 수조 표면으로 짧

은 시간에 떠오르는 요인이 발생하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민감하게 증가함을 

알려준다.

7.6. 빠른 유속 성분이 섞이는 모델

앞서 두 가지 유속 성분 모델에서 빠른 유속 성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 물과 

섞이면 이의 유량이 점차 줄어든다. 이럴 경우에는 높은 농도의 물이 섞이므로 수

조 평면의 평균 농도가 높아진다. 이 모델에서는 x가 y에 따라 감소하는 함수가 된

다. 그러나 전체 유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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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M-3)

        (M-4)

 

 
(M-5)

      (M-6) 

느린 성분의 유속 v1은 빠른 성분이 섞여 들어옴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느

린 성분이 y = Y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 빠른 v0 성분이 y = Y에 도

달하는 시간만 이전과 같이 td로 나타낸다.

  


(M-7)

y에서의 전체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M-8)

위 식에서는 x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래 영역을 J개의 등간격 구간으로 나누어 풀어 본다. 각 구간 j의 높이 H = Y/J

이고, 각 구간의 위쪽 끝에 매우 얇은 두께 Δ의 영역을 잡는다. 두 개의 속도 성분

이 한 구간을 지나갈 때는 섞이지 않고, 이 구간을 통과한 뒤 이 구간의 위쪽 끝 Δ 

영역에서 순식간에 섞인다고 가정한다. x는 한 구간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감소한

다. 

두 가지 유속 성분이 한 구간을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각각 tH0, tH1라고 하

면 j - 1 구간의 Δ 영역 물이 j 구간의 Δ 영역에 도달할 때는 해당 시간 동안 붕

괴되어 줄어든다.

  


 


(M-9)

  


 


(M-10)

j 구간에 대한 변수에 위첨자 j를 붙이면 이 영역에 대한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M-11)

평형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다.


 

  
   

     
  

   

  

  
       (M-12)

Δ를 무한히 작게 잡으면 위 식의 제일 오른쪽 항은 0이다. 그리고 식(M-5)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M-12)

xj, v, v0, n0
0 = n1

0 = np의 값을 주면 위 식(M-12)을 써서 j = 1, J까지 차례

로 n1
j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 J에서 그 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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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구해지므로 평형 상태에서 위쪽 영역에서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M-13)

그림 7-1에서 ‘Modified two speed’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하여 계산한 분포

이다.

   


(M-14)

즉, x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면서 두 영역의 경계 j = J에서는 f의 비율이 되도록 

하는데 이를 0.5로 하였다. 계산된 Fm0는 38 g/s로서 앞서 7.5절에서 계산된 20 

g/s에 비하면 약 2배이다. 이는 f를 0.5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식(M-13)의 왼쪽 

항에서 빠른 유속 성분이 느린 유속 성분보다는 여전히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7.5절과 같은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8절에 기술한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결과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아래 영역을 지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을 1.5 시간으로 가정하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d가 4.5 시간인 경우와 1.5 시간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였

다.

그림 7-1에서 4.5h delay model과 1.5h delay model이 이 분석의 결과이다. 

전체 유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빠른 속도 성분의 유량이 줄어드

는 만큼 느린 속도 성분의 유량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 모델에서 느린 속도 성분

의 초기 속도는 이 속도로 아래 영역을 지나가는데 1E6 초(277.8 시간)가 걸리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두 영역 경계에서 남아 있는 빠른 속도 성분의 비율(0.5)은 같

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때 위쪽 영역에서의 핵종 농도가 측정값과 같아지도록 

조정하여야 하는 변수는 빠른 속도 성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초기 비율[x(0)]인데, 

이 값이 4.5h delay model에서는 0.455 %였던 것이 0.132 %가 되었다. 이는 유

속이 3 배 빨라진 것과 Na-24가 붕괴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빠른 유속 성분의 초기 유량은 38.2 g/s에서 33.3 g/s로 줄었다. 느린 

속도 성분의 초기 유량은 모두 136 g/s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1.5h delay model은 Na-24의 분포가 아래로 약간 더 처진 모

습을 나타내는데, 빠른 속도 성분의 비율이 줄었고 이 성분으로 인해 전달되는 

Na-24의 붕괴 시간도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1.5h delay model은 Ar-41에 대하여 계산된 x(0)가 Na-24에 대하여 계

산한 값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4.5 h delay model에서는 x(0, Na-24) = 0.45 %, 

x(0, Ar-41) = 0.95 %인데, 1.5 h delay model에서는 x(0, Na-24) = 0.13 %, 

x(0, Ar-41) = 0.15 %이다. Ar-41의 반감기는 1.82 시간으로서 Na-24의 15 시

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온층 아래에서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

록 Ar-41이 더 많이 붕괴된다. 따라서 수조 표면에서 측정된 Ar-41의 농도와 같

아지려면 유량이 많아야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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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 delay model은 Na-24의 수직 분포를 실제와 비슷하게 예측하면서 운전 

초기에 수조 상부 방사능이 4.5 시간 정도 지연되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며 고온

층 내부의 상하 유동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수직 분

포가 측정되면 x의 수직 분포 및 Fm1(0)를 조절하여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한 미세 기포가 위로 올라올 때 주변의 물을 어느 정도 끌고 올라오는 현상을 유사

하게 모의하므로 실제 현상을 비교적 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세 기포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종합 분석에서 언급한다.

7.7. 종합 분석 

고온층에서의 방사성 핵종 전달 특성을 분석해 보면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 

상부까지 도달하는 유량은 적다. 전체가 열려 있는 수조에서 이 유량이 좁은 유로 

면적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조 전체의 물이 위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고

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 8

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유량이 수조 상부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다. 

이러한 특성을 확산이나 일정 유속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가속 유량 모델

은 수조 상부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두 영역 경계에서 너무나 큰 상하 유동이 있어야 하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

에 따라 부분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성분과 수조 면적 전체에 걸쳐 느리게 올라오

는 성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단순한 두 가지 유속 성분을 가정하면 아래 

영역에서의 핵종 농도 분포가 측정 결과와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갖는다. 

빠른 유속 성분이 올라오면서 점차 주변 물과 섞인다고 가정하면 이 비정상적인 농

도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빠른 유속 성분이 고온층의 상부 영역에 도달하는데 1.5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운전 초기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증가하는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

며, 빠른 유속 성분의 초기 비율을 Na-24와 Ar-41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였을 때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현재 비교하고 있는 상하 농도 분포는 1998년에 측정한 것인데, 각 모델로 계산

한 분포를 정성적으로는 비교할 수 있지만 정량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현 상태에 

대한 측정 자료가 생산되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갖도록 모델의 몇 가지 변수를 조

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방사성 핵종이 수조 표면에 도달하는 행태를 매우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상에는 확산 및 가속 성분이 복합

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갖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빠른 유속 성분은 기포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조에서 기포가 

관찰되지는 않으며, 기포에 끌려 올라오는 물이 수조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1.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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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나 걸리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기포가 올라온

다면 이런 현상이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포가 생길 수 있는 곳은 노심

이다. 핵연료 표면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높으므로 냉각수에 용해된 공기에서 기

포가 생길 수 있다. 냉각수는 위로 흐르고 유속이 매우 빠르므로 기포가 커지기 전

에 노심 위로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관찰된 바로는 노심에서 나온 기포의 대부분

은 1차 냉각계통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일부 기포는 침니 위로 떠오를 가능성

도 있다. 그리고 기포가 매우 미세하면 1차 계통을 순환하는 동안에도 서로 결합되

지 않고 냉각수와 함께 돌다가 우회류를 통해 수조 바닥 부근으로 나온 뒤에 수조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추측일 뿐이고 현 상태에 대하여 측정 자

료가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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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고온층에서의 Na-24 농도 수직 분포 비교

수조내 수직 분포를 측정할 때 Ar-41도 함께 측정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빠

른 유속 성분이 고온층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1.5 시간일 때와 4.5 시간일 

때 Na-24의 수직 분포는 그림 7-1에 비교되어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측정된 Na-24의 수직 분포만으로 각 인자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Ar-41은 반감기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수직 분포가 Na-24보다 더 민감하게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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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빠른 유속 성분이 고온층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 두 가지에 대한 

Ar-41의 수직 분포 비교

빠른 유속 성분이 생기는 원인이 기포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낮은 출력에

서 운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형 상태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단순히 

원자로 출력에 비례한다면 빠른 유속 성분이 생기는 원인은 원자로 출력과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우회 유동이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04년에 

30 MW로 출력을 올릴 때 29 MW부터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증가하는 

정도가 출력 증가보다 심하였다. 그리고 기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출력에 비례하지 않고 높은 출력

에서 출력 상승분보다 더 높다면 기포가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  

그림 7-2에 Ar-41의 수직 분포를 비교하였는데, Na-24보다는 확연히 큰 차이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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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계산할 때는 5절에서 기술한 식들 가운데 1차 냉각 계통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식(3A-1’), (5A-1)과 고온층에 대한 식(8-1)을 사용하였다. 1차 

냉각 계통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식은 계산하는 시간 간격 Δ가 커질수록 오차가 커

지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계산에 필요한 선원 s로

는 평형 상태 분석으로 구한 값(6절 참조)을 사용하였다. 이전에는 고온층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고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으로 즉시 유입되는 경우에 대하

여도 분석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2009년 4월 7일 운전을 시작하였을 때의 운전 이력을 따라서 계산하고 수조 상

부 방사선 계측기의 값 변화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3 개의 계측기 가운데 A, B 

채널은 정지봉 배관 인근에 있어서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 영향을 받으므로 A, 

B 채널과 C 채널의 차이는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

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 변화는 (A-C), (B-C)와 비교하고, 고온층 상부 영역의 방

사능은 C 채널과 비교하였다.

그림 8-1은 (A-C), (B-C), C 채널 값과 고온층 아래 방사능 계산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Na-24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2개를 방출하는데 비하여 Mg-27

과 Ar-41은 1개씩의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Na-24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향은 

Mg-27과 Ar-41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Mg-27과 Ar-41은 각각 절반만 더하였

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산값은 (A-C), (B-C)와 잘 일치하는 변화 경향성을 나타낸

다.

또한 이 그림을 보면 C 채널의 값은 4.5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올라가기 시작한

다. 이로 인하여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에 도달하기까지 4.5 시간

이 걸리는 것으로 가정하여왔으며, 고온층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아래 영역

을 지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4.5 h로 가정하였었다.

그림 8-2는 고온층에 대한 방사능 계산 결과와 C 채널의 값 변화를 비교한 것

이다. 고온층 전체를 한 개의 영역으로 잡았을 때도 증가하는 모습을 비교적 잘 나

타내지만 조금 완만하다. 이것은 고온층 영역의 물량이 많아서 방사능이 증가할 때

는 약간 둔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고온층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아래 영역

을 지나오는 시간을 4.5 시간으로 가정하였을 때는 처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비슷하지만 이후에는 측정된 것보다 3 시간 정도 늦다. 이에 따라 아래 영역을 지

나오는 시간이 1.5 시간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는데, 대체로 측정된 증가 추세

와 비슷하다. 따라서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 아래쪽 영역을 지나 위쪽 영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1.5 시간이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석에 사용하는 모델에는 7.6절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느린 속도 성분이 

없고, 빠른 속도 성분이 섞이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근사를 적용하지

만 고온층 아래의 물과 고온층의 위쪽 영역의 물이 섞이는 유량 Fm은 Na-2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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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41에 대하여 같아야 한다. td가 4.5 시간일 때 계산된 Fm은 Na-24에 대하여 

20 g/s, Ar-41에 대하여 61 g/s인데 비하여 1.5 시간일 때는 Na-24에 대하여 17 

g/s, Ar-41에 대하여 19 g/s이다. 이 관점에서도 td는 1.5 시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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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수조 상부 방사선 계측기의 값과 고온층 아래 방사능 계산값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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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나로에 대한 분석의 결론

하나로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는 수조 고온층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

울여서 1999년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안국훈 등은 그 내용을 기술 

보고서로 정리하였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조 방사선 준위는 낮아졌

는데, 2004년에 30 MW로 출력을 올렸을 때 수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

하기 위하여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수조의 물 온도를 50℃ 가까이 올린 뒤부터 가

장 크게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로 수조의 방사능은 알루미늄의 방사화 생성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조에

서 대기로 나가는 방사성 기체에서는 아르곤의 방사화 생성물인 Ar-41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1차 냉각수 및 수조 표면 물에 대한 방사성 핵종 분석에서 다른 모

든 핵종들이 상당히 불규칙한 값을 보이는 반면 이들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값을 

나타낸다. 즉, 이들의 생성은 일관성 있는 원인에 기인하며,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이들의 생성량을 추정하고 생성 및 수조 표면까지의 전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1차 냉각 계통과 수조에서 방사성 핵종의 균형을 

모의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며, 측정된 방사능과 결합하여 생성률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Ar-41의 생성률은 MCNP5를 이용한 노심 계산으로 구한 생성률과 잘 

일치하였다. 이 계산에서 1차 냉각수에 용해된 아르곤의 농도는 수조 표면 온도에

서의 포화 농도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Ar-41의 생성과 수조 상부까지의 전달 현상

은 노심 계산과 본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모델로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조 표면에서 대기로 나가는 양을 계산하려면 물 표면에서의 아르곤 교

환 상수를 알아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김명섭 등이 측정한 교환 상수를 이용하였

다. 그런데 이 측정에서 구한 Xe-133의 교환 상수와의 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

체 분자 질량수와의 상관 관계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을 다시 해보아 

측정의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 방사화 생성물의 경우에는 추정된 생성률, 노심 계산으로 구한 알루미

늄의 각 반응률, 핵연료의 전체 표면적을 써서 등가 두께를 구하였다. 이 등가 두께

는 생성된 핵종의 반감기 및 물에 대한 용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가운데 반감기가 충분히 길고 물에 매우 잘 녹는 Na-24의 경우에는 등가 

두께가 핵연료 표면의 산화층 평균 두께와 비슷하다. 이로 미루어 산화층에서 생기

는 Na-24의 대부분은 냉각수에 용해되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Mg-27과 

Al-28도 전체 산화층에서 나오겠지만, 물에 적게 용해되고 반감기도 짧아서 산화층

을 빠져 나오는 동안 붕괴되어 등가 두께가 훨씬 작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이 냉각수로 나오는 양은 산화층 두께에 비례할 것으로 기대

되고, 주기말 노심의 평균 산화층 두께는 주기초보다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수조 물의 방사능은 한 운전 주기내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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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제 운전 자료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8년에 수조 깊이에 따라 측정한 온도 및 Na-24 농도 분포는 전체 고온층이 

깊이 5 m까지 형성되어 있고, 깊이 1.8 m를 경계로 하여 두 개의 영역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수조 상부의 방사선 준위는 고온층의 위쪽 영역 방사능에 

비례하는데, 높은 방사능을 띄고 있는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의 위쪽 영역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분석도 하였다. 이 전달에는 빠르게 전달되는 성

분과 느리게 전달되는 성분이 복합되어 있으며, 빠르게 전달되는 성분이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을 지나가는데는 약 1.5 시간이 걸린다. 이 빠른 전달 성분을 줄일 수 

있다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를 더욱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 성분은 우회 유동

이 위로 올라가는 관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미세한 기포에 의한 것일 수도 있

다.

2004년에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가 크게 낮아진 때의 상황으로 보면 미세한 기

포가 빠른 성분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미세한 기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추정되는 것은 온도가 높은 핵연료 표면에서 미세한 

기포가 생기고 이것이 침니나 우회류를 통하여 수조 상부로 올라올 가능성이다. 기

포가 원인인지의 여부는 운전 초기에 24 ~ 27 MW 정도에서 12 시간 이상 운전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은 24 시간 정도 지나

면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지만 12 시간에 도달하는 값도 평형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향으로도 30 MW에서의 경향과 차이를 알 수 있다. 만

일 기포가 원인이라면 2004년에 관찰된 것처럼 30 MW에서의 수조 방사능은 출력

에 비례하는 값보다 눈에 띄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온층의 아래쪽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현

재 상태에 대한 수직 분포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이 측정은 1998년의 측정과 마찬

가지로 온도 및 핵종 농도 분포 측정인데, 당시 측정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Ar-41의 분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1.8 m 및 5 m 부근에서 변화를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 그리고 작업 수조에 대한 수직 온도 분포 및 몇 개 깊이에 대한 핵종 

측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자로 수조에서 작업 수조까지 모두 같은 온도 및 방

사능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관심사는 고온층의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온도가 낮아지면 전

력 소모가 줄고 원자로실의 온도와 습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조 상

부 방사선 준위가 충분히 낮으므로 고온층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어 가며 운전하여 

추이를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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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념 설계된 팔라스의 수조 상부 방사선 예측

10.1. 팔라스의 1차 냉각 계통 및 수조

개념 설계된 팔라스 수조 모델은 그림 10-1과 같다. 수조는 크게 원자로 수조, 

service pool, fuel storage pool로 분리되는데, 상부는 수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수조 하부에는 U관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큰 원자로 용기 내부에 노심과 반사체가 모두 들어가며, 1차 냉각 계통에는 

N-16 decay tank가 있다. 원자로 용기를 우회하는 배관은 없지만 동위원소 생산 

표적을 장전/인출할 때는 원자로 용기 상부로 1차 냉각수가 누설되며, 원자로 용기 

상부에 있는 flap valve에서도 미량의 누설이 있을 수 있다. 누설되는 유량만큼 용

기 하부에서 1차 계통으로 들어가므로 이 유량만큼 우회 유량이 있는 것과 같다.

수조 냉각 계통이 있어서 원자로 용기 상부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물을 흡입

하여 냉각된 물은 수조 바닥으로 되돌아가며, 이 가운데 일부는 정수기를 거친다. 

수조 고온층 계통을 흐르는 물은 모두 정수기를 거친다. 이 그림에서는 수조 냉각 

계통과 고온층 계통이 원자로 수조에서 원자로 수조로만 연결된 것으로 그려져 있

지만 service pool과 fuel storage pool에도 흡입 및 배출구가 있다. 

팔라스의 경우에도 노심 입출구를 분리하거나 1차 냉각 계통 전체의 평균을 나

타내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팔라스에는 N-16 decay tank가 있어 1차 냉각 루

프의 순환 시간이 하나로보다 훨씬 길므로 반감기가 짧은 핵종에 대하여는 두 모델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반감기가 짧은 핵종은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실상 어느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10.2. 노심 입/출구를 분리할 때

F의 유량과 tp의 순환 시간을 갖는 1차 냉각수는 노심 입구 부근인 원자로 용기 

상부에서 Fc의 노심 유량과 Fb의 우회 유량으로 분리된다. 여기서의 우회 유량은 

RI 생산 표적 교체 등을 할 때 원자로 용기에서 수조로 누설되는 유량이다. 노심 

출구에서는 노심을 지나온 유량과 수조에서 들어오는 우회류가 다시 합류되어 1차 

냉각 계통으로 나간다. 이 가운데 일부인 Fp는 1차 정화기를 거친 뒤 합류하여 노

심으로 되돌아간다. 1차 정화기를 지나면 이온 상태로 녹아 있는 핵종은 이온 교환

기에 흡착되는데, 이의 흡착 효율을 p라고 한다. 

노심 출구에서는 no, 노심에서 생기는 것은 s라고 하면,

   (P1)

로 식(1)과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냉각수가 노심을 지나가는 동안 붕괴되는 것

은 무시하며, 이 시간은 tp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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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팔라스의 수조 방사능 예측 모델

노심 출구에서는 수조로 나간 우회 유량과 같은 유량으로 수조에서 들어오는 물

과 만난 뒤 1차 냉각계통으로 나간다. 1차 냉각계통으로 나가는 물의 핵종 농도를 

nx, 수조에서 들어오는 물의 핵종 농도를 np라 하면,

       (P2)

로서 하나로의 경우와 같다. 이 물이 노심 입구로 되돌아 올 때까지 tp의 시간이 걸

려서 붕괴되며, Fp의 유량은 정수기를 거친다. 

     
      

      
  (P3)

식(P2)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3’)

고온층 아래의 수조 물량을 Mp, 이 물이 갖는 평균 핵종 농도를 np, 수조에서 방

사화로 생겨나는 것을 sp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5)

  (P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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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고, 식(P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5’)

위 식은 원자로 용기 바닥 부근에서 1차 계통으로 되돌아가는 물과 고온층으로 

들어가는 물의 핵종 농도가 고온층 아래 수조 물의 평균 농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

한 것이다. 하나로와는 반대로 1차 냉각수가 수조로 나오는 곳이 원자로 용기 상부

이고, 1차 계통으로 되돌아가는 곳은 수조 하부이다. 수조에서 방사능이 가장 높은 

곳은 원자로 용기 상부, 그 다음이 수조 하부이며, 원자로 용기 상부 바로 아래가 

가장 낮을 것이다. 따라서 고온층과 섞이는 물과 1차 계통으로 들어가는 물의 농도

는 이 모델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반감기가 어느 정도 긴 핵종

의 경우에는 별 차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고온층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로와 달리 1개의 

영역으로 잡는다.




         (P8)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온층 아래의 물이 고온층으로 유입되는 물의 핵종 농도는 수

조 평균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수조 상부 방사능을 결정하는 Na-24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수조 상부 방사능 예측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9)

로 표시하면 식(P8)은 다음과 같이 된다.




      (P8’)

식(P3’), (P5’), (P8’)은 다음과 같이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위

첨자 1이 붙은 것은 (t +tp), 위첨자 0이 붙은 것은 t 시점의 값을 나타낸다.

식(P3’)은 다음과 같이 된다.



  

  
  

 

  (P3-1)

즉, 이전 단계의 값만으로 현 단계의 ni가 계산된다.

식(P5’)를 t에서 (t +tp)까지 사다리꼴 적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5-1’)












(P10)

  (P11)

 


  (P12)

따라서 이전 단계의 값,  식(P3-1)로 계산된 ni, 현 단계의 s 입력 값으로 np를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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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층에 대하여는 식(P8’)을 t에서 (t +tp)까지 사다리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P8-1)

 


(P13)

 

  
(P14)

이로써, 각 상수, 초기 조건, 시간에 따라 s가 변하는 값을 주면 tp 시간 간격으

로 영역별 핵종 농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 평형 상태의 상관식

평형 상태에서는 ni(t +tp) = ni(t)이고 s도 변화가 없으므로 식(P3’)과 (P5’)은 

다음과 같이 된다. 



 


      (P3-2)

 

  
(P5-2)

식(P3-2)에 (P5-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15)

 


(P16)

 

 


    (P17)

따라서 s와 γ를 알면 ni를 구할 수 있다. 고온층에 대한 평형값은 식(P8-1)로 쉽게 구

할 수 있다. 여기서 남은 미지수는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의 양 Mp와 Mh, 고온층 바닥 경계에

서 물이 섞이는 유량 Fm이다. Fm은 고온층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온층을 어떻게 설계

하면 Fm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이에 대하여는 10.5절에서 분석하며, 여기

서는 하나로 고온층과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팔라스의 수조가 하나로보다 

넓으므로 Fm이 수조 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0.3. 1차 냉각계통의 평균값으로 나타낼 때

1차 냉각계통 전체를 평균적인 값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노심을 포함한 1차 계통

에 대한 균형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P3A)

여기서 n은 1차 계통의 평균 핵종 농도, M은 1차 계통의 냉각수량으로서 Ftp와 같

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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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층 아래 수조에 대한 균형식은 식(P5) 및 (P5’)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우회류

에서 수조로 나가는 핵종의 농도가 ni대신 n로 바뀐다.




       (P5A')

위 식에 대한 차분 방정식도 ni대신 n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P5-1)과 같고, 

각 계수도 마찬가지이다. 고온층에 대한 균형식은 식(P6)과 완전히 같다.

이 식들을 차분 방정식으로 만들 때는 tp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므로 t에서 (t +

Δ)까지 사다리꼴 적분한다. 식(P3A)에 대한 차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3A-1)

식(P5-1')에서 ni대신 n을 넣으면 식(P5A')에 대한 차분 방정식이 된다.


  

    
   

 (5A-1’)

이를 식(P3A-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3A-1’)

 

   (P18)

 


(P19)

  

 

    

(P20)

 


(P21)

따라서 현 단계의 s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전 단계의 값으로 현 단계의 n을 계

산할 수 있다. 이후 식(P5A-1’)을 써서 np를 구하고, 식(P8-1’)으로 nh를 구하면 

된다.

- 평형 상태의 상관식

평형 상태에서는 식(P3A) 및 (P5A')가 다음과 같이 된다.



 
(P15A)

 

    
(P5-2A)

       (P17A)

10.4. 예측된 팔라스의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

팔라스에 대한 평형 상태 계산 자료와 계산 결과는 표 10-1과 같다. 팔라스에는 

원자로 수조, 작업 수조, 연료 저장조, 수송 용기 하역 수조가 있으며,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폭 4.4 m 길이 약 16 m의 긴 직사각형을 이룬다. 물 깊이는 12 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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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width (cm) 4.400E+02

Pool length (cm) 1.600E+03

Pool area, A (cm2) 7.040E+05

Pool depth (cm) 1.200E+03

Hot water layer depth (cm) 4.000E+02

Hot water layer water mass, Mh (g) 2.816E+08

Pool water mass below HWL, Mp (cc) 5.632E+08

Mixing rate per cm2 at bottom of HWL (g/s-cm): HANARO data 5.880E-05

Total mixing rate at bottom of HWL, Fm (g/s) 4.140E+01

Total Primary cooling flow rate, F (g/s) 1.18E+06

Leak rate from vessel to pool, Fb (g/s) 2.00E+03

Core flow rate, Fc (g/s) 1.176E+06

Primary coolant loop circulation time, tp (s) 90

Flow rate at primary purification system, Fp (g/s) 7.10E+03

Flow rate at pool purification system, Fpp (g/s) 8.20E+03

Hot water layer purification flow rate, Fh (cc/s) 3.76E+03

Ar-41 gas exchange coefficient, k (cm/s) 9.550E-04

Na-24 Al-28 Mg-27 Ar-41

Half life (min) 897.54 2.31 9.462 109.8

Decay constant, λ (/s) 1.287E-05 5.001E-03 1.221E-03 1.052E-04

HANARO Source (n/s) 9.806E+11 4.272E+10 2.640E+11 3.413E+10

Al surface area ratio 2.234E+00 2.234E+00 2.234E+00 1.200E+00

Fast flux ratio 2.00 2.00 

Thermal flux ratio 1.50 1.50 

Source, s (n/s) 4.382E+12 1.432E+11 1.180E+12 6.143E+10

Purification factor, p 0.9 0.9 0.9 0.0 

Lp 1.667E+04 2.826E+06 6.970E+05 6.130E+04

C0 1.200E-01 7.077E-04 2.869E-03 3.263E-02

C1 9.558E+03 6.817E+05 1.460E+05 1.314E+04

Inlet nuclide concentration, ni (n/cc) 4.584E+08 2.100E+05 8.080E+06 4.674E+06

Inlet activity (Bq/cc) 5.900E+03 1.050E+03 9.865E+03 4.918E+02

Pool nuclide concentration, np (n/cc) 5.500E+07 1.486E+02 2.318E+04 1.525E+05

Pool activity (Bq/cc) 7.079E+02 7.433E-01 2.831E+01 1.605E+01

Gas exchange at pool surface, Ak

(cc/s)
0.000E+00 0.000E+00 0.000E+00 6.723E+02

Lh 7.049E+03 1.412E+06 3.472E+05 3.034E+04

HWL nuclide concentration, nh (n/cc) 3.230E+05 4.358E-03 2.764E+00 2.081E+02

HWL activity (Bq/cc) 4.157E+00 2.180E-05 3.374E-03 2.189E-02

표 10-1. 팔라스의 평형 상태 수조 방사능 예측

원자로 용기의 높이는 약 6 m이다. 이에 따라 수조의 면적은 70.4 m2, 수조의 전

체 물량은 844.8 m3으로 한다. 고온층은 수조 표면에서 4 m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온층의 물량은 281.6 m3, 고온층 아래 수조의 물량은 563.2 m3으로 한

다.

고온층과 그 아래 물이 섞이는 유량 Fm은 하나로에서 고온층을 하나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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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을 때 계산된 값에 수조 면적비를 곱하였다. 팔라스에는 우회류가 없다. 그러나 

동위원소 생산 표적을 교체 장전할 때 원자로 용기 상부에서 수조로 1차 냉각수가 

누설되며, 원자로 용기 바닥을 통하여 그 만큼의 물이 1차 냉각 계통으로 들어간

다. 이 누설률은 여러 개의 표적이 동시에 교체 상태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2 

kg/s로 가정하였다. 유량 등 그 이외의 자료는 개념 설계에서 가정한 값을 사용한

다. 1차 냉각 계통에는 N-16 decay tank가 있으므로 1차 냉각 루프 순환 시간을 

90초로 가정한다. Ar-41의 기체 교환 상수는 하나로에 적용한 것과 같은 값을 사

용한다.

-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 생성률

팔라스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방사화 핵종의 대부분은 연료 표면에서 냉각수로 

나오는 것이다. 이때 각 핵종별로 하나로에서 구한 등가 두께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등가 두께는 산화층 두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질 조건이 비슷하면 

산화층의 두께는 주로 열속의 함수인데, 하나로와 팔라스 연료의 열속이 비슷한 수

준이므로 산화 층 두께도 비슷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75 MW 팔라스 노심의 연료 

표면적은 하나로의 약 2.234배이므로 이를 기본적으로 곱하였고, 중성자속의 비도 

곱하여 구하였다.  

- Ar-41 생성률

팔라스 1차 냉각수의 알곤 농도와 노심에서 방사화되는 물의 부피는 하나로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팔라스의 반사체 영역도 1차 냉각수로 냉각되므

로 하나로에서는 침니 외부의 수조에서 생기는 Ar-41이 1차 냉각 계통에서 생긴

다. 이를 고려하여 방사화되는 1차 냉각수의 부피에 1.2배를 하였다. 대신 수조에서 

생기는 것은 없다. 또한 팔라스의 노심 열중성자속은 하나로의 약 1.5배이므로 이

를 고려하였다.

- 계산 결과

계산된 팔라스 고온층의 Na-24 방사능은 하나로의 약 2/3, Ar-41은 약 1/20이

다. 팔라스에서 1차 냉각수가 수조로 누설되는 양이 하나로의 1/25이고, Ar-41의 

생성량이 1.8 배이며, 수조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고온층의 Ar-41 방사능은 하나

로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Na-24의 경우에는 생성률이 약 4.5 배이고, 반감기가 

15 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크게 낮지 않다.

10.5. 고온층 설계 검토

고온층은 이 층에서의 방사선 준위를 충분히 낮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고온

층 아래의 높은 방사능을 차폐할 수도 있어야 한다. 팔라스의 경우에도 고온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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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온도층이 생길 것이며, 상부 고온층이 낮은 방사능과 기본적인 차폐 기능

을 갖는다. 하부 고온층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사능이 증가하여 고온층 아래 

경계부터 고온층 아래 수조의 평균 방사능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 

하나로의 경우 고온층 아래 물의 방사능은 고온층의 약 200배이며, 팔라스에 대

하여 계산된 값도 비슷하다. 이 방사능의 대부분은 Na-24인데, 감마선의 에너지가 

높아서 차폐 일반 감마선보다 감쇄가 더디다. 그림 10-2는 물속에 있는 몇 가지 

감마 선원을 차폐하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Na-24의 경우에는 1/10로 줄이는데 약 

50 cm가 필요하다. 고온층 아래의 방사능이 수조 상부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영향

을 고온층의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의 1/1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Na-24를 1/1000 

정도로 감쇄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두께는 약 1.5 m이다. 따라서 상부 고온층의 

두께는 1.5 m가 되도록 하고, 하부 고온층의 두께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

위에서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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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Attenuation of gamma rays in the water from various sources

하나로의 경우를 보면 고온층 계통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깊이가 고온층 상부 영

역의 두께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온층 계통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깊이는 1.5 m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고온층의 아래쪽 경계는 수조 냉각 계통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깊이로 결정될 것이다. 하나로의 경우에는 깊이 6.75 m에서 침니를 통해 우회류가 

빨려 내려가는데, 깊이 5 m에서 고온층의 아래쪽 경계가 형성되고 있다. 팔라스의 

경우에는 깊이 6 m에서 위쪽으로 1차 냉각수가 누설되는데, 누설되는 1차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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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로 올라가는 높이를 최소화하도록 on-power loading rig를 설계하고 수조 냉

각 계통의 흡입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 냉각 계통으로 인하여 수조 

아래쪽에 형성되는 유동이 고온층을 교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On-power loading rig를 설계할 때는 이를 통해 수조로 누설되는 1차 냉각수의 

대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설되는 1차 

냉각수의 온도는 노심 입구 온도이므로 수조 온도와 비슷하며, 유량은 하나로 우회 

유량의 1/10 정도이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수조로 나오면 수조의 물과 섞여서 

고온층을 교란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설된 1차 냉각수는 수조 냉각 계통에 의하여 

수조에 형성되는 상향류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이 상향류가 고요하게 형성

되도록 수조 입구 및 출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수조 냉각 

계통에서 수조의 물을 빨아들이는 곳은 원자로 용기 상부보다 약 1 m 높은 위치인 

5 m 깊이 부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쪽 고온층 영역의 두께는 약 3.5 m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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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region of hot water layer is confirmed. If a phenomenon observed in 2004 is taken 

into account, the fast component would be caused by fine air bubbles. If the reactor is 

operated at 24 ~ 27 MW for about 12 h at the beginning of cycle, whether the air 

bubbles are actual cause could be verif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port mechanism in the lower region of hot water layer, a 

measurement on vertical distribution for current status is needed. Should the transport 

mechanism be correctly understood, an effective way to keep the pool-top-radiation low 

would be found. Since the current pool-top-radiation is sufficiently low, tests decreasing 

the hot water temperature gradually would also be helpful.

The analysis for HANARO enabled an estimation on the aluminum and argon activation 

sources for a new reactor, and a pool-top-radiation of conceptually designed PALLAS is 

estimated.

Subject Keywords(About 10 words)  HANARO, Research Reactor, Pool, Hot water layer,

  Aluminum, Argon, Activation, Na-24, Ar-41, Oxide layer, air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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