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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RERTR program은 연구로 핵연

료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한국원자력(연)은 U-Mo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Mo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제 1차에서 수행된 U-Mo 노내 조사시험에서 조사 시험 중 핵연료 봉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손상의 주원인은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과다한 상호반응임을 밝

혔다.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U-Mo 분산핵연료가 최대로 허용하는 우라늄 밀

도와 출력을 찾는데 목표로 하였다. 제 3차 봉상 U-Mo 노내 조사 시험에서는 제 1차

및 제2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조대 U-Mo 입자, ⅱ)

신 형상 핵연료, ⅲ) 제 3 합금원소(Si, Zr) 첨가, ⅳ 기지물질에 소량의 Si 원소 첨가 등

을 통해 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주안점을 가지고,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였다.

조사 후 시험을 수행한 결과 210~300㎛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

연료에서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고온 조사조건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

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계획서에서는 제 4차 U-Mo 조사시험(KOMO-4)에 대한 노내 조사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의 설계 제원, 제조과정과 공정 중 검사 결과, 핵연료 재료의

노외 특성 분석 시험 결과를 기술하였고, 하나로에서 노내 조사 시험하는 중에 핵

연료의 출력과 핵연료 심부의 온도를 계산하여 팽윤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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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RERTR program은 연구로 핵연

료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우라늄 밀도 4.8 g-U/cc의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가 개

발되어 1980년대 말부터 1 MW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로 대체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약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U3Si 분산 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

하고 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

체하고자 약 8 g-U/cc 이상의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를 1996년부터 개발을 착수하

였다. 핵연료 대상물질로 U-Mo 합금의 감마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Mo 함량이 7wt.%이상인 U-Mo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U-Mo 합금은 강인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

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연)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

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U-Mo 핵연료의 개발

일정을 토대로 하여 그 동안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U-Mo 핵연료가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예상되는 2016년에 사용후 핵연료 환수 정책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대신에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처

리 처분이 가능한 프랑스의 COGEMA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

산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고, 개발 중인 U-Mo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RERTR program은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산핵

연료를 U-Mo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U-Mo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연)은 U-Mo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

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U-Mo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

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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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U-Mo 노내 조사시험의 대상 핵연료는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U3Si 분산핵연료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3.4 g-U/cc)의 U-Mo 분산 봉상 핵연료와

외국에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6.0 g-U/cc)의 봉상 핵연료로 하였다. 하

나로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 핵연료는 하나로 표준형 핵연료봉과 같은 사양으로 제

조하고, 고밀도인 6.0 g-U/cc의 핵연료는 심부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 직경을 5.49 mm로 작게 선정하였다. 2001년 6월 26일

장전하여 노내 조사시험을 하였으나 조사중 피복재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여 8월

24일에 원자로 운전이 중단되었고 약 10 at% 연소도 후에 8월 27일에 인출하였다.

높은 우라늄 밀도(6 g-U/cc)의 핵연료봉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부위에서 피복재의

손상이 발생되었다. 손상부위의 핵연료 단면을 관찰한 결과 양호한 열전도도를 갖

게 하는 Al의 기지 물질은 대부분 반응되어 밀도가 작고 열전도도가 낮은

U(Mo,Al)x로 반응되었고, 팽윤으로 인하여 피복재가 파손되었으며, 중심부로부터

void가 형성되어 주변으로 확산됨을 나타냈다. 손상의 주원인은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저밀도 물질 형성에 의한 팽윤이 크게

발생하여 피복재에도 영향을 주면서 피복 압출에서 다소 불완전하게 결합된 취약

한 부위에서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중심부에는 온도가 매우 높게 상승되

어 void가 크게 형성되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나타내 보였다.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U-Mo 분산핵연료가 최대로 허용하는 우라늄 밀

도와 출력을 찾는데 목표로 하였다.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핵연료 심재의 우라늄 밀도를 6 g-U/cc에서 4.0～4.5 g-U/cc로 대

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호반응은 핵연료입자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입자 크

기가 서로 다른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하였고, 핵연료봉의 주기연장과 관련하여 독

극물(Er2O3)을 첨가한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였으며, 또한 핵연료 피복재가 냉각수

에 부식되어 표면에 열전도성이 나쁜 bohemite층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찾기 위해 피복재 표면에 치밀한 산화층 형성 전처리 및 Ni coating한 핵연료봉

을 노내 조사시험하였다. 제 2차 조사시험에 1개의 U-Mo tube를 넣는 핵연료를 포

함시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하나로에

2003년 1월에 장전하여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약 60%까지 정상적으로 연소시

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결과, Tube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U-Mo 분산핵

연료에서 5.3～16.3%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면서 U-Mo와 Al 사이에

U(Mo,Al)x(x=3～4) 조성의 U-aluminide phase가 대부분 형성되어 분산핵연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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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UO2 소결체의 미세조직과 같은 형태로 완전반응이 발생하였다.

U-Mo/Al 분산핵연료의 측정된 팽윤량은 연소도 보다는 BOL(beginning-of-life)

온도와 거의 직선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봉형의 U-Mo 분산핵연료

는 고온 조사조건으로 인하여 반응층 형성에 기인한 팽윤발생이 fission-induced

swelling 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료봉 피복재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입힌 pre-oxidation 핵연료의 팽윤과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다. U-Mo 핵연료에서 Mo의 함량을 9 wt%로

증가한 491-H2 핵연료는 U-7Mo 핵연료의 팽윤특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초기

선출력 조절을 위하여 4 wt%의 Er2O3를 첨가한 494-BP2 핵연료는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ube 핵연료의 직경변화로부터 swelling 변화를 측정

한 결과 약 52%의 높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팽윤량은 주로

tube 핵연료의 외경보다 tube 내경과 Al 봉 사이에 고온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free volume 형태의 0.5 mm 간격을 가진 gap이 대부분 tube 핵연료로 채워지면

서 팽윤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U-Mo tube를 석영관에 주조하여 제조

하는 공정에서 석영관으로부터 Si 분순물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어 상기과 같은

많은 swelling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 관찰되었다. U-Mo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석

기준용으로 선정된 4 g-U/cc U3Si 분산핵연료는 68at% BU에서도 8.3%의 낮은

팽윤량을 보였으며 전 연소도 구간에서 U-Mo 핵연료에 비해서 가장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 3차 봉상 U-Mo 노내조사시험에서는 제 1차 및 제2차 조사시험 결과에

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U-Mo 입자를 조대하게 제조하여 핵연

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 ⅱ) U-Mo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tube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

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ⅲ)

U-Mo계 합금에 제 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고, ⅳ) 기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Si 합금 기지물질을 사용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시키고

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제 3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였다. 제

3차 노내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는 하나로에 2006년 2월에 장전하여 약 206일

동안의 조사기간(EFPD) 후에 2007년 7월에 인출하였다. 평균연소도는 약 54at%

이었으며 최대 연소도는 약 65at%이었다.

KOMO-3 핵연료봉에 대하여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210~300㎛의 큰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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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557-MD1)에서 최대 70㎛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10.4%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연소중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연소중 최대 온도가 37% BU에서 202℃로 계산

되어 KOMO-2 조사시험시에 같은 U 밀도로 조사되어 심재 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494-H2 시험핵연료의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480℃임을 고려할 때, 큰 입자

크기의 U-Mo 핵연료 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봉상 U-Mo 분산핵연료에서 팽윤 억

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와함께

U-7Mo-1Zr/Al(558-MD1) 과 같이 소량의 제3원소를 U-Mo 첨가한 경우와 Al-2Si

합금기지를 사용한 U-Mo 분산핵연료(557-HS1)의 경우에 팽윤량이 각각 9%와

8%로 측정되어 합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557-HS1 시험핵연료에서는

557-MD1에서 보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40㎛로 감소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계획서에서는 제 4차 U-Mo 조사시험(KOMO-4)에 대한 노내 조사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의 설계 제원, 제조과정과 공정 중 검사 결과, 핵연료 재료의

노외 특성 분석 시험 결과를 기술하였고, 하나로에서 노내 조사시험하는 중에 핵연

료의 출력과 핵연료 심부의 온도를 계산하여 팽윤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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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시험 계획

2.1 조사시험 목적

제 4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제 3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로 노심

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5.0g-U/cc로 설정한 봉상 U-7Mo(또는

U-7Mo-1X(X=Zr,Ti) /Al-ySi(y=0,2,5,8)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210～300㎛의 조대 핵

연료 분말로 만들어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U-Mo/Al 분산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Si 첨가효과를 최

대화하기 위하여 Al 기지내의 Si 함량을 2, 5, 8 wt%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Al-Si 합

금기지를 사용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4차 조사시험용 봉상 U-Mo 분산핵연료에 대해서는 18봉 집합체의 최외각

에 12개의 시험봉과 내부에는 6 개의 dummy 핵연료봉을 배치하고 OR-3 조사공에

서 장전후 조사시험 기간 동안 시험 핵연료봉의 위치를 고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연소이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 reference 핵연료로

서 제 3차 조사시험에 사용되었던 U-7Mo 분말 크기를 달리한 (① 105~210 ㎛, ②

210~300 ㎛, ③ 300~425 ㎛) 4.5 g-U/cc Al 기지 분산핵연료를 다시 노내 조사시험

하여 연소성능의 정량적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대부분 210～300㎛ 분

말크기를 갖는 U-7Mo 분산핵연료와 1wt%의 제 3 합금원소 (Ti, Zr)를 소량 첨가한

3원계 U-7Mo-1X(X=Zr,Ti) 분산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하여 함금원소의 첨가에 따

른 연소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U-7Mo 및 U-7Mo-1X(X=Zr,Ti) 분산

핵연료에서 기지물질을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2,5,8)wt%Si 합금을 사용하여 Si이 첨가되지 않은 알루미늄기지 U-Mo 분산핵

연료와의 연소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노심 장전초기의 출력

peaking을 제어하기 위하여 0.2wt% CdO와 0.1wt% B4C 등의 독물질 (burnable

poison)을 소량 첨가한 U-7Mo/Al-5Si 분산핵연료를 추가하였으며, U-Mo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10 ㎛ 두께의 Si-rich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U-7Mo(또는

U-7Mo-1Ti)/Al-5Si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Al 기지의 확산

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Si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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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시험 일정

제 4차 조사시험(KOMO-4) 집합체는 평균 40% 연소를 목표로 OR-3 조사공

에서 2008년 12월 19일 56주기 운전부터 조사시험을 한 뒤 냉각을 거쳐 조사후

시험을 할 예정이다. 평균 연소도가 40%에 도달하는 제 4차 U-Mo 조사시험 기

간은 하나로가 30 MW의 출력 조건으로 HELIOS 코드로 평가한 순 조사일수

(EFPD)는 약 160일 (약 9 주기)정도이다.

2.3 조사시험 조건

본 노내 조사시험은 핵연료 중심온도를 200℃이하가 되도록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200℃가 초과되는 계산된 최대 선출력은 107

kW/m 이다. 이에 따라 연소시험 전 기간에 걸쳐 제어봉의 위치 변화를 고려하

더라도 제한 선출력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운전시의 원자로 입출구 온도 조건은 하나로의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영역 내에서 유지될 것이며, 본 시험 다발의 장전에 따른 제반 요건도 모두 운영

기술지침을 충족시켜야 한다.

2.4 조사전 검사

봉상 U-Mo 핵연료의 연소성능평가와 관련한 조사 전 시험 핵연료의 검

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1) 핵연료 분말의 화학분석

2) 핵연료 미세조직 관찰 : 조사로 인한 핵연료의 미세구조 변화 및 Al 기지

와의 반응층 등을 조사 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

여 파괴시험용 핵연료를 이용하여 관찰한다.

- 핵연료 심재내 U-Mo 분말 크기 및 분포

- 핵연료 심재내 U-Mo 분말의 미세 조직

- 반응층 형성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의 반응층 두께 및 조성변화

3) 시험핵연료 심재의 겉보기 밀도

4) 핵연료 심재의 U-235 물질의 균질성을 gamma scanning 방법으로 검사

5) 핵연료봉 피복의 결함 유무를 와전류 탐상법으로 검사

6) 핵연료봉 봉단 마개 전자빔 용접부에 대한 RTR 검사



- 7 -

7) 외관검사 : 조사 시험 개시 전에 시험핵연료의 외관상태와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8) 핵연료 집합체 및 핵연료 봉의 길이 및 직경 등 치수 측정

9) 조사시험 집합체의 조립후 예비검사 및 최종검사

2.5 조사 후 평가 계획

하나로 핵연료의 정기 점검 시, KOMO-4 조사시험 집합체 내의 시험 핵연료

봉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나로 운영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육안검사를 수행한 후,

시험 봉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시험을 계속

수행한다.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봉상 U-Mo 분산핵연료의 조사후 측정/평가항

목을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한다. 표 2-1에서와 바와 같이, 조사 완료한

시험 핵연료의 변형상태, 피복관 부식 및 파손상태, 봉단마개 용접부위 건전성 등

을 camera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외관검사 결과, pitting 등의 결함부위가 발생하

면, 이 부위에 대한 정밀측정, 파괴검사 수행여부 및 방법을 조사재 시험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봉상 U-Mo 핵연료봉에 대해 γ-ray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연료

봉 위치에 따른 정성적인 연소도를 측정하여 해석치와 비교한다. 평균연소도 부위

와 국부 최대 연소도 위치에서 핵연료봉을 절단한 다음 조사후 핵연료봉으로부터

치수 및 밀도 변화를 측정하여 조사전의 측정치와 비교로 부터 팽윤도를 측정한

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거시적 반응층, 기포 크기 분포 및 산화층 두께

를 분석하고, EPMA를 사용하여 기포 형태 및 크기 분포, 반응층 및 핵분열 반응

생성물의 조성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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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험 핵연료 봉 및 집합체에 대한 조사후 측정/평가 항목.

집합체 및 시험봉

목표

연소도

(at.%)

예상

조사공
측정/분석 항목

조사 핵연료 집합체

40 OR-3

-육안검사 (건전성, crud)

-집합체 부품 마모검사

-사진 촬영 등

조사핵연료 기지 물질
U-Mo

입자크기

-육안 관찰 (피복재

표면상태)

-Dimension 측정

(팽윤 계산)

-광학 현미경 관찰

(상호반응층, 산화층)

-산화층 두께 측정

-SEM 관찰

(핵분열 생성기포의

크기 및 분포,

상호반응층)

-밀도 측정 (팽윤)

-Gamma scanning

(연소도 측정)

-EPMA 측정

(반응층 조성, 핵분열

반응생성물 변화)

U-7Mo/Al

(4.5g-U/cc)
Al 1050

105~210㎛

210~300㎛

300~425㎛

U-7Mo/Al-Si

(5.0g-U/cc)

Al-2Si 210~300㎛

Al-5Si <150㎛

Al-5Si 210~300㎛

Al-5Si
B4C+CdO

210~300㎛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Al-8Si 150~210㎛

U-7Mo-1Zr/Al-Si

(5.0g-U/cc)
Al-5Si 210~300㎛

U-7Mo-1Ti/Al-Si

(5.0g-U/cc)

Al-5Si 210~300㎛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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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시험 집합체 제원

KOMO-4 조사시험봉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핵연료심재 길이가 50~200

mm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각 조사시험봉의 목표 선출력을 맞추기 위하여 노심

상부에 위치하도록 나머지 부분은 Al-6061 dummy rod로 연결되었다. 핵연료심

은 직경 6.35 mm의 standard core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며 원심분무

U-7wt.%Mo, U-7wt.%Mo-1wt.%Zr, U-7wt.%Mo-1wt.%Ti를 이용하여 최소길이의

조사시험봉으로 부터 최대의 조사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라늄 밀도 및

길이가 다른 12개의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을 설계하였다. 12 개의 조사시험봉을

18봉형 핵연료 집합체의 최외각에 배치하고 내각 6개에는 모의핵연료봉을 추가

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였다. 각 조사시험봉 및 집합체의 설계 제원은 표

3-1 및 표 3-2와 같다.

그림 3-1. KOMO-4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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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연료심

봉

번

호

U 밀도

(gU/cc)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 (위치)

핵연료입자

크기(μm)
기타

1 4.5 U-7Mo Al 1050
50

(150~200)
105~210 reference

2 4.5 U-7Mo Al 1050
50

(150~200)
210~300 reference

3 4.5 U-7Mo Al 1050
50

(150~200)
300~425 reference

4 5.0 U-7Mo Al-2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2wt%)

5 5.0 U-7Mo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6 5.0 U-7Mo Al-5Si
200

(150~350)
<150 Si effect

(normal particle size)

7 5.0 U-7Mo-1Zr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Zr)

8 5.0 U-7Mo-1Ti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Ti)

9 5.0 U-7Mo Al-8Si
200

(150~350)
150~210 Si effect

(8wt%)

10 5.0 U-7Mo

Al-5Si

Burnable

Poison

200

(150~350)
210~300

burnable poison

(Cd 0.2wt%, B 0.1wt%)

11 5.0 U-7Mo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12 5.0 U-7Mo-1Ti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표 3-1. U-Mo 4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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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핵연료 피복관 및 봉

표 3-2. 조사시험 핵연료집합체 공칭 설계 제원.

구 분 Standard 비고

연료심 직경(mm) 6.35

피복재 재료 Al-1060

두께 (mm) 0.76±0.08

핀높이 (mm) 1.02 REF

핀두께 (mm) 0.76±0.07

핀수 (No. of fins/element) 8

피복관 직경 (핀제외, mm) 7.87±0.08

봉 직경 (핀포함, mm) 9.91
+0.13

-0.1

봉 전체 길이(mm) 760

c) 모의봉

- 모의 핵연료심 : Al 1060

- 피복재 재료 : Al 1060

- 핀 높이 (mm) : 1.02

- 핀 두께 (mm) : 0.76

- 핀 수 (no. of fins per element) : 8

- 기타 : 모의봉 외부 설계 제원은 상기 조사 시험봉과 동일

- 핵연료봉 삼각형 pitch 간격 : 12 mm

- 핵연료봉 간격 : 0.6 mm

(핀끝단과 핀끝단 최소 간격)

- Pitch원 직경

내환 : 24 mm

외환 : 47.18 mm

- 다발 전체길이 : 96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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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핵연료 제조방법 및 결과

4.1 조대 U-Mo 분말제조 및 특성

KOMO-4 조사시험에서 사용할 조대입자 U-7wt%Mo 및

U-7wt%Mo-1wt%Zr 및 U-7wt%Mo-1wt%Ti 분산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한 원심

분무 분말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사용한 원료는 미국 BWXT Y-12 저농축

우라늄 및 Johnson Matthey사의 Mo 제품을 이용하였다. 핵연료로 사용하기 적

절한 입도 크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안정화 지르코니아 도가니에서 고주파 유도

진공 용해하여 디스크 직경 40mm 및 회전속도 8,000 rpm 조건으로 출탕온도는

1580℃에서 U-Mo 분말을 원심분무 제조하였다.

그림 4-1은 원심분무에 의해 제조된 조대입자 U-7Mo 합금 분말의 크기별

형상이며, 그림 4-2는 제조된 U-Mo 분말에 대하여 Sieve analysis로 분석한 입도

분포도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 분석결과 원심분무 U-Mo 입자의 크기는 대부

분 약 100～500㎛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심분무 U-Mo 분말제조 수율

은 95% 이상이었으며 성분별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또한, 제조된 U-Mo 분말에 대한 상분석을 위하여 XRD 회절분석한 결과, 그림

4-3에서와 같이 모든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은 meta-stable bcc 구조의 γ

-phase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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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5-210㎛

(b) 210-300㎛ (c) 300-425㎛

그림 4-1. LEU-7wt.%Mo(557 batch) 합금 원심분무 분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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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U-Mo 분말의 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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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U-Mo 분말 X-ray 회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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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원심분무 U-Mo 및 U-Mo-X 합금분말의 화학조성.

시 료 명

분 석 원 소

LEU-7Mo

(557 batch)

LEU-7Mo

(676 batch)

LEU-Mo-1Zr

(558 batch)

LEU-Mo-1Ti

(677 batch)

Mo (wt%) 6.2±0.1 6.97±0.07 6.8±0.1 6.95±0.05

Ti (㎍/g) 6.0±0.1 0.83 ± 0.01(wt%)

Zr (㎍/g) 14.1±0.2 139±3 0.82±0.01(wt%) 60.6 ± 2.1

Si (mg/g) 0.12±0.002 0.18±0.004

Al (㎍/g) 12.0±0.4 11.7±0.4

B (㎍/g) < 1 < 1

Cd (㎍/g) < 1 < 1

Co (㎍/g) < 1 < 1

Cu (㎍/g) 16.1±0.3 25.1±0.4 14.0±0.3 19.6±0.4

Ni (㎍/g) 21.5±0.8 81.8±1.2 24.8±0.9 81.2±1.2

Fe (㎍/g) 46.3±2.1 177±2 70.9±2.2 138±2

Li (㎍/g) < 1 < 1

C (㎍/g) 150 50 40 30

H (㎍/g) 5.4 20 9.8 12

O (㎍/g) 2044 380 143 40

N (㎍/g) 35 70 42 110

U

-isotope

(wt%)

U-234 0.14 0.1431 0.14 0.1443

U-235 19.71±0.11 19.8195±0.0010 19.72±0.11 19.8477±0.0030

U-236 0.20 0.1171 0.20 0.1171

U-238 79.95±0.11 79.9203 ± 0.0012 79.94±0.11 79.8909±0.0041

4.2 핵연료봉 제조

4.2.1 KOMO-4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 심재 제조

KOMO-3 조사시험에서 사용되었던 U-Mo 핵연료 입자크기에 따른 분산핵

연료제조를 위해서 557 batch의 U-7Mo 핵연료 분말에 대하여 105~200, 210~300,

300~425 ㎛의 입도 별로 선택하여 4.5 g-U/cc의 핵연료 장입량으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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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지물질은 순수한 Al 분말을 사용하였다. 핵연료 심재 제조는 6.35 mm 직

경의 표준심재 하나로용 구동핵연료 제조요건에 따라 제작하였다. KOMO-4 조사

시험용 4.5 g-U/cc의 U-7Mo/Al 분산핵연료 제작에 사용된 Al-1050 분말은

Alcan MD101 분말이었으며 각각의 분말을 V-type mixer에서 95 rpm의 조건으

로 2 시간동안 혼합한 다음 double action press에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성형

된 분산핵연료 압분체를 수직압출기에서 직경 6.5 mm의 압출금형을 이용하여

압출하여 표준 직경의 심재를 제조하였다. 이때 U-Mo 분산핵연료는 조대립 입자

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연료 입자의 적절한 분산도 유지를 위하여 5 회 재압출을

하였다. 압출온도는 400℃이었으며 이외의 모든 공정조건 및 작업절차는 하나로

핵연료 분말압출 작업절차서(HFMI 250-1, rev. 2)를 따라 수행하였다.

KOMO-4 조사시험용 Al-Si 합금기지 5 g-U/cc U-Mo 분산핵연료 심재를

제조하였다. Al-Si 합금분말은 기계연구원에서 gas atomizing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Al-2wt%Si, Al-5wt%Si, Al-8wt%Si의 3 종류의 150㎛ 이하 입도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그림 4-4는 U-Mo/(Al-Si) 분산핵연료봉 제조에 사용된 Al-Si

합금분말의 SEM 사진을 나타낸다. 이와함께 표 4-2는 Al-Si 합금분말의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대부분 210~300 ㎛의 크기로 선택된 원심분무 U-7Mo,

U-7Mo-1Zr, U-7Mo-1Ti 분말과 Al-2Si, Al-5Si, Al-8Si의 합금기지 분말을 이용하

여 표 3-1에서와 같은 분산핵연료 조합으로 5.0 g-U/cc 핵연료 장입량의 심재를

U-Mo/Al 분산핵연료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이와함께 150㎛ 이

하의 입도분포를 갖는 U-7Mo/Al-5Si 분산핵연료(676-ND)도 제조하였다.

조사시험 연소초기의 선출력 제어를 위하여 독물질(burnable poision)으로

0.2wt%Cd와 0.1wt%B이 첨가된 5 gU/cc U-7Mo/Al-5Si 분산핵연료(676-CB)를

제조하였다. 이때 독물질 원료로서 99.99% 순도의 CdO 분말과 99.5% 순도의

B4C 분말을 사용하였다.

U-Mo 입자 표면에 반응층 형성된 2 종류의 U-7Mo/Al-5Si(677-IL) 및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5 gU/cc 우라늄 밀도

로 제작된 U-7Mo/Al-5Si(676-5S) 및 U-7Mo-1Ti/Al-5Si(677-5Si) 심재를 진공분위

기에서 580℃ 1시간의 조건으로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후에 측정된 반응층 두께

는 약 10㎛ 이었으며 반응층 내의 Si 함량은 최대 50 at% 이었다.

표 4-3은 KOMO-4 조사시험용 핵연료 심재를 제조후의 핵연료별 심재길이,

직경, 심재무게, 겉보기 밀도, 우라늄 무게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반응층 형성된

U-Mo/Al-Si 분산핵연료를 제외한 모든 조사핵연료 심재는 97% 이상의 이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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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어 목표로 한 우라늄 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함께

그림 4-5에서와 같이 조사핵연료 심재의 단면에 대한 저배율 광학현미경 관찰 결

과, 대부분의 분산핵연료가 200 ㎛ 이상의 조대립 원심분무 U-Mo 분말을 이용하

여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KOMO-3 핵연료 심재에 비하여 핵연료 입자

의 분산도가 비교적 일정하였다.

(a) Alcan MD 101 분말(Al) (b) Al-2Si 분말

(c) Al-5Si 분말 (d) Al-8Si 분말

그림 4-4. Al-Si 합금분말의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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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l-Si 합금분말의 화학분석 결과.

단위(wt%)

AL-2Si Al-5Si Al-8Si

Al 98.01 94.96 91.96
Si 1.91 4.90 7.90
Fe 0.04 0.09 0.07

표 4-3. KOMO-4 분산핵연료 제조결과.

핵연료
I.D.

핵연료

조성

기지

조성
U 밀도
g-U/cc

핵연료

입자크기

(㎛)

심재

길이

(mm)

심재

직경

(mm)

심재

무게

(g)

심재

밀도

(%TD)

U

무게

(g)

557-SD3

U-7Mo Al
1060

4.5

105-210 50.11 6.36 9.28 99.44 6.15

557-MD3 210-300 50.05 6.36 9.17 98.40 6.07

557-LD3 300-425 50.09 6.36 9.31 99.81 6.17

557-2S1

U-7Mo

Al-2Si 5.0 210-300 200.05 6.36 44.30 99.71 30.58

676-5S1 Al-5Si 5.0 210-300 200.10 6.36 44.01 99.12 30.41

676-ND1 Al-5Si 5.0 <150 200.10 6.36 44.08 99.29 30.46

676-8S2 Al-8Si 5.0 150-210 200.00 6.35 43.62 98.76 30.18

558-5S1 U-7Mo-1Zr Al-5Si 5.0 210-300 200.10 6.36 44.35 99.39 30.51

677-5S1 U-7Mo-1Ti Al-5Si 5.0 210-300 200.10 6.36 43.52 97.64 29.98

676-CB1 U-7Mo
Al-5Si 5.0 210-300

199.95 6.36 43.40 97.82 29.99
with 0.2wt%CdO + 0.1wt%B4C

676-IL1 U-7Mo
Al-5Si 5.0 210-300

50.13 6.35 9.26 93.47 6.40
with pre-interaction layer

677-IL1 U-7Mo-1Ti
Al-5Si 5.0 210-300

50.23 6.34 9.45 95.23 6.51
with pre-interaction layer

합 계 353.7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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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7-SD3(105-210㎛) (b) 557-MD3(210-300㎛) (c) 557-LD3(300-425㎛)

(d) 557-2S1(210-300㎛) (e) 676-8S2(150-210㎛) (f) 676-5S1(210-300㎛)

(g) 558-5S1(210-300㎛) (h) 677-5S1(210-300㎛) (i) 676-ND1(<150㎛)

(j) 676-CB1(210-300㎛) (k) 676-IL1(210-300㎛) (l) 677-IL1(210-300㎛)

그림 4-5. KOMO-4 조사시험 핵연료심재 단면



- 21 -

입자크기가 큰 조대립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일수록 기존의 U-Mo 핵

연료분말(그림 4-6)에 비하여 원심분무 과정에서 냉각속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핵연료 분말내의 입계에 Mo 원소가 편석되어 격자상수가 다른 두 개의 γ상을

나타내는 cell 조직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4-7) 그림 4-8에서와 같이 KOMO-4

조사시험을 위하여 추가로 제조한 U-7Mo(676 batch) 분말과 소량의 제3원소를

첨가한 원심분무 U-Mo-X (X=Zr,Ti) 합금분말도 조대립 U-7Mo와 유사한 단일 γ

상을 갖는 단면조직을 나타내며, 특히 U-7Mo-Ti 합금분말은 분말제조시의 높은

응고속도로 인하여 U-Mo 기지내에 고 Ti 함량의 석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높

은 γ상 안정성을 갖는 과포화 solid solution된 조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6. 100㎛ 이하 크기를 갖는 원심분무 U-7Mo 핵연료 분말의 단면조직.

(a) 105-210㎛(557SD) (b) 210-300㎛(557MD) (c) 300-425㎛(557LD)

그림 4-7. 원심분무 U-7Mo 핵연료 분말(557 batch)의 분말크기에 따른

단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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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7Mo(676-5S)

(b) U-7Mo-1Zr (558-5S) (c) U-7Mo-1Ti (677-5S)

그림 4-8. 원심분무 U-7Mo 및 U-7Mo-1X(X=Zr,Ti) 핵연료 분말(210-300㎛)의

단면조직.

그림 4-9 및 4-10은 580℃에서 1시간 동안 진공열처리한 후에 U-Mo 핵연료 입자

표면에 반응층을 형성시킨 U-7Mo/Al-5Si(676-IL) 및 U-7Mo-1Ti/Al-5Si(677-IL) 분

산핵연료의 단면조직을 나타낸다. 핵연료 심재를 진공 열처리한 후에 거의 모든 핵연료

입자에서 약 10㎛ 두께의 반응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1은 반

응층 내의 성분변화를 ESD로 분석한 결과이다. Al-Si 기지로부터 Si 원소가 확산하여

반응중 내에 최대 50 at% 까지 관찰되었으며 U과 Al 함량은 각각 20～50 at% 정도로

관찰되었다. 그림 4-12와 4-13은 반응층 내의 원소별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다. Si 원소가 Al-5Si 기지로부터 고온 확산하여 반응층 내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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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반응층 형성 U-7Mo/Al-5Si(676-IL) 분산핵연료의 단면조직.

그림 4-10. 반응층 형성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의 단면조직.

그림 4-11. 반응층 형성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성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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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U Al

Mo Si

그림 4-12. U-7Mo/Al-5Si(676-IL)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원소별 mapping 결과.

SEM U Al

Ti Mo Si

그림 4-13.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원소별 mapping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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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KOMO-4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KOMO-4 조사시험 핵연료봉 제조과정은 하나로 구동핵연료의 제조방법 및

검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인발된 분산 연료봉은 핵연료 심재봉의 길이가

핵연료 종류에 따라서 50~200 mm가 되도록 양단을 절단하고 나머지는 Al 6061

dummy 봉으로 연결하여 노심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그림 3-1 참조)

핵연료 양단에 봉단(plug)을 끼울 구멍을 가공하고 봉단 마개를 삽입한 다음 홈

부위를 rolling 방법으로 눌러 고정한다. 봉단 마개가 접합된 핵연료심을 동심압

출 방법으로 피복을 하였다. 동심압출시에는 die를 510 ℃ ~ 515 ℃로 예열하고

ram 속도를 20 mm/sec로 작동시켜 압출 피복하였다. 피복 치수를 맞추기 위하

여 그림 4-15에서와 같이 모의 핵연료심으로 피복 압출하여 단면을 측정하여 합

격될 경우 실제 핵연료심을 피복 압출 하였다.

표 4-4. KOMO-4 핵연료봉 동심압출후의 치수측정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1 9.91±0.13 9.95 합격 10 0.76±0.08 0.79 합격

2 0.76±0.07 0.79 합격 11 9.91±0.13 9.94 합격

3 7.87±0.08 7.93 합격 12 7.87±0.08 7.92 합격

4 0.76±0.08 0.78 합격 13 0.76±0.08 0.79 합격

5 9.91±0.13 9.94 합격 14 0.76±0.07 0.79 합격

6 7.87±0.08 7.92 합격 15 0.76±0.08 0.80 합격

7 0.76±0.08 0.79 합격 16 0.76±0.08 0.78 합격

8 9.91±0.13 9.92 합격 17 0.76±0.08 0.79 합격

9 7.87±0.08 7.93 합격 18 0.76±0.08 0.78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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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표면의 결함은 와전류 탐상으로 결함의 크기가 0.13 mm 이하이어야

하고 fin의 결함은 총 길이가 10 mm 이하로 적합 판정을 하였다. 진직도는 기하

학적 허용오차가 0.49 mm 이내로 맞추었고 직경 10.4 mm tube를 통과로 합부

판정을 하였다. CNC 선반으로 피복된 핵연료 봉의 양끝을 기계 가공하여 봉단

마개와 피복층을 용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연료봉을 초음파를 사용하여 세척

하였다. 세척된 핵연료봉을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다음 전자빔 용접기의

chamber에 설치한 다음 용접기를 가동하여 용접을 하였다. 그림 4-16과 같이

Real time X-ray radiography로 용접부의 결함을 검사하였다. 결함이 없는 용접

부 두께가 0.33 mm 이상인 핵연료봉만 적합 판정을 하였다.

표 4-5. KOMO-3 조사시험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부 RTR 검사결과

핵연료봉

번호

결 함 위 치 및 크 기

개별판정Top end Bottom end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557-SD3 3 0.40 3 0.40 합격

557-MD3 . 0.76 2 0.60 합격

557-LD3 3 0.44 2 0.52 합격

557-2S1 2 0.34 2 0.45 합격

676-5S1 3 0.40 2 0.65 합격

676-ND1 . 0.75 2 0.41 합격

558-5S1 2 0.49 . 0.76 합격

677-5S1 2 0.69 1 0.45 합격

676-8S2 2 0.52 3 0.48 합격

676-CB1 3 0.36 4 0.46 합격

676-IL1 . 0.74 3 0.34 합격

677-IL1 2 0.40 4 0.39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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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U-7Mo-1Zr/Al-5Si(558-5S1) 핵연료봉의 top 용접부 RTR 사진.

4.3 집합체 조립

집합체 부품은 표 4-6의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전문 가공업체(대우

S&T(주))에서 제작되었고, 특히 space plate와 end plate는 모두 기계가공으로 제

작하였다. 원자재 검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품 제작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

였다. OR-3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기간동안 KOMO-4 핵연료 집합체의 방향성 유

지하도록 하였다. OR-3 조사공에서 노심 방향으로 가장 가깝게 향하도록 배치될

U-7Mo-1Zr/Al-5Si(558-5S1) 및 U-7Mo-1Ti/Al-5Si(677-5S1) 핵연료봉에 대해서는

top end plug의 길이를 표준 핵연료봉보다 10 mm 더 크게 제작하였다.(그림

4-16) 이와함께 558-5S1과 677-5S1 핵연료봉이 조립되는 top end plate의 한 면에

는 anodizing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집합체의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핵연료봉, 상하부 end plate, spacer plate, spacer tube, washer 및 top

guide를 1차 조립하였고 핵연료봉과 하부 end plate는 기계적으로 결합시켰다.

이 때 연료봉 하단부에 burr가 있는지 육안 검사하고 필요하면 샌드페이퍼로 제

거하였고 모든 작업은 깨끗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하였다.

Grapple head의 나사부가 central rod와 체결 가능 여부를 조립 전에 사전 점

검하였다. 사전에 조립된 central rod에 spring, bushing과 1차 조립된 핵연료봉을

끼운 후, central rod 상부에 thrust washer, grapple head lock과 grapple head를

차례로 조립하였다. Grapple head lock이 top guide에 부드럽게 회전할 여유를 주

기 위하여 grapple head를 최대로 체결한 후 반바퀴 역으로 회전시킨다. 조립을 완

료한 후 grapple head와 grapple head lock의 TIG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위에 대

하여 PT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육안검사, 전체길이 측정 및 기능검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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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4-7은 KOMO-4 조사시험 집합체의 최종조립후의 입력자료이다.

표 4-6. 집합체 부품제작에 사용한 도면.

도 면 명 도 면 번 호

General assembly AECL 37-37000-102-01-GA-A0 Rev. 15

Fuel element(Dummy) 하나로-DUMMY-001 Rev. 0

Fuel element(Rod) INFDD-KOMO4-01~12, Rev. 0

Top End plate AECL 37-37000-142-01-DD-A1 Rev. 1

Bottom End plate AECL 37-37000-105-01-DD-A1 Rev. 1

Top guide AECL 37-37000-117-01-DD-A2 Rev. 11

Bottom guide AECL 37-37000-109-01-DD-A2 Rev. 10

Space plate AECL 37-37000-119-01-DD-A1 Rev. 4

Hard ware details AECL 37-37000-122-01-DD-A0 Rev. 16

그림 4-15. KOMO-4 조사시험 집합체 조립후 사진.

그림 4-16. KOMO-4 조사시험 집합체의 상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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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KOMO-4 조사시험 핵연료봉 조립표

집합체 번호 KH08C-001

집합체 무게 3013.4 (g) 전체 심재 무게 353.75 (g)
전체 U 무게 333.41 (g) 전체 U-235 무게 48.08 (g)

번호 핵연료봉 번호 밀도
핵연료 봉

무게 (g)

심재

무게(g)
U 무게 (g)

U 235

무게 (g)

1 DUMMY 111.26

2 DUMMY 109.95

3 DUMMY 110.54

4 DUMMY 111.11

5 DUMMY 110.78

6 DUMMY 110.65

7 557-SD3 6.75 116.84 9.28 6.15 1.21

8 557-MD3 6.68 116.25 9.17 6.07 1.20

9 557-LD3 6.78 116.75 9.31 6.17 1.22

10 557-2S1 7.22 139.06 44.30 30.58 6.04

11 676-5S1 7.17 138.17 44.01 30.41 6.01

12 676-ND1 7.18 138.77 44.08 30.46 6.02

13 558-5S1 7.23 139.60 44.35 30.51 6.03

14 677-5S1 7.09 138.91 43.52 29.98 5.92

15 676-8S2 7.13 138.81 43.62 30.18 5.96

16 676-CB1 7.07 138.95 43.40 29.99 5.92

17 676-IL1 6.76 116.54 9.26 6.40 1.26

18 677-IL1 6.91 116.72 9.45 6.51 1.29

핵연료봉 배열도 (18봉) top end view of bottom en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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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성 분석평가

5.1 최대선출력 평가

KOMO-4 조사시험봉의 상세내역과 OR-3 조사공에서의 봉별 위치는 표 5-1

및 그림 5-1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험 핵연료봉은 핵연료 집합체의 외곽에 핵연

료 심재의 길이를 짧게 하여 노심 위쪽 방향에 배치시켰다. FTL IPS(Fuel Test

Loop In-Pile Section)가 노내 조사공 IR1에 장전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한 선출

력은 평균 선출력과 최대 선출력으로 구분하여 표 5-2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최

대 선출력은 핵연료봉 6번에서 106.9 kW/m로 나타났는데, 핵연료봉 6~9번은 비

슷한 출력을 나타낸다.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는 축방향 위치 +15.0~+20.0 cm

(길이, 5 cm)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계산 결과는 표 5-3, 5-4 및 그림 5-2에 나타

내었다. 그림 5-3은 최대 선출력을 나타내는 +16 cm 위치에서 각 핵연료봉의 연

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이다. 주기 중에 제어봉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출력 변화

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평균적인 출력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험 핵연료가 하나로

핵연료 중심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기 초에는 평균 선출력 보다 낮아

지며 주기 말에는 평균 선출력 보다 높아진다. 가장 높은 선출력은 새 핵연료일

때 제어봉 위치 650 mm에서 발생하며, 표 5-2에 나타낸 바와 같다.

5.2 반응도 효과

하나로 운영기술 지침서에 의하면 노심에 장전하는 한 개의 실험물이 인출,

삽입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노심에 삽입되는 정반응도는 12.5 mk를 초과할 수

없다.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KOMO-4 조사시험 다발

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

여 시험 다발 장전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량을 구한 결과 1.0 mk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12.5 mk보다 훨씬 적은 값이다. 시험 다발 파손에 의한 반응

도나 시험 다발이 경수로 대체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므로 반

응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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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번

호

U

밀도
(gU/cc)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 (위치)
U-Mo입자

크기(μm)
기타

1 4.5 U-7Mo Al 50 (150~200) 105~210 reference

2 4.5 U-7Mo Al 50 (150~200) 210~300 reference

3 4.5 U-7Mo Al 50 (150~200) 300~425 reference

4 5.0 U-7Mo Al-2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2wt%)

5 5.0 U-7Mo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5wt%)

6 5.0 U-7Mo Al-5Si
200

(150~350)
<150

Si effect
(normal particle

size)

7 5.0 U-7Mo-1Zr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Zr)

8 5.0 U-7Mo-1Ti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Ti)

9 5.0 U-7Mo Al-8Si
200

(150~350)
150~210 Si effect

(8wt%)

10 5.0 U-7Mo Al-5Si+B+Cd
200

(150~350)
210~300

burnable poison

(Cd 0.2, B 0.1wt%)

11 5.0 U-7Mo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12 5.0 U-7Mo-1Ti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표 5-1. U-Mo 4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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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험 핵연료봉의 배치 (HELIOS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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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 변화

(5 cm 평균, 축방향 위치: +15.0~+20.0 cm)

그림 5-3. 각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위치: 650 mm)



- 34 -

표 5-2.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및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위치: 450 및 650 mm, 원자로 출력: 30 MW)

 - 평균 선출력, 제어봉 위치 4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71.2 75.5 77.0 82.7 83.2 82.7 84.0 85.0 83.6 75.3 83.5 82.8 

17 81.2 87.4 85.1 91.0 94.3 92.6 92.3 93.0 92.5 80.1 90.8 94.3 

18 77.8 78.2 79.2 83.1 83.4 84.1 83.2 84.3 82.8 71.4 79.5 84.8 

19 77.8 78.6 79.0 79.8 77.7 79.2 79.1 79.0 75.3 69.0 79.3 83.6 

20 64.1 63.8 61.3 80.3 76.0 74.8 76.0 74.5 75.2 67.0 64.8 69.4 

21 81.5 75.4 74.2 72.6 73.7 73.6 67.2 

22 80.7 73.9 73.0 70.4 71.0 71.1 68.6 

23 78.0 71.7 68.9 68.7 69.3 71.7 68.6 

24 77.0 70.6 68.4 66.7 65.5 67.6 67.1 

25 74.9 68.2 65.5 64.9 65.3 65.5 62.3 

26 75.3 66.3 64.6 62.6 62.3 63.0 61.5 

27 71.2 63.6 61.6 59.7 59.6 61.6 60.1 

28 68.8 61.7 60.7 59.0 57.0 57.7 56.7 

29 65.5 60.5 56.2 56.2 52.6 56.8 54.2 

30 64.5 57.4 54.5 52.8 51.9 53.0 52.9 

31 62.4 53.8 53.8 49.2 50.6 50.7 50.7 

32 59.7 52.0 49.8 48.9 47.5 49.1 47.6 

33 57.0 51.5 49.2 46.4 46.6 46.1 46.1 

34 59.4 52.2 49.7 47.7 45.7 47.2 46.7 

35 46.2 43.6 42.3 38.8 36.3 36.8 38.9 

최대 81.2 87.4 85.1 91.0 94.3 92.6 92.3 93.0 92.5 80.1 90.8 94.3 

 - 최대 선출력, 제어봉 위치 6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82.5 83.1 85.8 92.8 95.5 97.6 95.1 96.5 95.3 83.8 90.1 90.3 

17 92.4 95.2 97.0 103.3 104.9 106.9 106.7 106.2 106.0 89.6 100.2 100.2 

18 87.2 88.0 89.9 93.6 97.6 96.8 96.7 97.8 96.2 79.8 92.3 93.7 

19 89.9 89.1 89.7 91.1 92.9 95.0 92.8 91.2 91.4 79.1 93.5 96.6 

20 73.2 70.6 69.2 90.8 89.7 90.2 90.7 88.2 88.4 78.3 74.8 77.2 

21 93.7 89.0 89.3 88.0 88.1 86.0 80.7 

22 95.0 88.6 87.2 87.0 84.7 85.4 79.4 

23 92.7 85.7 86.3 84.9 83.0 83.3 78.7 

24 91.2 84.5 85.0 81.2 82.2 81.4 77.5 

25 91.1 81.1 81.2 79.6 79.9 79.6 74.3 

26 86.4 80.6 77.4 77.2 77.1 77.1 72.9 

27 86.7 76.9 76.2 73.2 75.9 75.1 69.6 

28 80.8 73.5 73.2 72.5 71.4 69.8 68.2 

29 80.4 71.4 71.0 68.6 68.3 68.4 66.5 

30 76.7 70.3 65.8 66.0 63.8 65.2 63.8 

31 73.7 68.0 65.6 64.8 62.3 61.9 60.7 

32 72.1 64.2 63.8 61.2 58.8 60.1 56.4 

33 71.0 64.2 62.0 59.8 56.8 57.7 55.9 

34 71.5 64.7 62.9 59.7 57.6 57.1 53.9 

35 57.2 51.4 52.2 48.7 47.7 46.2 45.6 

최대 92.4 95.2 97.0 103.3 104.9 106.9 106.7 106.2 106.0 89.6 10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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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unp
rod-1 rod-2 rod-3 rod-4 rod-5 rod-6 rod-7 rod-8 rod-9 rod-10 rod-11 rod-12

(MWD/MTU) %U235

0 0.0 76.5 77.5 78.6 85.5 86.8 86.5 85.1 82.9 80.8 69.2 79.6 80.7 

0 0.0 74.7 75.6 76.7 83.4 84.6 84.4 83.0 81.0 78.9 67.7 77.7 78.8 

50 0.0 74.5 75.5 76.6 83.2 84.5 84.3 82.9 80.9 78.8 67.7 77.6 78.7 

100 0.1 74.5 75.4 76.5 83.1 84.4 84.2 82.8 80.8 78.7 67.7 77.5 78.6 

200 0.1 74.4 75.3 76.4 83.1 84.3 84.1 82.7 80.7 78.7 67.8 77.4 78.5 

300 0.2 74.3 75.2 76.3 83.0 84.3 84.0 82.7 80.6 78.6 67.8 77.4 78.4 

400 0.3 74.2 75.1 76.2 82.9 84.2 84.0 82.6 80.6 78.5 67.9 77.3 78.4 

500 0.3 74.2 75.1 76.2 82.8 84.1 83.9 82.5 80.5 78.5 68.0 77.3 78.3 

1000 0.6 73.9 74.8 75.9 82.6 83.8 83.6 82.3 80.3 78.3 68.4 77.1 78.1 

1500 0.9 73.7 74.6 75.7 82.3 83.6 83.4 82.1 80.1 78.2 68.8 77.0 77.9 

2000 1.2 73.6 74.5 75.5 82.1 83.4 83.2 81.9 79.9 78.1 69.2 76.9 77.7 

2500 1.6 73.4 74.3 75.4 82.0 83.2 83.1 81.7 79.8 78.0 69.6 76.8 77.6 

3000 1.9 73.3 74.2 75.2 81.8 83.1 82.9 81.6 79.7 77.9 69.9 76.7 77.5 

3500 2.2 73.2 74.1 75.1 81.7 83.0 82.8 81.5 79.6 77.9 70.2 76.6 77.4 

4000 2.5 73.1 73.9 75.0 81.6 82.8 82.6 81.3 79.4 77.8 70.4 76.6 77.3 

4500 2.8 73.0 73.8 74.9 81.4 82.7 82.5 81.2 79.3 77.7 70.6 76.5 77.2 

5000 3.1 72.8 73.7 74.7 81.3 82.6 82.4 81.1 79.2 77.6 70.8 76.4 77.1 

7500 4.7 72.3 73.2 74.2 80.7 82.0 81.8 80.5 78.7 77.2 71.5 76.0 76.6 

10000 6.2 71.8 72.6 73.6 80.1 81.3 81.2 79.9 78.2 76.7 71.8 75.6 76.1 

15000 9.3 70.6 71.4 72.4 78.9 80.0 79.9 78.7 77.0 75.7 71.7 74.6 75.0 

20000 12.4 69.4 70.2 71.1 77.6 78.7 78.6 77.5 75.8 74.6 71.3 73.5 73.9 

25000 15.4 68.2 68.9 69.8 76.3 77.3 77.2 76.1 74.6 73.4 70.7 72.4 72.7 

30000 18.5 66.9 67.6 68.5 74.9 75.9 75.8 74.8 73.3 72.2 70.0 71.2 71.5 

35000 21.6 65.6 66.3 67.1 73.5 74.5 74.4 73.4 72.0 71.0 69.2 70.0 70.2 

40000 24.6 64.3 64.9 65.7 72.0 73.0 72.9 72.0 70.6 69.7 68.3 68.7 68.9 

45000 27.6 62.9 63.5 64.2 70.5 71.4 71.3 70.5 69.2 68.3 67.3 67.4 67.6 

50000 30.7 61.5 62.0 62.7 69.0 69.8 69.7 68.9 67.7 66.9 66.1 66.0 66.2 

55000 33.7 60.0 60.5 61.1 67.3 68.1 68.0 67.3 66.2 65.4 64.9 64.6 64.7 

60000 36.7 58.5 58.9 59.5 65.7 66.4 66.3 65.7 64.7 63.9 63.6 63.1 63.2 

65000 39.7 56.9 57.3 57.9 63.9 64.6 64.6 64.0 63.0 62.4 62.2 61.6 61.7 

70000 42.7 55.2 55.7 56.2 62.1 62.7 62.7 62.2 61.3 60.7 60.7 60.0 60.1 

75000 45.6 53.6 53.9 54.4 60.3 60.8 60.8 60.4 59.6 59.0 59.1 58.4 58.4 

80000 48.6 51.8 52.2 52.6 58.4 58.9 58.9 58.5 57.8 57.3 57.5 56.7 56.7 

85000 51.5 50.0 50.3 50.7 56.4 56.8 56.8 56.5 55.9 55.5 55.7 54.9 54.9 

90000 54.5 48.2 48.4 48.7 54.3 54.7 54.7 54.5 54.0 53.6 53.9 53.1 53.0 

95000 57.4 46.3 46.5 46.7 52.1 52.5 52.5 52.4 52.0 51.7 52.0 51.2 51.1 

100000 60.3 44.3 44.5 44.7 49.9 50.2 50.3 50.2 49.9 49.6 50.0 49.2 49.1 

105000 63.2 42.3 42.4 42.5 47.6 47.8 47.9 47.9 47.7 47.5 47.9 47.1 47.0 

110000 66.0 40.1 40.2 40.3 45.2 45.4 45.5 45.5 45.4 45.3 45.7 45.0 44.8 

115000 68.9 37.9 37.9 38.0 42.7 42.8 43.0 43.1 43.1 43.0 43.5 42.7 42.5 

120000 71.7 35.7 35.6 35.6 40.1 40.2 40.3 40.5 40.6 40.6 41.1 40.4 40.2 

125000 74.5 33.3 33.2 33.2 37.4 37.4 37.6 37.9 38.0 38.1 38.6 37.9 37.7 

130000 77.2 30.9 30.7 30.6 34.6 34.6 34.8 35.1 35.3 35.5 36.0 35.3 35.1 

140000 82.6 25.7 25.5 25.3 28.6 28.6 28.8 29.2 29.7 29.9 30.4 29.8 29.6 

150000 87.8 20.3 20.0 19.7 22.4 22.3 22.5 23.0 23.5 24.3 23.0 23.5 23.9 

표 5-3.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 변화 (원자로 출력: 3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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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urunp
rod-1 rod-2 rod-3 rod-4 rod-5 rod-6 rod-7 rod-8 rod-9 rod-10 rod-11 rod-12

days %U-235

0.0 0.0 7.54 7.64 7.75 8.43 8.56 8.53 7.97 7.96 6.83 8.39 8.18 7.85 

0.0 0.0 7.36 7.45 7.56 8.22 8.35 8.32 7.78 7.77 6.68 8.18 7.98 7.66 

0.1 0.0 7.35 7.44 7.55 8.21 8.33 8.31 7.77 7.75 6.68 8.17 7.97 7.65 

0.2 0.1 7.34 7.43 7.54 8.20 8.32 8.30 7.76 7.75 6.68 8.17 7.96 7.64 

0.4 0.1 7.33 7.42 7.53 8.19 8.32 8.29 7.75 7.74 6.68 8.16 7.96 7.63 

0.6 0.2 7.32 7.42 7.53 8.18 8.31 8.29 7.75 7.73 6.69 8.15 7.95 7.63 

0.8 0.3 7.32 7.41 7.52 8.17 8.30 8.28 7.74 7.73 6.70 8.14 7.94 7.62 

1.0 0.3 7.31 7.40 7.51 8.17 8.29 8.27 7.74 7.72 6.70 8.14 7.94 7.62 

2.0 0.6 7.29 7.38 7.49 8.14 8.27 8.25 7.72 7.70 6.75 8.11 7.91 7.60 

3.0 0.9 7.27 7.36 7.47 8.12 8.24 8.22 7.71 7.68 6.79 8.09 7.90 7.59 

3.9 1.2 7.25 7.34 7.45 8.10 8.22 8.20 7.70 7.66 6.82 8.07 7.88 7.58 

4.9 1.6 7.24 7.33 7.43 8.08 8.21 8.19 7.69 7.65 6.86 8.06 7.87 7.57 

5.9 1.9 7.23 7.31 7.42 8.07 8.19 8.17 7.68 7.64 6.89 8.04 7.86 7.56 

6.9 2.2 7.22 7.30 7.41 8.06 8.18 8.16 7.68 7.63 6.92 8.03 7.84 7.56 

7.9 2.5 7.20 7.29 7.39 8.04 8.17 8.15 7.67 7.62 6.94 8.02 7.83 7.55 

8.9 2.8 7.19 7.28 7.38 8.03 8.15 8.14 7.66 7.61 6.96 8.01 7.82 7.54 

9.9 3.1 7.18 7.27 7.37 8.02 8.14 8.12 7.65 7.60 6.98 8.00 7.81 7.53 

14.9 4.7 7.13 7.21 7.31 7.96 8.08 8.06 7.61 7.55 7.05 7.94 7.76 7.50 

19.9 6.2 7.08 7.16 7.25 7.90 8.02 8.00 7.57 7.50 7.08 7.88 7.71 7.45 

30.2 9.3 6.96 7.04 7.13 7.78 7.89 7.88 7.47 7.40 7.07 7.76 7.60 7.35 

40.5 12.4 6.85 6.92 7.01 7.65 7.76 7.75 7.36 7.29 7.03 7.64 7.48 7.25 

51.1 15.4 6.72 6.80 6.88 7.52 7.63 7.61 7.24 7.17 6.97 7.51 7.35 7.14 

61.8 18.5 6.60 6.67 6.75 7.39 7.49 7.47 7.12 7.05 6.91 7.38 7.23 7.02 

72.7 21.6 6.47 6.54 6.62 7.25 7.34 7.33 7.00 6.92 6.83 7.24 7.10 6.90 

83.9 24.6 6.34 6.40 6.48 7.10 7.19 7.18 6.87 6.80 6.74 7.10 6.96 6.78 

95.2 27.6 6.20 6.26 6.33 6.95 7.04 7.03 6.74 6.66 6.63 6.95 6.82 6.65 

106.9 30.7 6.06 6.12 6.18 6.80 6.88 6.87 6.60 6.52 6.52 6.80 6.68 6.51 

118.8 33.7 5.91 5.97 6.03 6.64 6.71 6.71 6.45 6.38 6.40 6.64 6.53 6.37 

130.9 36.7 5.76 5.81 5.87 6.47 6.55 6.54 6.30 6.23 6.27 6.48 6.37 6.23 

143.5 39.7 5.61 5.65 5.71 6.30 6.37 6.37 6.15 6.08 6.13 6.31 6.21 6.07 

156.3 42.7 5.45 5.49 5.54 6.13 6.19 6.18 5.99 5.92 5.98 6.13 6.05 5.92 

169.6 45.6 5.28 5.32 5.36 5.94 6.00 6.00 5.82 5.76 5.83 5.95 5.87 5.76 

183.3 48.6 5.11 5.14 5.18 5.75 5.80 5.80 5.65 5.59 5.66 5.77 5.70 5.59 

197.4 51.5 4.93 4.96 5.00 5.56 5.60 5.60 5.47 5.41 5.49 5.57 5.51 5.41 

212.1 54.5 4.75 4.78 4.81 5.35 5.39 5.40 5.28 5.23 5.31 5.37 5.32 5.23 

227.3 57.4 4.56 4.58 4.61 5.14 5.17 5.18 5.09 5.04 5.13 5.16 5.12 5.04 

243.3 60.3 4.37 4.38 4.40 4.92 4.95 4.96 4.89 4.84 4.93 4.95 4.92 4.85 

259.9 63.2 4.17 4.18 4.19 4.69 4.72 4.73 4.68 4.63 4.72 4.72 4.70 4.65 

277.5 66.0 3.96 3.96 3.97 4.46 4.47 4.48 4.47 4.42 4.51 4.49 4.48 4.43 

296.0 68.9 3.74 3.74 3.75 4.21 4.22 4.23 4.24 4.19 4.29 4.25 4.24 4.21 

315.7 71.7 3.52 3.51 3.51 3.95 3.96 3.98 4.00 3.96 4.05 4.00 4.00 3.98 

336.7 74.5 3.28 3.27 3.27 3.68 3.69 3.70 3.75 3.72 3.81 3.73 3.75 3.74 

359.4 77.2 3.04 3.03 3.02 3.41 3.41 3.43 3.50 3.46 3.55 3.46 3.48 3.48 

411.3 82.6 2.54 2.51 2.49 2.82 2.82 2.84 2.95 2.92 3.00 2.88 2.92 2.94 

476.0 87.8 2.00 1.97 1.95 2.21 2.20 2.22 2.35 2.33 2.40 2.27 2.32 2.35 

표 5-4.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핵분열 밀도 [x1013 fissions/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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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KOMO-4 조사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최대 선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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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KOMO-4 조사시험 핵연료 온도해석

U-Mo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T는 절대온도)

KUMo=0.034T - 0.56 (W/mK)

또한 1 wt%의 Zr 및 Ti 첨가는 U-Mo 핵연료 열전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으므로 첨가되지 않은 U-Mo 핵연료의 열전도도와 동일한 열전도도값을 사

용하였다. 기지의 열전도도는 Al 과 Si의 열전도도값의 차이가 크므로 Si 첨가

효과를 고려하여 Si이 첨가될수록 무게분율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열전도도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Al 1050의 열전도도로는 220 W/mK를 사용하였고, Si 의 열전

도도는 99 W/mK를 사용하였다. 핵연료입자와 기지의 열전도도를 알고 핵연료

입자의 부피분율을 알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심재의 열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kc는 핵연료입자의 열전도도, Vc는 핵연료입자의 부피분율, km은 기지

의 열전도도이다. 또한 11번 봉과 12번 봉은 10㎛의 반응층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심재의 열전도도가 추가로 감소하게 된다. 반응층의 열전도도는 5~15 W/mK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고려하여 10 W/mK의 반응층이 10㎛ 두

께로 구형 U-Mo 입자를 둘러싸고 형성된 구조를 가정하여 심재의 열전도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반응된 입자의 열전도도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Y는 반응층의 두께이고 R은 반응된 입자의 반경이다.

실제로 제조된 심재는 이론밀도에 약간 못미치는 상대밀도를 갖기 때문에 기

공에 의한 열전도도의 저하를 나타내게 된다. 기공도에 의한 열전도도의 감소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위 식에 의하면 기공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기공도를 고

려한 심재의 열전도도를 표 5-5에 나타내었다. 4.5 gU/cc의 핵연료보다 5.0

gU/cc의 핵연료가 약간 낮은 열전도도를 보이는데 이는 핵연료의 부피분율이

27%에서 30%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의 반응층을 형성

시킨 11번 봉과 112번 봉의 열전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반응

층의 열전도도가 반응전 U-Mo와 Al의 혼합된 상태의 열전도도 보다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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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층이 성장할수록 심재의 열전도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응되지 않은

5gU/cc 핵연료봉 중에서 8번 봉의 열전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8번

봉의 기공도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모든 효과를 고려한 주기초(BOL) 중심온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5-6에

나타내었다. 최대 온도는 8번 봉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최대선출력은 6번 봉에서

얻어지지만 8번 봉의 기공도가 크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5 핵연료봉 별 심재 열전도도

No. Fuel
ID

핵연료

조성

핵연료

입자크기
 (mm)

기지물질
심재

길이
 (mm)

U-밀도
(g-U/cc)

기공도
심재열
전도도

(W/mK)

　

1 557-LD

U-7Mo

300-425

Al 1050 50 4.5

0.0019 140.6

Reference2 557-MD 210-300 0.0160 136.4

3 557-SD 105-210 0.0056 139.5

4 557-2S U-7Mo 210-300 Al-2Si 200 5 0.0029 130.3 Si Effect (2wt%)

5 676-5S U-7Mo 210-300 Al-5Si 200 5 0.0088 126.7 Si Effect (5wt%)

6 676-ND U-7Mo <150 Al-5Si 200 5 0.0071 127.2
Si Effect under 
normal fuel particle 
size distribution

7 558-5S U-7Mo-1Zr 210-300 Al-5Si 200 5 0.0061 127.4  Si Effect (5wt%) + 
Ternary Alloy(Zr, Ti)8 677-5S U-7Mo-1Ti 210-300 Al-5Si 200 5 0.0236 122.8

9 676-8S U-7Mo 150-210 Al-8Si 200 5 0.0124 123.7 Si Effect (8wt%)

10 676-CB U-7Mo 210-300
Al-5Si

 +
 Poison

200 5 0.0218 123.2
with Poison Material
 CdO 0.2 wt% + 
B4C 0.1 wt%

11 676-IL U-7Mo
210-300 Al-5Si 50 5

121.9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by Annealing 
Treatment12 677-IL U-7Mo-1Ti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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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핵연료봉 별 주기초 중심온도

No. Fuel
ID

핵연료

조성

핵연료

입자크기
 (㎛)

기지물질
심재

길이
(mm)

U-밀도
(g-U/cc)

BOL 
T(C)

최대

선출력
(kW/m)

　

1 557-LD

U-7Mo

300-425

Al 1050 50 4.5

171.5 92.4

Reference2 557-MD 210-300 177.2 95.2

3 557-SD 105-210 178.5 97.0

4 557-2S U-7Mo 210-300 Al-2Si 200 5 191.8 103.3 Si Effect (2wt%)

5 676-5S U-7Mo 210-300 Al-5Si 200 5 196.2 104.9 Si Effect (5wt%)

6 676-ND U-7Mo <150 Al-5Si 200 5 198.9 106.9
Si Effect under 
normal fuel particle 
size distribution

7 558-5S U-7Mo-1Zr 210-300 Al-5Si 200 5 198.5 106.7  Si Effect (5wt%) + 
Ternary Alloy(Zr, Ti)8 677-5S U-7Mo-1Ti 210-300 Al-5Si 200 5 200.3 106.2

9 676-8S U-7Mo 150-210 Al-8Si 200 5 199.7 106.0 Si Effect (8wt%)

10 676-CB U-7Mo 210-300
Al-5Si

 +
 Poison

200 5 175.1 89.6
with Poison Material
 CdO 0.2 wt% + 
B4C 0.1 wt%

11 676-IL U-7Mo
210-300 Al-5Si 50 5

191.7 100.2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by Annealing 
Treatment12 677-IL U-7Mo-1Ti 191.7 100.2

5.4. KOMO-4 시험다발 장전시 열적 여유도 평가

열적 여유도 평가 대상 변수로는 MCHFR, ONB (Onset of Nucleate

Boiling) 여유도(△TONB)와 핵연료 중심온도가 있다. MCHFR은 과도상태에 대하

여 적용하고 ONB 여유도는 정상상태에 대해서, 핵연료 중심온도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 모두 적용한다. 핵연료봉의 표면 열속과 관련이 있는 MCHFR과 △

TONB는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핵연료 중심온도의 경우

KOMO-4 심재의 물성치에 대한 시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RERTR-3 nanoplate의

조사시험 시 최대 온도인 220℃를 정상상태 주기초(BOL) 중심온도 제한치로, 과

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485℃로 설정하였다. 표 5-7에서는 KOMO-4 시험

핵연료에 적용하는 열수력 제한치를 보여주고 있다.

부수로 계산은 현재 하나로 노심의 열수력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MATRA-h

code를 사용하였다. 부수로 계산 모델은 18봉 집합체의 1/6 모델을 취하였으며

노물리 계산 결과, 출력이 가장 높은 6번 봉 U-7Mo를 외곽에 위치하고 내부에는

알루미늄 모의봉을 두었다. 부수로 해석에서는 표면열속과 냉각 조건에 좌우되는

MCHFR 및 △TONB와 핵연료 중심온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열여유도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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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5-6과 같으며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대한 제한 사고인 RIA와 펌프축

고착사고에서 각각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정상상태 핵연료 중심온도의 경우

MATRA-h 계산 온도는 193.2℃이었으나 5.3절의 기공도를 고려한 온도해석 결과

에서 최대 온도가 200.3℃이었으므로 핵연료 최대 온도는 이 값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KOMO-4 연소시험용 핵연료다발을 OR-3에 장전하여 조사시킬 경우

노심의 열적 여유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5-7. MATRA-h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적용 운전조건 평가 변수 제한치 계산 결과 Remark

정상 상태

최대 선출력 (kW/m) - 106.9 MCNP

△TONB (℃) 11.2 26.9

핵연료 중심온도 (℃) 220 200.3
장전 주기 초

(BOC)

제어봉 인출사고 핵연료 중심온도 (℃) 485 321.3
산화층 온도차

85℃ 포함

펌프축 고착사고 MCHFR 1.86 3.19

5.5. 환경 영향 평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g-U/cc 심재 직경 6.35 mm U-Mo계 분산핵

연료 및 5.0g-U/cc 심재 직경 6.35 mm U-Mo계 분산핵연료의 선형 우라늄 장전

량은 각각 1.425, 1.583 gU/cm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시험 핵연료의 길이를

곱하면 시험 다발에 장전된 우라늄 총량은 258.8 g이며 이는 하나로 채널 유동

차단 사고시 가정한 36봉 다발의 우라늄 총량인 2169 g의 11.9%에 불과하여 하

나로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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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하나로에서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의 다변화, 핵연료 주기의 연장 및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의 감소에

따른 조사공의 추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U-Mo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연구사업을 원자

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 6월에는

고밀도(6.0 g-U/cc) 핵연료를 포함한 U-Mo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1차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1월 9일에 중밀도(4.0 또는 4.5g-U/cc) U-Mo

핵연료를 포함한 제 2차 U-Mo 노내조사시험을 평균연소도 60 at%U-235까지

수행하였다. 제 3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1차 및 제 2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

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U-Mo 분말을 사용한 4.5 g-U/cc의

U-Mo/Al-Si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2007

년 7월 2일 까지 206 일간 조사하여 약 54 at%의 연소도까지 수행하였다. 이번

제 4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지난 3 번에 걸친 조사시험 결과를 참고

로 하여 U-Mo 분산핵연료 내의 우라늄 밀도, Al-Si 합금기지의 사용, 이외에 반

응층 형성 분산핵연료 등의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연료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지난 노내조사시험 수행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핵연료봉에 대하여 한계

선출력이 최대 120 kW/m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U-Mo의 정상상태 최대

온도 제한값을 제 3차 조사시험과 동일하게 220℃로 하였으며, 과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485℃로 설정하였다.

U-Mo 핵연료 장전에 따른 반응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U-Mo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

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였다. 새 핵연료에 의

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KOMO-4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

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여 시험 다발 장전에 의한 정반

응도 삽입량을 구한 결과 1.0 mk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12.5 mk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차 U-Mo 조사시험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였을 때 노심의 열적 여유

도를 MATRA-h를 이용한 부수로 해석과 ANSYS를 이용한 3차원 온도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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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평가하였다. 열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출력으로 106.7 kW/m이었으

며, 최대 온도는 200.3℃ 로서 평가기준인 220℃에 비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수로 해석 결과에 따르면 과도상태인 RIA 사고 시에는

최대 중심온도가 산화층에서의 온도증가를 포함하여 321.3℃로 설계기준인 48

5℃를 충분히 만족하였다. 이와 같이 정상상태와 예상 과도상태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그러므로 제 4차 조사시험용 U-Mo

핵연료 다발을 노심에 장전하여 조사시킬 경우 노심의 열적 여유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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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U-Mo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

A. 한국의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RERTR program은 연구로 핵연료를 저

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

다. 우라늄 밀도 4.8 g-U/cc의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가 개발되어 1980년대 말부터

1 MW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로 대체하도록 추

진하여 현재 약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U3Si/Al 분산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약 8 g-U/cc의 고밀도 핵연료를 1996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였다. 핵연료 대상물질로 감마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

과, Mo 함량이 7wt.%이상인 U-Mo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Mo 합금은 강

인한 기계적 특성으로 기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연)에

서 개발한 원심분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

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수 정책은 2006년에 종료되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처리 처분이 가능한 프

랑스의 COGEMA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

고, 개발 중인 U-Mo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RERTR

program은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를 U-Mo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U-Mo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연)은 U-Mo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

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2000년도 부터 추진하게 되었

다. U-Mo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

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

하다.

A-1. 제1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KOMO-1)

제 1차 U-Mo 노내 조사시험의 대상 핵연료는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U3Si 분산

핵연료와 동등한(equivalent) 우라늄 밀도(3.4 g-U/cc)의 U-Mo 분산 봉상 핵연료와 외국



- 45 -

에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6.0 g-U/cc)의 봉상 핵연료로 하였다. 하나로와 동등

한 우라늄 밀도 핵연료는 하나로 표준형 핵연료봉과 같은 사양으로 제조하고, 고밀도인

6.0 g-U/cc의 핵연료는 심부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

직경을 5.5 mm로 작게 선정하였다. 2001년 6월 26일 장전하여 노내 조사시험을 하였으나

손상이 발생하여 8월 24일에 원자로 운전이 중단되었고 8월 27일에 인출하였다.

그림 A-1. 피복재 파손이 발생한 429-H3 분산핵연료(U-7Mo/Al 6 gU/cc)의

단면조직.

그림 A-2. 조사시험된 428-H5 분산핵연료(U-7Mo/Al 6 gU/cc)의 단면조직.

(104.9kW/m, TBOL 265oC)

높은 우라늄 밀도(6 g-U/cc)의 핵연료봉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부위에서 피복재의 손

상이 발생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상부위의 핵연료 단면을 관찰한 결과 양호한 열전도도

를 갖게 하는 Al의 기지 물질은 대부분 반응되어 밀도가 작고 열전도도가 낮은 (U-Mo)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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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응되었고, 팽윤으로 인하여 피복재가 파손되었으며, 중심부로부터 void가 형성되어

주변으로 확산됨을 나타냈다. 손상의 주원인은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과

다하게 일어나면서 저밀도 물질 형성에 의한 팽윤이 크게 발생하여 피복재에도 영향을 주

면서 피복 압출에서 다소 불완전하게 결합된 취약한 부위에서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

며, 중심부에는 온도가 매우 높게 상승되어 void가 크게 형성되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

향을 나타내 보였다.

A-2. 제2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KOMO-2)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U-Mo 분산핵연료가 최대로 허용하는 우라늄 밀도와 출

력을 찾는데 목표로 하였다.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

록 핵연료 심재의 우라늄 밀도를 6 g-U/cc에서 4.0～4.5 g-U/cc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호반응은 핵연료입자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하였고, 핵연료봉의 주기연장과 관련하여 독극물을 첨가한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

였으며, 또한 핵연료 피복재가 냉각수에 부식되어 표면에 열전도성이 나쁜 bohemite층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기 위해 피복재 표면에 산화층 형성 전처리 및 Ni

coating한 핵연료봉을 노내 조사시험하였다. RERTR-4의 노내 조사시험에서 순수한 U-Mo

박판을 Al으로 피복한 판상 핵연료(Monolithic U-Mo plate fuel)를 시험한 결과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은바 있다. U-Mo 물질은 고온까지 핵분열 생성 기체의 기포 형성에 의

한 팽윤이 매우 적게 형성하면서 안정하게 거동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순

수 U-Mo 물질로 얇은 두께의 tube형 핵연료는 U-Mo 입자와 Al의 상호반응을 배제하는

형상의 핵연료이므로 노내 조사거동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차 조사시험에 1개의

U-Mo tube를 넣는 핵연료를 포함시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성공적으

로 제조하여 하나로에 2003년 1월에 장전하여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약 60%까지 정상

적으로 연소시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결과, Tube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U-Mo 분산핵

연료에서 5.3～16.3%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4 g-U/cc U-7wt.%Mo 핵연료

에서, Ni-coated U-Mo 핵연료와 standard 핵연료의 팽윤량은 연소도와 거의 직

선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료봉 피복재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입

힌 pre-oxidation 핵연료의 팽윤과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팽윤 거

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4.5 g-U/cc U-Mo 핵연료는 62 at% U-235 보다 높은 연

소도에서는 4.0 g-U/cc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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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5 g-U/cc 핵연료가 직경 5.49 mm의 reduced core로 제조되어 직경 6.35

mm의 standard core로 제조된 4.0 g-U/cc 핵연료에 비해 U 밀도는 높지만 단위

길이당 U-Mo 핵연료의 장입량이 약 20 % 작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자가 조사 후기에 거의 완전 반응되었기 때문에 4.0 g-U/cc 핵연료

의 팽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U-Mo 핵연료에서 Mo의 함량을 9 wt%로

증가한 491-H2 핵연료는 U-7wt.%Mo 핵연료의 팽윤특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초기 선출력 조절을 위하여 4 wt%의 Er2O3를 첨가한 494-BP2 핵연료는 약간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ube 핵연료의 직경변화로부터 swelling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약 52%의 높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팽윤량은 주로

tube 핵연료의 외경보다 tube 내경과 Al 봉 사이에 고온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free volume 형태의 0.5 mm 간격을 가진 gap이 대부분 tube 핵연료로 채워지면

서 팽윤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U-Mo tube를 석영관에 주조하여 제조

하는 공정에서 석영관으로부터 Si 분순물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어 상기과 같은

많은 swelling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 관찰되었다. U-Mo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석

기준용으로 선정된 4 g-U/cc U3Si 분산핵연료는 68 at% BU에서도 8.3%의 낮은

팽윤량을 보였으며 전 연소도 구간에서 U-Mo 핵연료에 비해서 가장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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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KOMO-2 U-Mo 조사시험 시편의 초기 심재 중심온도별 팽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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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KOMO-2 조사시험된 494-H2 분산핵연료(U-7Mo/Al 4.5 gU/cc)의 단

면조직. (68 at%BU, 103 kW/m, TBOL 189.4oC)

그림 A-5. KOMO-2 조사시험된 494-L2 분산핵연료(U-7Mo/Al 4.0 gU/cc)의 단면

조직. (68 at%BU, 104.4 kW/m, TBOL 183.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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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제3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KOMO-3)

제 3차 봉상 U-Mo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표A-1 및 A-2에서와 같이 제 1차

및 제2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U-Mo 입자

를 조대하게 제조하여 핵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

키고자 하였고, ⅱ) U-Mo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tube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

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ⅲ) U-Mo계 합금에 제 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

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ⅳ) 기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

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Si 합금 기지물질을 사용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제 3차 조사시험 핵

연료를 설계, 제조하여 2006년 2월 8일 부터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이 수행되어 2007년 7월2일까지 약 54at%U-235의 평균연소도 까지 조사되었다.

표 A-1. KOMO 조사시험 현황.

12개의 조사 핵연료봉에 대하여 부분적인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200~300㎛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557-MD1)에서

최대 70㎛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10.4%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연소중 반응층 생성

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연소중 최대 온도가 37%

BU에서 202℃로 계산되어 KOMO-2 조사시험시에 같은 U 밀도로 조사되어 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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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494-H2 시험핵연료의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480℃임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U-Mo 핵연료 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봉상 U-Mo 분산

핵연료에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와함께

U-7Mo-1Zr/Al(558-MD1) 과 같이 소량의 제3원소를 U-Mo 첨가한 경우와 Al-2Si

합금기지를 사용한 U-Mo 분산핵연료(557-HS1)의 경우에 팽윤량이 각각 9%와

8%로 측정되어 합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557-HS1 시험핵연료에서는

557-MD1에서 보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40㎛로 감소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표 A-2. KOMO-3 조사시험 핵연료의 종류 및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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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KOMO-3 조사시험된 U-7Mo/Al 4.5 gU/cc의 U-Mo 입자크기별 단면

조직. (63.2～64.8 at%BU, 90.3～98.5 kW/m, TBOL 170～185oC)

그림 A-7. KOMO-3 조사시험된 U-7Mo/Al-Si 4.5 gU/cc 분산핵연료의 Si 기지

함량별 단면조직. (61.2～64.8 at%BU, 88.8～95.6 kW/m, TBOL 168～

177oC)

그림 A-8. KOMO-3 조사시험된 U-7Mo/Al 4.5 gU/cc의 U-Mo 입자크기별 반응

층 두께분포. (63.2～64.8 at%BU, 90.3～98.5 kW/m, TBOL 170～18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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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9. KOMO-3 조사시험된 U-7Mo/Al-Si 4.5 gU/cc 분산핵연료의 Si 기지

함량별 반응층 두께분포 (61.2～64.8 at%BU, 88.8～95.6 kW/m, TBOL

168～177oC)

그림 A-10. KOMO-3 U-Mo 조사시험 시편의 초기 심재 중심온도별 팽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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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 KOMO-3 조사시험된 U-Mo/Al 4.5 gU/cc 분산핵연료의 U-Mo 입자

크기별 연소도에 따른 최대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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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의 Si이 함유된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B-1. 미국의 RERTR 조사시험 결과

그림 B-1. 미국의 RERTR-4 조사시험 결과.

위 그림과 같이 RERTR-4 조사시험에서는 U-10Mo/Al 분산핵연료 고출력 부

위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이 성장하여 과도한 핵연료 두께 증가를 일으키

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은 반응층이 조사에 의해 비정질화 되어 일

어나는 현상으로서 U3Si 핵연료의 조사시험에서도 이미 관찰된 바 있다. 이를 억

제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Al 기지에 Si을 첨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RERTR-6 조사시험에서 Al-0.2wt%Si, Al-0.3wt%Si, 6061Al(0.9wt%Si),

Al-2wt%Si, 4043Al(5wt%Si) 다섯 종류의 기지를 사용하여 조사용 분산핵연료 시

편을 제조하였다.



- 55 -

그림 B-2. 미국의 RERTR 조사시험의 연소도에 따른 fission rate 변화.

RERTR-4, RERTR-5, RERTR-6 조사시험의 연소도에 따른 fission rate

(fissions/cm3-s) 를 비교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RERTR-6의 경우 RERTR-4 또는

RERTR-5 보다는 약간 낮은 fission rate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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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3. 미국의 RERTR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위치별 팽윤량 변화.

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각 plate 핵연료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Si의 함량과 plate 핵연료의 두께 변화가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 56 -

있다. Si이 많이 첨가된 Al-5Si 기지의 핵연료의 경우 가장 낮은 두께 증가를 보

였으나, Si이 적게 첨가된 Al-0.2Si 기지의 핵연료는 가장 높은 두께 증가를 보였

다.

그림 B-4. RERTR-6 조사시험 핵연료(U-7Mo/Al-0.2Si, 8 gU/cc) 조사후 시험결

과.

조사후시험에 의한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Si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Al-0.2Si

기지를 사용한 핵연료의 경우 fission rate가 높아서 반응층이 많이 형성되고 연

소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이 성장하여 핵연료 두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B-5. RERTR-6 조사시험 핵연료(U-7Mo/Al-2Si, 8 gU/cc) 조사후 시험결과.

그러나 2wt%의 Si이 함유된 Al-2Si 기지를 사용한 핵연료의 경우 반응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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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매우 적고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 성장이 관찰되지 않아 핵연료 두께 변

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B-5)

그림 B-6. Al 기지내 Si 함량에 따른 RERTR-6 조사후 시험결과.

기지의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두께를 비교하면 그림 B-6과 같다. Si이 적게

들어간 Al-0.2Si 기지 핵연료에서는 저온부에서도 10㎛이상의 반응층이 형성된

반면 Si이 2wt% 함유된 Al-2Si 기지 핵연료에서는 고온부에서 2㎛의 반응층 형

성에 그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Al-6061(0.8wt% Si) 기지를 사

용한 핵연료는 고온부에서 2.5-7㎛의 반응층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l-6061보다는 Al-2Si 기지가 반응층 성장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B-7과 같이 좌측의 노외 확산쌍 시험을 통해 기지의 Si이 반응층 내로

우선 침투하여 반응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Si 함량을 보이는 반면 반응층 주변의

기지는 Si이 희소한 영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자 단위의 전산 모사

를 통해서도 예측된 바 있으며 U과 Si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한 up-hill 확산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사후 시험에서도 반응층 주변에 Si 입자들이 희소한

영역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반응층 내에 Si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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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내에 Si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반응층이 성장함

에 따라 반응층 내의 Si 농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6061합금 기지의 경우 반

응층이 성장한 지역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 성장을 보이는 것은 반응층

내부에 Si 함량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응층의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층 내의 Si 함량이 낮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Si 의 공급이 가능한 기지 조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ERTR-6 조사시험

의 결과로는 2wt% 이상의 Si 함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B-7. U-Mo/Al-Si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에서 U-Mo 입자주위의 Al-Si

기지에 Si 잔류분포 및 전산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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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8. Al 기지내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두께와 Si 함유량 관계.

그림 B-7은 반응층의 성장에 따라 반응층 내의 Si 함량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

를 계산한 도표이다. 기지내에 Si 함량이 많을수록 보다 두꺼운 반응층 두께까지

반응층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at% Si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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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9. RERTR-8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중 출력밀도(W/㎠) 변화.

삼원계 U-Mo-X 합금을 사용한 고출력 시험인 RERTR-8 조사시험의 시간에

따른 열속은 그림 B-9과 같다. 초기에 300 W/cm2 MEU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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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로 환산한 평균 연소도가 88at%에 이르기 때문에 고연소도 효과를 볼 수 있

다.

그림 B-10. RERTR-8 조사시험 결과.

그림 B-10에서와 같이 RERTR-8 조사시험결과 Al-5Si을 사용한 핵연료는 매우

안정한 반응층을 형성하여 LEU로 환산한 연소도가 100at%가 넘는 고출력에서도

반응층 두께가 2-3㎛에 그치고 있다. 그대신 고출력 부위의 핵연료 가장자리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이 관찰되고 있다.

그림 B-11. RERTR-7 조사시험 결과(U-7Mo/Al-4.8Si, 85 at%LEU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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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가장자리에 기공이 형성되는 현상은 그림 B-11과 같이 RERTR-7 조

사시험에서 Al-5Si을 사용한 핵연료에서도 85at%의 연소도에서 관찰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RERTR 조사시험 결과로부터 그림 B-12에서와 같이 여러 조

사시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 5.5x1021 fissions/cm3의 fission density에서

핵연료 가장자리의 기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평균 연소도인

60at% 보다 높은 값으로서 실제 핵연료의 사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B-12. Fission density에 따른 U-Mo 핵연료의 팽윤거동.

B-2. 프랑스의 실크기 조사시험 현황

프랑스는 아래의 표와 같이 OSIRIS 연구로에서 실크기로 U-Mo 판상핵연료를

조사시험해오고 있다. IRIS-1 조사시험에서는 파쇄 분말을 사용하여 낮은 열속

(130 W/cm2)에서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열속을 240W/cm2으로

올린 IRIS-2 시험에서는 2.0-2.5x10
21

fissions/cm
3
의 fission density에서 핵연료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하여 조사시험이 중단된 바 있다.

표 B-1. 프랑스의 U-Mo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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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3. 프랑스 IRIS U-Mo 핵연료 조사시험으로 부터 구한 fission density에

따른 핵연료 두께변화.

그 이후 프랑스에서도 기지에 Si을 첨가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Al-0.3wt%Si 기

지와 Al-2.1wt%Si을 사용하는 IRIS-3 조사시험을 실시하였고 위의 두께 변화 도

표(그림 B-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핵연료 두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안정

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미국에 이어 기지에 Si 첨가 효과가 유효함을

실증하였다. 그 이후 수행된 IRIS-TUM 조사시험을 통해 파쇄 분말에서도

Al-2.1wt% 기지의 경우 순수 Al 기지보다 두께가 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에는 IRIS-4 조사시험을 통해 U-Mo 분말의 표면산화가 연소거동에 미치는 효과

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B-14는 약 1.5㎛로 산화막이 입혀진 U-Mo 핵연

료 분말로 제조된 8 gU/cc의 분산핵연료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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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4. U-Mo 표면에 산화막을 입힌 프랑스 IRIS-4 조사시험용 U-Mo/Al-Si

분산핵연료 미세조직.

한편 IRIS-3의 조사후시험은 벨기에의 SCK-CEN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B-15

는 약 49at% 연소된 IRIS-3의 판상핵연료의 단면으로서 기지는 Al-2.1wt%Si이 사

용되었고 피복재는 AG3NE 합금이 사용되었다.

그림 B-16은 반응층을 중심으로 EPMA 원소 mapping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준다. 반응층의 성장과 Si의 분포를 비교하여보면 Si 입자가 U-Mo 입자와 만나

는 지점에서 반응층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층이 성장하

다가 Si입자를 만나게 되면 반응층 성장이 억제되면서 울퉁불퉁한 반응층을 형성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B-15. 프랑스 IRIS-3 U-Mo/Al-2Si 분산핵연료 조사시험 미세조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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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6.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mapping 사

진.

그림 B-17.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EPMA line

scan 결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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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7과 같이 line scan을 통해 조성 분포를 살펴보면 반응층에서의 Si

함량이 기지 보다 약간 높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응층 내에 Si입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B-18.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EPMA line

scan 결과(Ⅱ).

또한 위의 그림 B-18과 같이 다른 부위를 line scan해 보면 기지 내에 존재하

는 Si 입자와 가까운 반응층 외부가 반응층 내부보다 Si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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