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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앓톰 

1 . 채 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척 몇 훨요성 

국내 원전에 공급되는 혜연료는 그동안 해외 기술사들과의 기술도입에 

따라 혜연료 통상껄계 및 양산제조 기술은 국제수준에 접근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핵연료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WTO 출범 및 OECD 가 

입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핵연료개발 방향은 고연소도， 고성능 및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연료 

개발을 위한 주요인자는 고연소도용 피복관 재료 및 소결체， 열적/냉각성능 

향상을 위한 냉각장치， 이물질에 의한 핵연료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물질여 

과장치， 수선이 용이한 상단고정체 둥 이다. 이에 그동안 핵연료의 연구경험 

및 설계/제조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고유모델의 신형 핵연료 개발가능 

성 및 이의 타당성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타당성연구에서 

는 기반기술， 국내외 기술현황 및 특허분석， 개발방향셜정 둥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해섬기술인 고연소도용 피복관 재료， 

소결체， 냉각성능 빛 이물질여과 성능향상， 구조부품의 건전성향상， 혜연료성 

능평가기술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들 각각에 대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은 다음과 같다. 

고연소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복관의 부식현상으로 기존의 해 

연료 피복관 재료인 Zircaloy-4 합금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 



복관의 내식성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고연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피복관을 위한 고연소도용 신합금은 우리 고유모텔의 핵연료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며 기술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연소도 핵연료에서는 핵분열기체 방출이 성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분열기체 방출을 억제하는 U02 소결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로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주기 노심운전에서는 

새로운 중성자 홉수물질 소결체가 요구되며 또한 노심의 첨두출력을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성차 홉수물질 소결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소결체의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사전에 개발의 타당성 및 개발방향의 큰 

흐름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은 지금까지 핵연료 사업올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고유기술에 의해 해외의 선진 핵연료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 

으로 지지격자의 유동혼합장치 및 하단고정체의 이물질여과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기술 

수준 파악 그리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산코드의 선정 및 평가가 수행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냉각성능이 향상된 지지격차와 무결함 연료를 위한 

이물질여과 장치의 개발올 위한 연구방향 셜정， 연구의 효율적 추진， 종합적 

인 상황 판단과 기술적 목표 셜정 등올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상.하단 고정체， 지지격자체둥은 무결함 핵연료의 실현 및 열적성능올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핵연료 구조부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소도 및 

고성능 핵연료를 지향하는 신형핵연료에서 이들 구조부품들에 대한 우리 고 

유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이 

는 외국의 최신 혜연료에 대항하고 경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아올려， 이러한 연구 필요성과 연구결과에 따른 향후 한국고유의 핵연 

료 개발을 위해서는 핵연료 성능관점에서 목표연소도 및 이에 따른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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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연료 부품 및 재료개발 활 

동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수행될 한국형 중수로핵연료의 개발올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 

과 개발방향설정을 위하여 중수로핵연료 기반기술에 대한 검토와 요소기술 

의 도출이 매우 필요하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한국 고유의 설계개념 및 특성을 갖는 핵연료 부품 및 기술개발올 위 

한 타당성 조사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핵연료의 주요 핵심기술별 국 

내외 연구개발방향 및 특허기술과 해외고성능 핵연료의 기술현황 조사 및 

현황 분석， 그리고 신형 핵연료의 성능목표설정을 위한 핵연료주기계획둥을 

연구하였다. 세부기술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피복재의 경우 기존의 Zirca10y계 피복관을 대체하고 초고연소도용 피 

복관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여 당해 연도에는 신합금 개발관련 현황 분석， 

국외 특허자료 분석， 신합금 개발 방향설정， 예비 합금설계， 신합금 용해공정 

및 판재 제조공정 최적화 둥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소결체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앞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검토하였다. U02 

소결체에서 첨가물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고， 

UÛ2-Gd써3 핵연료 소결체 제조에서 주요 소결변수들을 도출하고 적절한 소 

결변수의 범위를 실험올 통해서 결정하였다. 

냉각성능 빛 이물질여과 성능분야에서는 유동혼합 빛 이물질여과장치 톡 

허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핵연료다발에서의 유동구조 조사와 유동장 분석코 

드의 특성 평가 및 핵연료다발 유동 예비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압력손실 

및 임계열유속 예측모형을 평가하여 열수력 성능관련 엄계열속 및 압력손실 

m 



자료를 정리하였다.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와 관련한 국내외에 동록된 특허를 수집 

하여 특허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아이디어 그리고 특허범위 등을 면밀히 분 

석하였다.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이 개발한 최신 핵연료에 대한 자료들올 

분석함으로써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도출하였 

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해연료 공급자들의 지지격자체 구조강도 시 

험 방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개발할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 

평가시험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형 해연료의 성능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의 국내 

원전을 모텔로 장주기용 핵연료 주기계획에 따른 연소도 계산 빛 이의 경제 

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고연소도 및 고성능 해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한 기존 

해석코드의 모텔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신형 중수로해연료 기술개발의 타당성 조사연구를 위해 CANDU 핵연 

료의 파손사례 분석 , 요소기 술 분석 및 Advanced coating에 대 한 타당성 검 

토를 수행하였다. 

lV. 연구개발 결과 

경수로용 신형 핵연료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업무로서 신형 핵연료 기술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핵연료개발과 

관련한 개발방향 및 특허자료가 수집.분석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소유권올 

갖올 수 있는 기술개발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다음은 세부기술별 연 

구결과이다. 

- 혜연료피복관용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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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핵심 주요 기술별 연구결과로 피복재 합금과 관련하여 

Westinghouse의 ZIRLO합금， ABB-CE의 A110y A와 Alloy C합금， 러 시 아의 

E635합금 Mitsubishi의 MDA와 VAZ합금 Sumitomo사의 NDA합금， 

Siemens의 duplex피복관에 대한 연구현황 및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허자료를 분석하여 신합금피복관 개발올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이미 선진국의 원자력 연구기관에서 Sn과 Nb에 대한 특허를 많이 확 

보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이들 특허 범위를 피할 수 있는 Sn과 Nb의 첨 

가량을 선택하고，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첨가원소의 핵적특성， Cost, Vapor 

Pressure, 문헌조사， 물리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100여종의 예비 합금 

을 설계하였다. 셜계된 합금은 크게 나누어서 6개의 group으로 분류되며 주 

요 첨 가원 소는 Fe, Cr, V, Te, Sb, Mo, Ta, Cu, Zn, Ga, Bi, Mn, Ge, As퉁 

이다. 

신합금 용해공정 및 판재 제조공정 연구로 합금원소의 균칠성올 확보하 

기 위하여 button의 용해공정올 최적화하였으며 첨가원소 회수율에 관한 시 

험을 실시하여 목표조성의 5% 이내로 합금원소를 제어하는 용해기술을 확 

립하였다. 합금원소마다 용해시 회수율이 다르므로 100여종합금 모두에 대해 

3회 반복하여 용해한 후 성분을 분석하여 목표조성올 맞추기 위한 button의 

크기， 용해횟수， 용해시간에 대한 기술올 확립하였다. 피복관 재료의 성능은 

합금원소도 중요하지만 가공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소결체재료 신기술 

UQz 소결체 개발은 결정립 크기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다. 첨가물을 혼 

합하는 방법 이 가장 널 리 사용되 며 그 종류는 N1n05, Ti02, MgO, Si02,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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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화합물 등이고 농도는 0.02-0.5wt% 정도이다. 첨가제를 이용하면 통상 

적인 소결조건에서 20-60때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얻올 수 있다. 

또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결분위기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U02+x 상태 

에서 소결하는 기술도 있다. 

첨가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성형 및 소결 기술이 현재의 대량 생산기술 

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웅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내 

외 시험올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발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 

요하다. 한편， 소결분위기를 조절하는 기술은 기폰의 UOz 소결체에 대한 노 

내외 시험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소결공정에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UC-UOz 분말에 첨가물을 혼합해서 소결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 U02 

소결체의 결정립은 LizO, Ti02, NbzOs에 의해서 크게 성장했고 MgO, Alz03, 

2nO, SnO에 의해서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한편 소결밀도는 첨가량이 

작으면 감소하고 첨가량이 많아지면 증가하는데 그 증가량은 NbzOs 및 

Ti02가 약 2%TD 정도로 가장 큰 값올 보인다. 

3 종류 분말과 4 종류의 소결분위기에서 U02-GdzÜ3 소결체를 제조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 co-milling된 분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당한 소결밀 

도를 얻는다.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텐살이 높아지변 소결밀도는 감소하지 

만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며， 또한 좁은 범위에서 Gd 균질도가 개선된다. 적 

정한 소결밀도， 결정립 크기 및 Gd 균질도를 갖는 UOz-Gd203 핵연료를 제 

조하기 위해서는 소결 변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냉각성능 및 이물질여과성능 향상기술 

유통혼합장치 및 이물질여과 장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술 현황을 분 

석/정리하였다. 또한 유동장 분석에 펼요한 전산코드의 선정 및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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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장치 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 

동혼합 현상의 주요 기구인 회전유동이 엄계열유속 향상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고유기술에 의한 유동혼합장치 개발시에 이를 연구방향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열수력 성능관련 엄계열속 및 압력손실 자료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자료의 활용성을 높였다. 

- 핵연료구조부품의 건전성향상 기술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특허를 분석한 기술보고서 2건과 외국 

핵연료 공급자들의 최신 핵연료에 사용된 구조부품 개발동향올 분석하고 연 

구방향올 제시한 기술보고서， 지지격자체 시험 방법을 비교한 기술보고서둥 

원자력연구소 기술보고서 4건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연료봉 지지건전성을 개 

선하고 냉각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지격자체 후보모형 4건올 고안하여 

특허출원을 검토중에 있다. 

- 핵연료성능평가기술 

해외 선진 기술보유국의 핵연료 사용현황 및 고연소도화 연구개발현황 

을 분석하였고， 고연소도 핵연료를 위해 기존 성능해석모텔의 개선방향을 도 

출하였으며， 장주기용 핵연료 개발을 위한 다주기 노섬계산이 수행되었다. 

실질적인 핵연료의 최대 방출연소도 산출을 위해 18개월 주기로 평형상태에 

도달한 노심을 24개월 주기로 확장하여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제 6주기부터 

24개월 주기까지의 다주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가연성 홉수물질의 종류 

별 사용에 따룬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최대 허용 농축도와 

다주기계획을 기준으로 미국 NUS사의 FUELCOST -IV를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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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중수로핵연료 개발 

중수로핵연료의 운전중의 파손은 대부분이 power ramp시에 웅력부식 

균열의 형태로 발생하며 일부 제조공정에서 수소의 혼업에 의한 hydride 이 

다. 특정은 제조 batcht.t 운전조건에 의한 다량의 파손이 동시에 발생 

(excursion)하며， 운전조건의 조정과 혹연Isiloxane CANLUB으로 많은 파손 

감소가 가능하나 초고연소도 등의 경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웅력부식균열 방지용 내부 도포제로는 siloxane이 탁월한 성능을 발휘 

한다고 발표되어 있으며， 특히 소결체 변형에 의한 용력부삭 균열， 핵분열기 

체， power ramp 시에 graphite 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초고연소도 

중수로핵연료의 내부 도포제로 개량 siloxane올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v. 연구개발 컬과의 활용 계획 
본 타당성 조사연구의 결과는 경수로용 신형 핵연료 개발에 직접 사용 

하게 될 것이다. 한국 고유모델의 경수로용 고연소도/고성능 선형핵연료 개 

발에 직접 활용하여 핵연료 피복판용 선소재 개발에 적용하고 U02 소결체 

및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 개발 및 핵연료의 냉각성능 향상기술개발과 이 

물질여과 성능향상 기술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핵연료의 구조부품 및 

구조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핵연료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성능평가 기 

술 및 연계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체형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에 접목 활용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핵연료 개발방향 설정에 

활용될 것이다. 다음은 타당성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행될 세부기술별 활 

용계획이다. 

핵연료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을 위해 당해 년도에 수행한 타당성조사 

연구와 예바특성시험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합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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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합금개발 관련 기초연구와 자료조사를 보완하여 합 

금 설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약 100여종의 예비합금에 대해 

설계를 보완한 후 이들 합금을 판재시편으로 가공하여 우선적으로 내식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계적특성， 

크립특성， 미세조직특성을 조사하여 l차 후보합금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합금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2차 후보합금을 선 

정한 후 최종 2-3종의 후보 신합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합금에 대해서 

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노내특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노내성능이 우수한 합금 

에 대해서만 피복관으로 제조할 계획이다. 

소결체 재료 신기술 확보를 위해 본 연구결과는 핵분열 기체 방출을 

억제하는 U02 소결체 개발에 활용하고 첨가제를 이용해 소결밀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연성 홉수물질 개발 연구에 주력하여 핵 

연료의 경제성 향상올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소결 공정변수와 소결 

체간의 기반기술확보에 적용활 예정이다. 특히， U02 소결체에서 첨가제를 

이용하여 소결밀도를 높이는 기술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되 

므로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유동장 분석코드로 선정된 CFX-F3D는 복잡한 형상의 유동장 모렐령 

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유통모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 다발내 유 

통특성 분석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유통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형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매 

우 유용할 것이다. 압력손실 및 임계열유속 모델 평가는 기본적인 열수력 

성능 평가 방법론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수력관련 성능시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 수행될 고유모형과의 열수력 성능 비교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핵연료부품과 관련하여 발간된 기술보고서는 우리 고유 모형의 지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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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상.하단 고정체 개발시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방향 

을 설정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고안된 지지격자 후보모형은 기술적으로 검토 

한 뒤에 특허출원할 예정이며 시편을 제작하여 주후보 선정을 위한 시험에 

이용할 것이다. 

기존 핵연료봉 성능해석코드의 모텔올 개선하여 고연소도 혜연료 성능 

해석에 필요한 성능해석코드를 개발하고 향후 개발된 우리 고유의 고연소도 

혜연료의 성능해석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장주기에 따른 주기계획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원전과 개발기술의 연계성올 평가하고 지속적인 핵심 

기술별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형 중수로핵연료 기술개발은 향후에 이용될 초고연소도 중수로혜연료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로서 현재 수행중인 DUPIC 핵연료 개발 과제에 

서 연계해서 수행할 예정이며， 연계될 DUPIC 혜연료 개발의 관련 분야에서 

는 신형 중수로핵연료 개발에 소요되는 기반기술 뿐 아니라 신형 중수로핵 

연료의 소결체 및 연료봉의 개량과 혜연료 설계/해석 기술개발， 조사시험 둥 

올 통한 성능평가 기술개발 둥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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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1e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L WR Fuel 

Technology "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As WTO became in effect and Korea joined OECD, there comes an 

unlimited competition in nuclear fuel industry 파{e al1 the other 

businesses.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nuclear fuel technology, 

however, has not yet been fully ready to deal with these new 

environment. While routine design and massiv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fuels for the domestic commerciaI power plants has been improved 

up to the world class level in cooperation with the fuel vendors abroad, 

more efforts are still needed to develop the original technology, which 

can be considered an essential factor in the intemationaI competition. 

The recent overseas trend of fuel development is largely focused on the 

pursuit of the high bumup, high performace fuel for the reason of 

economy. Key parameters for developing high bumup fuel are advanced 

cladding materiaI and pel1et, increase of thermal margin, debris filtering 

device to prevent the fuel failure by debris, and repairable top end piece, 

etc. Therefore, this project has been initiated to study th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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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s and the feasibility to develop the new type of fuel with 

originality, starting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s in the R&D works 

related to fuel and the commercial fuel design and manufacturing. For 

this kind of feasibility study, the basic technolgy, the status of 

technology and patents domestic and overseas should be analized. These 

an머yses have been conducted by key technology fields cladding 

rnaterial, pelltet, T쩌 perforamce, integrity of top/bottom end piece and 

spacer grid、 The objective and the necessity of the above areas are 

described in fo l1owing paragraphs. 

At high burn-up, the waterside corrosion of fuel cladding has become 

a limiting factor in the lifetime of fuel cladding. In order to obtain the 

high burn-up target of fuel, the perfonnance parameters of cladding, 

including corrosion and creep resistance, should be irnproved. The 

development of high corrosion resistant al10y would be a rnost possible 

solution to satisfy the above requirements. As a first step, the feasibility 

study for alloy development has been perfonned. 

wh히1 developing high burnup fuel which can save the fuel cycle 

cost, fission gas release is one of the major parameters to limit its 

in-reactor perfonnance.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develop the U02 fuel pel1et which is able to suppress fission gas release. 

Iρnger fuel cycle, which can improve the load factor of reactors, requires 

new burnable absorbers and it is also needed to reduce power peaking in 

the core. Development of the improved nuclear fuel pel1et usual1y needs a 

long-tenn R&D, so its feasibility and possibility sho비d be evaluated prior 

to starting the developr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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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ltimate goa1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following major 

components of the advanced fuel: dadding and pellet for high burn-up: a 

spacer grid with flow mixing device for improved T.까f perfonnance and 

mechanical integrity a bottom nozzle with debris filtering device. 

Top end piece, spacer grid assembly, and bottom end piece are 

important structura1 components for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integrity, and thennal-hydralic perfonnance and the realization of a 

defect-free fuel. The objective of this R&D 하ea is to develope the 

protypes of the components for a Korean standard fuel , to be developed, 

whose perfonnance is intended to be at least comparable with that of 

foreign vendors, and to establish the mechanica1 basic technolog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ponents, which is essential to compete 

against the advanced fuel of the foreign vendor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various fuel perfonnance parameters using 

relevant S/W tools to establish th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fuel 

components and materia1s. A series of efforts for proper S/W 

development work will be conducted for this purpose in the next stage of 

this project. 

Preliminary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analysis of key technology 

on new heavy water reactor fuel , which has been done in this project, is 

believed to offer basic data and to be important for establishing direction 

of development. 

血.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World-wide R&D trends related to core technology of LWR fue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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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patents have been surveyed for the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various fuel cycle schemes have been studied to establish the target 

performance parameters. Following are scope and content of each key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cladding material, following activities were 

coducted; 

• Survey on the R&D status and patents analysis of the new a110ys 

• Establishment of long-term research plan for a110y development 

• Preliminary a110y design 

• Optimization of melting process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Technica1 references on the fuel pellet development have been 

reviewed. The work which finds the effect of sintering additives on the 

microstructure of U02 pellet has been experimenta11y undertaken, and 

major sinte디ng variables and their range have been found in the 

sintering process of U02-Gd203 bumable absorber pellet. 

A feasibility study includes the ana1ysis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y related to flow mixing device for spacer grid and debris 

filtering device for bottom nozzle,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chedule and strategy.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physica1 

phenomena related to CHF enhanc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hermal-hydraulic data-base have been done in this study. 

Close analyses on the US patents related to the top end piece, the 

spacer grid assembly, and bottom end piece of nuclear fuel have been 

made to find the ideas, backgrounds and claims of the patents. In 

ad버tion ， a survey on the documents of the up-to-date PW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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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ies developed by foreign vendors has been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ir R&D trends and to establish the dire다ion of R&D for 

these structra1 components. 

And, to set the perfonnance target of the new fuel, to be developed, 

fuel bumup and economy under the extended fuel cycle length schem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one of the dom~stic power plants, have been 

estimated. The direction of related R&D items and key parameters to 

eva1uate the high bumup and high perfonnance fuel have been derived 

from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codes and the high bumup fuel 

behavior. 

Preliminary analysis on the failure of CANDU fuel , key technology 

and advanced coating has been perfonned. 

IV.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ork perfonned on the above objective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 Advanced Clad버ng Material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n-pile and out-pile perfonnance of the 

ZIRLO of Westinghouse, the alloy A and C of ABB-CE, the E635 of 

Russian industry, the MDA and VAZ alloy of Mitsubishi, and the NDA 

of Sumitomo have been reviewed. These results will be used as a 

database for new a1loy development. 

The advanced nuclear industries usua11y have a lot of propri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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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for many new zirconium alloys, especially for Nb and 

Sn-containing a11oys. In order to develop the new cladding alloys, 

a110ying element and composition range for alloy design should be 

selected beyond the scope of current patents. In this study, about 100 

alloys have been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patent analysis, 

the nuclear pro야rties ， the cost and the vapor pressure of a110ying 

elements. The designed a110ys could be classified in 6 groups and the 

selected elements are Fe, Cr, Te, Sb, Mo, Ta, Cu, Zn, Ga, Bi, Mn, Ge, 

and As. 

The melting process for the homogeneity of alloying element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chernica1 composition could be controlled within 

5% of design target. The optima1 melting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es of button size, number of meltings and melting time. The 

perfonnance of cladding highly depend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the chernica1 composition. Therefore, the study to setup the 

optimal manufacturing process has a1so been perfonned. 

- Fuel Pellet 

The state-of-art of development of U02 fuel pellet has been main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grain size. Additives such as Nbz05, TiOz, 

MgO, Si02, and Alz03 in a quantity of 0.02 to 0.5 wt% have been 

commonly used to enlarge the grain size, and the sintered UOz containing 

additives has a grain size of 20 띠n to 60 찌n under the common sintering 

condition. It is believed that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mass 

production line of U02 fuel with rninor modifications, but UOz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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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additives nonna11y needs in-reactor test to confinn materia1 

performance. Another method to increase the grain size is to sinter pure 

UÛ2 in a hyperstoichiometric state (U02+x) by controlling oxygen potentia1 

of the sintering atmosphere. This method involves no materia1 change, 

but can be applied to the mass production line of UÛ2 fuel with major 

modifications. 

Relatively large grains have been generated using the additives such 

as LhO, Ti02 and Nln05, while relatively small grains have been 

generated from using such additions as MgO, Al써3， ZnO and SnO. 

Nln05 and TiÛ2 have been found to be so influentia1 as to enhance the 

density to the extent of about 2 %TD. Other additives, however, have a 

negligible effect on sintered density. 

The experimental work in which UÛ2-Gd203 fuel pellets from three 

kinds of powder have been sintered under four sintering atmospheres, has 

shown that UÛ2-Gd203 pel1et has an adequate density when using 

co-milled powder, and that the grain size increases but the sintered 

density decreases with increasing the oxygen potentia1 of sintering 

atmosphere. Gd homogeneity could be improved by higher oxygen 

potentia1. To obtain the required density, grain size and Gd homogeneity, 

the optimization of sintering variables would be the one of possible 

solutions. 

- Deveopment of Fuel Cooling and Debris Filtering Technology 

As the result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ed technology and 

patents were ana1yzed in detail and summarized to be utiliz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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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ject. The overall schedul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the interface between the sub-projects. The 

various experimental resu1ts such as the f10w structure in subchannel 

geometry and the effect of spacer grid on CHF have been reviewed in 

detail to establish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flow mixing device. 

A computational tool for the design optimization has been assessed 

through comparing the computational results with the measurements for 

the simple and subchannel flow fields. The available data for the 

thermo-hydraulic performances have evaluated and summarized. 

- Development of Advanced Structural Components 

Four technical reports have been issued as follows; Two technica1 

reports of review and analysis on the US patents related to the 

top/bottom end piece and the spacer grid assembly; one technical report 

of survey on the documents of the up-to-date PWR fuel assemblies 

developed by foreign vendors; one technical report on comparisons of the 

structura1 test methods of the spacer grid assembly of KWU, ABB-CE, 

and Westinghouse. In addition, 4 models of spacer grid improving the rod 

supportability and the therma1-hydraulic performance have been conceived 

and being prepared for patent application. 

- Fuel Performace evaluation 

Status of current fuel utilization and research for high burnup fuel 

in the countries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has been analyz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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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key parameter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uel 

perfonnance analysis models for the high bumup fuel have been derived. 

And, multi -cycle core calculations have been perfonned for the extended 

cycle length. To estimate the maximum discharge burnup, multi -cyc1e 

fuel management plan from cycle 6, an equilibrium cycle of 18 month 

cycle length, to the equilibrium cyc1e of 24 month cyc1e length has been 

an떠yzed for the Korea Standard PWR. Different types of burnable poison 

have been evaluated in both the technological and the economical aspects, 

and fuel economy in tenns of maximum allowable fuel enrichment and 

multi -cycle scheme has been estimated by using the FUELCOST - IV 

code of NUS company in USA. 

- Advanced CANDU fuel deveolpment 

Major failure mode of CANDU fuel is due to stress corrosion 

cracking caused by power ramp. And hydr해ng has been proved one of 

the failure mechanism. Characteristics of failure is that one batch of fuel 

or many bundles fail altogether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reactor 

operation. Decrease of failure possibility can be achieved by modifying 

reactor operation and using intemal coating such as CANLUB or 

Siloxane. But high burnup fuel needs further research. Operating 

temperature and power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behavior of fuel. 

Therefore the perfonnance database of high bumup fuel is veη important 

to predict precisely the fìssion gas release and physicaVchemical change 

of fuel. 

Siloxane is reported to show excellent perfonnance. Especially 

Siloxane is superior to CANLUB in protec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from defonnation of pellet, released gas and power ramp. 

- XIX -



Therefore Siloxane may be desirable for high burnup fuel.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inherent high burnup fuel as follows. 

On the basis of feasibility study and preliminary tests conducted 

in present stage, more systematic study for alloy development will be 

carried out from the next stage. About 100 new alloys will be me1ted 

and manufactured into sheet fonn. About 20 a110ys would be selected as 

the first candidate alloys on the basis of the corrosion, creep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first candidate a110ys will be reeva1uated 

through the more detailed test and narrowed down to the 2 or 3 final 

candidate a110ys in second stage. The new a110ys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be manufactured into c1adding tube form and irradiated in 

HANARO research reactor and commercia1 reactors. 

The resu1ts of feasibility study on pellet area will be used for the 

planning of the main project which is to inc1ude the development of U02 

fuel pellet in high burnup and the development of burnable absorber in 

longer cycle. U sing the additives to enhanced the sintered density of fuel 

would be useful for nuc1ear fuel industry to reutilize the scrap pellets. 

The resu1ts of the feasibility study on therma1-hydraulic area will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technologies, to 

setup the plan and the direction for the main project, to invent the new 

technologies for the flow mixer and the debris fi1tering, and to compare 

the perfonnances of new technologies relative to the existing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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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 technical reports would be fundarnental documents for the 

development of our own top end piece, spacer grid assembly, and bottom 

end piece. Technical1y reviewed on the conceived models of spacer grid 

assembly, they would be applied for patents and manuufactured to 

perform a screening test for the selection of main candidates of spacer 

grid assembly. 

New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will be developed by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fuel performance models and will be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the newly developed high burnup fuel. And, based up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xtended cycle length fuel management scheme, 

relation between domestic power pla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will 

be evaluated and economy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core technology 

will be continuous]y estimated. 

The deve]opment of u1tra high burnup CANDU type fuel will be 

performed for the DUPIC fuel R&D pr이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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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흘르 
L.. 

제 1 절 연구개밟의 뿔적 및 필요성 

1985년 중수로용 CANDU 핵연료의 국산화와 1989년 경수로용 KOFA 

핵연료를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서 현재 국내 원전에 공급되고 있는 핵연료의 

통상설계기술 및 양산제조기술올 자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도입된 국 

산 핵연료 기술의 소유권올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 함으로서 지속적인 해외 

기술의폰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WTO 출범과 OCED 가입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독 

자 기술소유권 및 국제 경쟁력을 갖는 우리 고유모델의 핵연료 개발이 시급 

하다. 

지금까지 Siemens사， ABB-CE사 및 WH사 둥과의 기술도입올 통한 

핵연료 통상설계 및 양산제조 기술은 국제기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장 

기적인 핵연료 개발 방향 및 추진체계와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기술 

의 미확보로 인하여 국내의 핵연료 개발기술은 국제수준에 비해 초보단계에 

었다. 개량 또는 신형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인 핵연료 실증시험기 

술， 노내조사시험기술 및 조사후 시험평가기술 등은 초보단계에 있으며 핵연 

료 성능관련 데이터베이스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핵연료 부품 및 집 

합체 구조물의 기계적 성능평가， 분석모텔 및 성능시험등에 대한 실제적인 

기반기술은 전무한 상태이다. 아울러，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핵연료의 소결체， 

피복재 및 집합체 부품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거동시험에 필요한 시험 

시셜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시험시설보완이 기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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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경수로용 핵연료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기반기 

술들의 점차적인 확보를 통하여 세계적 추세인 고연소도/고성능의 핵연료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경쟁력올 갖춘 우리 고유모델의 핵연료 기술 개발 

이 펼요하며， 이를 통한 핵연료 사용자 및 규제기관의 핵연료 성능향상 요구 

를 수용하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중진에 노력이 펼요하다. 

저I 2 철 연폼개발 내용 및 법위 

한국 고유의 설계개념 및 특성을 갖는 핵연료 부품 및 기술개발올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핵연료의 주요핵섬 기술별 연구가 

수행 되었다. 

핵연료 피복관용 재질인 Zr 합금은 낮은 중성자 홉수성과 우수한 내식 

성 및 적절한 기계적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원자로내의 해연료 피복관 재료 

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Zr합금은 최초에 Zircaloy-1 (Zr-2.5Sn)이 개발되었 

으나 내식성이 나빠서 실제 원자로에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Zircaloy-2 (Zr1.5SnO.15Fe O.lCrO.05Ni)가 개발되었다. 이 합금은 현재까지 

BWR (Boiling Water Reactor)의 핵연료피복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에서는 수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Zircaloy-2를 사용할 수 없다. 즉 PWR에 

서는 용존산소를 줄이기 위하여 N2H4를 주입하는데 Zircaloy-2에 함유된 Ni 

원소가 수소를 홉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Ni-hydride를 쉽게 형성하기 때문에 

Zircaloy-3 (Zr O.25SnO.25Fe)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능이 매우 우수한 

Zircaloy-4 (Zr 1.5SnO.2FeO.lCr)가 개발되었다 1960년대에 개발된 

-4-



Zirca1oy-4 합금은 그 동안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서 커다란 문제없이 수 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조건은 기존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인 Zircaloy-4 합금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되 

고 있는 추셰이다. 즉 핵연료의 경제성 때문에 연소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연소도，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온 가동온도， 원전 1차 계통의 방사 

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pH 운전 퉁으로 운전조건이 변함에 따라 60년대 

에 개발된 기존 Zircaloy 합금은 핵연료 피복관으로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원전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Zr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일부 PCA나 low Sn 

Zry 같은 개량 Zirca10y 합금올 개발하여 피복관의 성능올 어느 정도 향상시 

킬 수 있었다. 그러나 피복관 분야에서는 70，α)() MWDIMTU 이상의 고연소 

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저부식 고성능 피복관올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이다. 이를 위해 원전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 

으나 아직까지 모든 조건올 만족시킬만한 고성능 핵연료 피복관을 개발하지 

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Westinghouse는 그 동안 서구권에서 사용해오던 Zirca10y 합금 

(Zr1.5SnO.2FeO.lCr)과 러시아에서 사용해오던 Zr-lNb합금의 조성올 혼합하 

여 긴RLO(Zr lNblSnO.lFe)라는 합금올 개발하였는데， 노외 성능 평가에 있 

어서 내식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현재 ZIRLO합금은 

North Anna 원자로에서 53.400 MWDIMTU까지 연소되었으며 계속해서 노 

내시험 중이다. ZIRLO 합금은 350.C 의 water 및 LiOH 분위기에서는 성능 

이 매우 우수하나 4oo.C 의 고온에서는 내식성이 많이 저하되므로 국부적으 

로 온도가 매우 높은 고온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ABB-CE는 Alloy A <l버.3NbO.5Sn0.4FeO.3Cr)와 Alloy C <l버.5SnO.5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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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Cr) 합금올 개발하여 노외성능올 평가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와 손을 잡고 러 시 아에 서 개 발한 E잃5 (Zrl.ONb1.2Sn0.4Fe)합금에 대 해 

PWR조건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공정 최적화 연구를 실시하여 Anikuloy라는 

이름으로 피복관을 개발하여 현재 노내시험 중이다. 

독일의 SIEMENS-KWU에서 개발한 Duplex 피복관은 피복관 내면에 

는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용 Zircaloy 합금을 사용하고 외부충 

(약 140 따1)에는 내식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합금(1.0Sn Zircaloy 또는 

Nb합금)올 사용하는 핵연료 피복관인데 실험실 평가를 마친 후 현재 상용 

원자로에서 시험연소 중이다. 일본은 Mitsubishi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합 

금을 제조하여 부식시험한 결과， Sn량을 상당량 줄이고 Nb올 약간 첨가한 

ZrO.5SnO. 1 NbO. 2FeO. 1Cr 합금이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이 

합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있으며， 프랑스는 Sn과 Nb를 완전히 제 

거하고 V를 첨가한 zrO. 25FeO. 25V합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러시아에 

서는 수 십년 동안 Zr-1Nb 합금을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수 

년 전에 Nb와 Sn이 혼합된 Zr lSn1NbO.5Fe합금올 개발하여 현재 상용로에 

사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혜연료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의 최종목표는 연소도 70，α)() MWD/MTU 

이상의 초고연소도용 신소재 피복관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1차년도인 당해연 

도에는 신합금 개발 방향올 셜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옴과 같은 연구를 수행 

하였다. 외국의 신합금 개발현황분석 특허자료 분석 둥올 통하여 100여종 

의 예비합금을 셜계하였으며 신합금의 용해공정올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연료의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에서는 노내성능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특히 

Xe 및 Kr 같은 핵분열 기체의 방출은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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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내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열전달올 방해하여 핵연료의 용도를 상승 

시키고， 따라서 핵분열기체의 방출이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중첩해서 결국 

에는 핵연료봉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핵분열 기체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UÛ2 소결체 개발 연 

구를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큰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의 개발이 가장 활발하며， 석출물 분산 소결체 또는 열전도도 개량 소 

결체도 연구개발 되고 있다. 소결체의 결정립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는 첨가 

물이 주로 사용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왼자로심의 운전주기는 연장 

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가연성 홉수물질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의 제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열전도도가 저하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면서 장주기 운전에 적합한 가연성 홉수 

물질소결체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Uα-Gd2Û3 소결체 

외에도 ZrBz를 코팅한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나 UOrEn03 소결체가 새롭 

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Qz 소결체 기술을 Siemens로부터 도입하여 국산화 했고 

가연성홉수물질 소결체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독 

자적으로 핵연료 소결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소결체 개발 방향 

및 기술을 상세하게 룬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핵분열기체 방출올 억 

제할 수 있는 큰 결정립 UQz 소결체의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고 가연성홉수 

물질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Uα-Gd2Û3 핵연료 소결체의 제조기술 및 물 

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UOz 소결체에서 첩가물이 미세조 

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고 UQz-GdzÜ3 핵연료 소결체 제 

조에서 주요 소결변수들을 도출하고 적절한 소결변수의 범위를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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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하였다. 

노심의 안전성 및 운전성 향상은 원자력 분야의 주요 과제이며， 새로운 

해연료 개발의 동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요건인 EPRI

URD에서도 원자로 안전성 및 운전성 향상을위해 열적여유도를 15%이상 확 

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열적여유도와 관련한 주요 인자는 임계열속이며， 

열적여유도란 노섬이 정상운전조건에서 엄계열속제한치에 이르기까지의 여 

유정도를 의미한다. 노심의 열적여유도는 셜계 방법론 또는 엄계열속상관식 

개선등을 통해서도 증가되지만， 현재의 셜계가 이미 최적셜계방법론를 도입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열적여유도 확보는 어느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충 

분한 열적여유도 확보를위해셔는 하드웨어적인 셜계변경만이 유일한 대안이 

다. 

열적여유도와 관련된 혜연료 부품은 지지격자이며 이 지지격자의 개발 

이 본 과제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지지격자의 개발올 위해 우선 현재 해 

외 해연료 제조회사의 기술 현황과 기술 수준에대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 

었다. 그리고 지지격자와 관련된 기반기술로서 부수로내에서의 유통구조 및 

지지격자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둥이 섬도있게 조사되었다. 또한 지지 

격자의 형상 최적화에 펼요한 유동장 분석코드에 대한 선정 및 코드 특성 

평가도 이루어졌다. 예비적 분석으로 단순한 형상에 대한 시험결과들을 예측 

하고 비교해 봄으로 코드 성능올 평가하고 코드 사용법과 유통모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실제 해연료 다발에 대한 유동구조 에 대해서도 측정자 

료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다. 임계열유속의 예 

혹과 관련하여는 원형관에 대해 개발된 엄계열유속표를 해연료다발 형상에 

적용하기 위한 보정인자와 결합하여 핵연료다발의 엄계열유속을 예측하는 

방법에대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혜연료다발 엄계열유속 시험자료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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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료결함과 관련하여 해외 고성능연료의 개발목표는 무결함이다. 

최근에 대두된 핵연료의 대부분이 이물질에 의한 마모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물질에 의한 대부분이 하단고정체와 최하단 지지격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이는 이물질이 하단고정체를 통과한 후 하단고 

정체와 최하단 지지격자사이에서 연료봉을 마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B-CE연료의 경우 핵연료 손상의 약 60% 정도가 횟조각 혹은 나사 등의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무결함 연료달성을 위하여는 

이러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물질여과 장치에 대한 기술현황 조사가 특허자료 

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폰의 기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고성 

능의 고유 기술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경수로형 핵연료집합체는 U02 소결체를 포함하고 있는 연료봉과 연료 

봉을 지지하는 지지격자체， 핵연료 상.하단에 위치한 상.하단 고정체 그리고 

안내관 및 소형 연결부품 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부품에서 상단고정 

체， 지지격자체 그리고 하단고정체등이 해연료에서 핵심 구조부품으로 분류 

된다. 이들 핵심 구조부품은 핵연료집합체에서 UQz 소결체 성형비 및 피복 

관 자재비 등을 제외한 핵연료집합체 부품 가격의 9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연소도 및 고성능의 핵연료를 개발하려 활 때에는 제일 먼저 고려 

되고 있는 핵심 구조부품이다. 따라서 핵연료의 열적/기계적 성능을 향상시 

키고 핵연료봉의 기계/구조적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며， 아울러 해연료 보수/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유수한 핵연료 공급자들은 해연료 해섬 

구조부품들이 더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개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즉， 외국의 각 해연료 공급자 들은 이물질 여과 기능을 갖춘 하단고청체， 핵 

연료 보수/수리를 용이하게한 상단고정체 그리고 연료봉 지지능력을 향상시 

킨 지지격자체 등을 개발하여 자사의 최신 연료의 주요 특정으로 주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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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Wes디nghouse(댄)사의 Vantage5H 연료와 Perfonnance +연료， 

ABB-CE사의 TURBO연료， Siemens Power Corporation(SPC)의 HTP연료 

Siemens!KWU사의 FOCUS연료 그리고 Fragema사의 AFA-3G연료 등을 

그 예로 툴 수 있다. 

국내의 해연료 기술을 돌이켜보면 1986년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독일의 Siemens!KWU사와 공동으로 셜계한 땐형 경수로의 연료인 KOFA 

(KOrean Fuel Assembly)연료가 1989년 고리 2호기에 처음으로 장전된 이 래 

ABB-CE형 경수로의 연료가 ABB/CE사 및 국내기술진들이 셜계/제조하여 

1없4년부터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1997년 7월 현재 쁘사의 Vantage-5H 

연료의 셜계/제조 기술을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KNFC)가 도압하여 시제품 

올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해연료 셜계/제조에 대한 국내기술이 꾸준히 축적 

되어 왔고 근래에는 우리 고유의 해연료를 개발하려는 요구가 크게 대두되 

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해연료 공급자들은 자사에서 개발한 최신 핵연료 기술올 

앞세워 일부 해연료 기술의 국내 이전을 조건으로 국내의 해연료 시장에 진 

출하려고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국의 최신 해연료의 

성능에 버금가는 우리 고유 모형의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사전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첫째， 외국의 해연료 공급자들이 개 

발했거나 개발예정인 최신 핵연료의 주요 특정을 분석하고 핵연료 개발동향 

올 파악하여 우리 고유 모형의 해연료 개발을 위한 방향을 조속히 셜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및 국외에 둥록된 해연료 구조부품 관련 특허를 수집하 

여 특허의 주목적， 개발과정에 담겨있는 근거 및 아이디어， 특허범위 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고유 모형의 핵연 

료를 개발하는데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연료 구조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기반기술틀을 도출하여 우리 고유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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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개발할 때 이러한 기반기술올 정립해야만 한다. 넷째， 핵연료 구조 

부품의 기계/구조적 및 열적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절차 둥을 정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형 핵연료 기술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국내 

기술진의 주도로 우리 고유의 핵연료를 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핵연료 핵 

심 구조부품인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 그리고 지지격자체에 대한 외국 핵연 

료 공급자 들의 개발동향과 각 공급자 들의 최신 핵연료의 현황올 검토하여 

특성올 분석하였고 특히 지난 10여년간 미국내에 둥록된 지지격자체 및 상. 

하단 고정체와 관련된 특허 154종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또 

한， 우리 고유의 핵연료 핵심 구조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기계/ 

구조적 기반기술들을 도출하였고 향후 연구해야할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수로 원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전연료의 고연소도화와 원 

자로의 장주기 운전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세계 각국의 핵연료 공급자 

들은 핵연료 사용자의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더욱 치열한 핵연료의 

고연소도화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냐 핵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냐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고연소도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다공성 영역 발생 문제냐 Rim

Effect, Zircaloy 피 복관의 국부 수소화에 따른 기 계 적 특성 등이 연구되 고 있 

고 특히 고연소도 연료 개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해연료봉 성능해석 코드들은 고연소도 핵연 

료의 성능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핵연료 성능평가 관 

점에서 열전도도 모텔， 핵분열기체방출 모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소결체의 

팽윤 및 크립， 연료봉의 열적/기계적 종합 거동모텔， 피복관 및 안내관의 조 

사성장 모텔， 고연소도 핵연료의 파도상태 거동 등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해외 기술국의 핵연료 사용현황 및 고연소도화 연구개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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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올 조사하였고 고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성능개선 모텔들의 제시하였으며 

원자로의 장주기화에 따른 신형핵연료개발의 목표연소도를 셜정하는데 펼요 

한 주기계획 및 경제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수로형 원전으로는 월성 1호기가 가동 중이며 앞으로 중 

수로형 원전의 가동 수가 많아지면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핵연료 

제조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성능이 더욱 우수히-고 결합이 없는 중수로용 

핵연료의 개량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한국형 중수로 핵연료의 완전한 기술자 

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수로 핵연료의 특정 분석을 통하여 신형 중수로핵연료의 기반 

기술 타당성 연구와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신형 중수로핵연료 개발관련 타당성연구는 향후에 중수로에서 사용될 

초고연소도용 핵연료의 특성과 파손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이의 개량에 관한 

요소기술의 도출과 수행내용 및 방법을 정립하는데에 주요 목표를 두어 수 

행하였으며， 특히 CANDU 핵연료의 특정 중의 하나인 피복관 내부의 도포 

제인 Siloxane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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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11 2 장 짧내외 뭇l 솔개발 협훌훌 

제 1 절 헬염릎피불광용 심소재 개뽑 

1. 국외의 신합금 개발 현황 

가.미국 

1970년도초부터 Westinghouse사는 신소재 피복관개발을 시작하였 

다.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Nb, Mo, V, Cu, Mn, Ge 둥올 첨가하여 약 1.5 

kg의 신합금 판재시편을 20여종 제조하여 주로 부식성과 가공성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1]. 그 후 2단계에서 Zr-Nb, Zr-Nb-Sn-Fe, Zr-Mo, 

Zr-Mo-Sn-Fe, Zr-Mo-Sn-Cu, Zr-Nb-Cu 합금올 좀 더 큰 22.7 kg의 ingot 

으로 제조하여 가공성 기계적 성질 물과 수증기에서 장시간의 부식성을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 서 Zr-0.5Nb, Zr- 1.0Nb, Zr-2.5Nb, Zr-1.0Nb-1.0Sn

O.lFe(Zirl이 둥의 4종류의 후보합금을 최종적으로 선돼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들 합금을 tube로 가공하여 노외시험을 수행한 후 핵연료 피복관으로 제 

조하여 BR-3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는데 Zr-O.5Nb 합금은 부식성 

이 좋지 않아서 1주기 연소 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후 Zir10 합금 

피복관으로 17x17 시험집합체를 제작하여 North Anna 1 상용 원자로에서 1 

주기 연소 후 노내부식과 creep 및 방사선 조사성장 등을 측정하였다[2]. 

Zirlo 합금은 Zirca1oy-4 합금에 비해 Sn과 Fe의 첨가량올 줄이고 Cr올 제거 

한 후 Nb올 1.0 % 첨가시킨 합금이다. Zir]o의 제조공정은 Zirca1oy-4의 제 

조공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agmg 온도를 않5-616"C로 낮추고 aging 시간을 

3-4 시간으로 늘려서 석출물을 미세하게 배열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Zi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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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에서 석출물을 미세하게 분포시켜야 내식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Zircaloy-4 합금에서는 석출물이 비교적 클 때 내식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반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a 급냉 조직에 대하여 aging을 실시한 후 다음 

공정에서 석출물의 성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aging 공정이 도입되었 

다. 

Westinghouse사에서 Zirlo를 개발하기 위하여 Zr-0.5Nb, Zr-l.ONb, 

Zr-2.5Nb, Zr- 1.0Nb-1.0Sn-O.lFe의 4종류 합금을 제조한 후 열처리 공정을 

각각 달리하여 노외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시편을 500-600
0

C 에서 8시간 

aging한 후 미세조직올 관찰한 결과 석출물의 크기는 0.02-0.04 μm로서 

Zircaloy-4에서 0.2-0.3 μm에 비해 석출물의 크기는 매우 미세하였다. 또한 

이들 시편에 대하여 589K, 633K, 700K, 727K의 물 또는 수증기에서 부식시 

험을 수행하였을 때 Zr-l.ONb 합금이 가장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Zirlo이고 Zr-0.5Nb는 가장 나쁜 부식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Zr- 1.0뼈의 경우 360 "C 시험에서 비정상적인 bre하‘away가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다른 고온실험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공정이 동일한 다른 합금에 

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비정상적인 거동으로 볼 수 있으며 부식특성이 

가공공정이나 표면처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시 

편올 700 ppm Li 용액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물이나 수증기에서 

탁월한 부식특성을 보이던 Zr-1.0Nb와 Zr-2.5Nb 합금이 고농축 Li용액에서 

는 나쁜 경향을 보였으며 Zirlo 합금도 고농도 Li용액에서는 Zircaloy-4에 비 

해 내식성이 거의 향상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70 ppm Li용액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 초기 단계에서는 L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시 

간이 지남에 따라 Zirlo 합금은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냈으며 Zr- 1.0Nb 

합금이 가장 나쁜 거동을 보였다. Zirlo 합금의 400일 노외부식시험 결과는 

기존의 Zircaloy-4와 low-Sn Zircaloy-4와 비교할 때 기폰의 Zircaloy-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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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물 분위기에서는 40 % 정도의 내부식성이 향상되었고 70 ppm Li 분 

위기에서는 80% 정도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노외시험을 끝낸 4종류의 신소재 후보 피복관에 대하여 노내 

검증을 하기 위하여 연소주기가 3주기 또는 4주기이고 평균 연소도는 

60αYJ-7α)()() MWD!MTU인 BR-3 연구로에서 노내시험이 수행되었다[3，4]. 

3주기 연소 후 Zr-0.5Nb는 노외 시험에서의 나쁜 부식성에 근거하여 노내시 

험을 중단하였으며 다른 합금으로 제조된 2개의 연료봉에 대해서는 

SCK!CEN(Mol, Belgium)에서 조사후시험 (PIE)을 실시한 후 새로운 집합체 

에 장전하여 4주기 동안 계속하여 연소시켰다. 노내 조사 후 피복관 부식， 

방사선 조사 creep 및 성장， 수소홉수량 등올 평가하였다. Zirlo의 산화충을 

와류탐상시험 및 미세조직 검사방법으로 분석하였올 때 매우 균일한 표면 

산화막이 형성되었으며 두께는 Zircaloy-4의 약 40 % 정도로써 내식성이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력이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첨두출력영역 (pe빼 power zone)에서는 Zirlo의 평균 산화막 두께는 14.2μm 

로 Zircaloy-4 보다 45 % 정도 낮았고 고출력 영 역 (high power zone)에서 

최대 산화막 두께는 약 23.4 μm로 저출력 영역(Iow power zone)에서는 대체 

적으로 Zircaloy-4 보다 평균 40 % 낮은 부식거동을 보였다. 

BR-3에서 4주기 연소 후[7.9 X 1025 ψrrl <E> 1Me V)] , 핵연료봉 길이 변 

화를 측정하였을 때 3종류의 Zr-Nb 합금의 방사선 조사성장은 Zircaloy-4의 

60%에 해당하는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노내 creep 특성은 연소가 끝난 

후 몇 개의 연료봉에서 대하여 측정하였는데 가장 높은 연소도 갖는 연료봉 

의 첨두출력 영역에서 swelling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또한 Zr-Nb의 2 

원계 합금은 Zirlo 보다 큰 creep-down 거동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Zircaloy-4의 50% 정도의 낮은 값으로 Zirlo는 노내 creep 특성이 매우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소홉수특성은 Zircaloy-4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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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산화막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R-3 노내시험 결과로 부터 Zirlo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BR-3의 냉각수 온도가 매우 낮은 점을 비추어 일부 결과에 대한 신 

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Westinghouse사는 Zirlo에 대한 상용 PWR 

원전 노내 검증계획에 따라 North Anna 1 원자로에서 1주기 연소를 끝낸 

Zirlo 합금의 성능시험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2 

주기 연소시험이 끝났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다. 

Westinghouse사가 North Anna 1 원자로에서 Zirlo를 노내시험을 수행한 

이유는 첫째 이 원전은 1985년 12월 이후 18개월 주기의 장주기 운전에 들 

어갔으며， 둘째는 1986년 10월 이후는 노섬출력이 5 % 증가하여 운전하고 

있고， 셋째는 냉각수 평균온도가 31O "C로 독일의 Gösgen 원자로 보다 높아 

서 신소재의 부식시험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노내시험에는 17x17 형태 

의 2개 집합체가 이용되었으며 각 집합체는 Zir1o, Improved Zircaloy-4, 

Zircaloy-4의 3종류 12개 연료봉으로 구성되었다. 1987년 7주기 부터 1주기 

연소하였는데 평균 연소도는 21000 MWD!MTU 였고 연료봉 평균출력은 

7.1 kw/ft였다. 연소 후 crude deposition과 산화막 상태는 T.V.로 조사하였 

고 산화막 두께는 와류탐상시험으로 측정하였다. 

산화막 측정 시 험 결과 Zirlo는 기 존의 Zircaloy-4에 비 해 상당히 향상된 

내식성을 나타냈다. 즉 Zircaloy-4 부식속도의 약 60% 정도를 나타냈고 

Improved Zircaloy-4의 85 %였다. 또한 Zirlo의 노내 creep 양은 상용 

Zircaloy-4의 약 20 % 정도로 척었다. 한편 Improved Zircaloy-4는 오히 려 

상용 Zircaloy-4 보다 더 많은 creep-down 거동을 보였다. 그리고 Zirlo의 

조사성장윤 상용 Zircaloy-4에 비해 약 40 %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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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의 Siemens사는 1980년도 초부터 선소재 피복관 합금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ASTM 규격을 벗어난 대체 Zr-base 후보합 

금으로써 Zr-2.5Nb, Zr-1.0Nb, Valloy, Zirc머oy-3， Duplex ELS(extra low 

Sn)를 선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선합금(예， Zr-Sn-Fe-Cr, 

Zr-Nb-Fe-Cr, Zr-Sn- Nb-Fe-Cr계 합금)올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 

지 재료에 대한 고온/고압의 물과 수증기 분위기와 LiOH 분위기에서 노외 

시 험을 설시하였으며， 등온조건의 MTR (Material Test Rod)올 사용하여 Gö 

sgen 원자로에서 노내시 험을 수행하였다[5，6]. 

첫단계의 노외시험에서 Sn 함량을 ASTM 규격 이하로 줄였올 때 내식 

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았다， 즉 Sn을 1.0 % 이하로 첨가하였을 때 내식 

성은 Sn량이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합금들은 물 

분위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LiOH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Zircaloy-4 

보다 더 나쁜 내식성올 나타냈다. 그리고 LiOH 부식특성은 재료가 어떤 열 

처리 과정올 거쳤는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신합금들 

은 aging 시간에 따라서 매우 민감한 부식거동올 보였는데 Zr-O.4Nb-Fe/Cr 

계 합금이 좋은 내식성을 보였으며 Zirlo 형태의 Zr-O.lNb-l.OSn-Fe계 합금 

은 가장 나쁜 내식성올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Siemens사는 Zirlo의 

성분올 갖는 합금이 가장 나쁜 내식성을 갖는 방변에， Westinghouse사는 

Zirlo가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다고 수 차례 발표했다는 것이다. 즉 

Zr-Nb 합금은 제조공정에서 열처리 방법에 따라서 내식성은 급격히 변할 

수 도 었다. 따라서 앞으로 신합금 개발시 조성제어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 

정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활 것이다. 

둘째 단계의 노내시험에서는 가장 유망한 후보합금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실험용 연료봉(pathfinder-FR)을 제조하여 7α)()() MWD/MTU 까지 연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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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시험결과 신합금 피복관들의 내부식성은 기존의 Zircaloy-4나 PCA에 

비하여 월등히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단계는 노내/외 시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장 유망한 후보재료를 

선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Siemens사에서는 많은 양의 신합금올 

Duplex 형태와 solid tube를 이용한 시험집합체를 제작하여 Gösgen과 

Grohnde 원자로에서 4α)()() MWD!MTU 이상 연소시험을 하였다. 

신합금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조사 creep 성질인데 사 

용온도에서 solid tube의 creep성은 Sn과 Nb의 양에 따라서 매우 달랐다. 즉 

Nb는 조사 creep올 Sn보다 2배 정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Zr- 1.5Nb의 

creep 특성은 Zircaloy-4에 비해 연료봉 온도에 훨씬 민감한 반웅을 보였다. 

또한 다른 신합금들도 Zr-2.5Nb와 유사한 creep 거동올 보였으며， LOCA와 

관련된 고온 creep 특성에서도 Nb 함유한 합금은 낮은 강도를 나타냈다. 방 

사선 조사특성은 신합금의 경우 Zircaloy-4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부식 

거동이 우수한 신합금들이 기계적 거동에 있어서는 매우 나쁜 거동을 보였 

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Zircaloy-4 피복관 외부 층에 신합금을 입 

혀서 내식성과 creep성이 동시에 우수한 “Duplex" 피복관올 사용하면 극복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낮은 Sn을 함유한 합금에서 발생하기 쉬운 

조사 creep 문제를 Duplex tube를 사용하여 극복하였다. Duplex는 LOCA 

조건에서도 기존의 Zircaloy-4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여 Zircaloy-4의 

Lα-:'A 거동자료의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3단계 개발과정을 거친 후 고온 냉각재와 고연소도에 적합한 

합금을 선태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PCA 피복관 보 

다 내식성이 훨씬 우수해야 한다. (2) 5α)()o MWD!MTU의 연소도를 만족 

해야 하며 낮은 연소도에서 충분히 많은 연료봉을 검사해야 한다. (3) 노내 

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합금 재료는 Zircaloy-4와 유사한 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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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동을 보여 야 한다. (4) 기 계 적 성 질 과 LOCA 거 동은 Zircaloy-4와 비 슷하 

거나 더 우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것이 Duplex 

피복관인 “ELS 0.8"이기 때문에 Siemens사에서는 이 합금을 선택하게 되었 

다. 

다.프랑스 

CEZUS사는 신소재 피복관 합금을 arc 용해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Zr-Fe-V의 3원 합금을 제조하였다. 첨가된 성분원소의 범위는 Fe는 0.7 

%이고 V는 0.4 % 이였다. 

Zr-0.2V 합금에 0.18 % 이상 Fe를 첨가하면 Zircaloy-4 보다 내식성 이 

향상되었으나 0.7 % 이상 첨가되면 내식성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수소홉 

수 저항성이 나빠졌다. 한편 Zr-O.2Fe 합금에 V을 0.1 % 이상 첨가하면 내 

식성이 감소하였으나 0.4 % V 첨가까지는 Zircaloy-4 보다는 우수했다. 따 

라서 CEZUS사는 Zr-0.25Fe-0.25V 합금을 제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7]. 

a-Zr 내에서 Fe와 V의 고용도는 100 pp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Zr-0.25Fe-0.25V 합금에서 Fe와 V는 대부분 석출물로 나타나는데 

석출물의 격자상수는 0.7 nm인 fcc의 Zr(Fe,V)z 였다. Zr-Fe 2원 합금과 비 

교할 때 석출물의 크기는 V 첨가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5OO"C, 24시간 부식시험을 하였을 때 Zr-0.25Fe-0.25V 합금은 

Zircaloy-2 또는 -4 보다 훨씬 우수한 nodular 부식 저항성올 보였다. 이 시 

편의 산화막은 검은색이였고 nodule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성은 마지막 열처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후 수소 

홉수량을 측정하였올 때 Zircaloy-4 보다 수소홉수 저항성도 매우 우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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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C에서 500일 이상 부식시험올 수행하였을 때 Zr-0.25Fe-0.25V 합금 

은 Zircaloy-4 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다. 또한 수소홉수 저항성도 

Zr-0.25Fe-0.25V 합금이 14-20 % 정도로 Zirca1oy-4의 45-50 % 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360 "C 물에서도 Zr-0.25Fe-0.25V 합금의 내식성은 매우 우수하 

였다. 

100 ppm의 산소를 함유하는 Zr-Fe-V 합금을 상온과 288.C 에서 인장시 

험을 수행하였올 때 시편의 가공방향에 따라 강도값이 크게 변했다. 인장강 

도는 Zircaloy-4 보다는 우수하였으나 ASTM 규격치에 근접하여 만족하였 

다. Zr 합금에서 기계적 성질은 Sn, 0 , Nb의 고용강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 Fe와 V는 낮은 고용도를 갖기 때문에 강도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 

한다. 따라서 Zr-0.25Fe-0.25V 합금에 산소를 3α)() ppm까지 첨 가하면 내 식 

성은 감소하지 않고 기계적 성질은 월동히 증가하였다. 

라. 러시아 

러시아의 Zr 합금 피복판 생산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몇 가지 독 

특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Zr 금속 자체가 iodide 방법이 아닌 

electrolytic 방법으로 생산되어서 연속적인 자동화 공정으로 처리되기 때문 

에 고품위의 안정한 Zr 합금이 만들어진다. 둘째는 다원소 첨가가 아닌 

Zr- l.ONb 2원 합금 피복관올 제조하여 모든 동구권 열중성자 핵연료 피복관 

으로 사용되고 었다. 러시아 피복판의 제조공정은 한 공장에서 원광처리부터 

최종 제품까지 처리되기 때문에 불합격 제품의 재순환 공정비용이 절약되어 

제품 가격과 생산원가가 저렴하다. 특히 Zr- l.ONb 합금 피복관을 사용하는 

WER-1αm 원자로의 평균 연소도는 43α)() MWD!MTU 이고 최고연소도는 

50000 MWD/MTU 로써 비교적 높은 연소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Zr- l.O뻐 합금의 특성은 재결정 정도에 따라서 매우 크게 변했다[8]. 즉 

” “ 



서로 다른 재결정 상태를 갖는 Zr-1.0Nb 합금으로 내부압력 파열시험올 수 

행하였올 때 시편구간 마다 온도가 같아도 변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부변형 원인은 재결정 상태의 비균질성 때문이며 완전한 재결정 조직올 

갖고 있는 부위에서 최대 변형이 발생하였다. 

마.일본 

1990년 Kobe에서 개최된 Zr-관련 국제 심포지움에서 신소재 피복 

판과 관련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신소재 피복판에 많 

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itsubishi Meta1 Co. , 

Kobe Steel, Sumito Meta1 Indus띠es， Hitachi Research Lab. 등의 세 계 적 인 

회사들이 신소재 피복관 개발에 심혈올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방향은 

순수 Zr에 여러가지 합금 원소를 첨가한 후 실험실에서 노외시험을 통해 최 

적의 성능을 갖는 합금올 셜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험실 규모의 소 

량의 시편을 제조하여 노외 특성올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 Misubishi Metal Co. 

Misubish Metal Co.사에서는 부식성과 기계적 성질을 통시에 만 

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합금 개발을 위해 순수 Zr에 Sn, Nb, Fe, Cr, Mo, 

V 등을 첨가하여 이들의 영향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판심을 두고 

있는 합금원소의 범위는 Sn : 0.2-0.5 %, Nb : 0.05-1.0 %, Fe : 0.2-0.6 %, 

Cr : 0.1-0.4 %, Mo : 0.05-0.5 %, V : 0.1 -0.5 % 이 다. 또한 합금 원소의 

변화효과 뿐만 아니라 (Fe+Cr)량 변화효과， Mo와 V 첨가효과， Fe/Cr비 효 

과， annealing 온도효과의 연구도 수행하였다[9]. 

Zr-0.5Sn-0.2Fe-0.1Cr-0.1Nb 합금이 Zr-0.5Sn-0.2Fe-0.1Cr-0.5N나 Zr-

0.5Sn-0.2Fe-0.1Cr- 1.0뻐 합금 보다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Zr-0.5Sn-

0.2Fe-0.lCr-0.lNb, Zr-1.0Sn-0.2Fe-0.lCr-0.5Nb, Zr-1.5Sn-0.2Fe-0.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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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r애 합금올 제조하여 Nb의 변화에 따른 부식성올 연구하였으나 이와 같 

은 조성이 합금에서 순수 Sn과 Nb의 효과를 조사하기에는 미홉하였다. Nb 

량올 0.50-1.0 % 범위에서 변화시킨 Zr-0.5Sn-0.2Fe-0.5Cr-XNb, Zr-1.0Sn-

0.2Fe-0.5Cr-XNb, Zr-1.5Sn-0.2Fe-0.5Cr-XNb 합금을 제조하여 조사한 결과 

Nb량이 0.05-0.2 %에서 내부식성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특히 Sn량을 매우 

낮게(0.5 %) 첨가하고 Nb를 미량첨가한 경우에 가장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 

타냈다. 그러나 Sn값이 감소함에 따라 인장값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Annealing parameter와 Nb양올 복합적으로 변화시켜 부식시험올 수행한 

결과 Zr-0.5Sn-0.2Fe-0.lCr-0.4Nb 합금의 경우 anne떠ing parameter가 증 

가하면 내식성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A-time에 따른 석출물 크기는 A-time 

에 따라서 증가하였으나 0.4 %Nb가 첨가된 합금에서 증가량이 컸다. 한편 

Zr一0.5Sn-0.2Fe-0.lCr-0.lNb 합금은 A-디me이 증가하여도 내부식성은 오히 

려 증가하였다. 이 합금의 석출물은 Zircaloy-4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Zr-Fe-Cr의 성분올 갖고 있으며 0.4Nb가 첨가된 합금에서 A-time 증가에 

따른 부식성 저하는 Nb를 합유하는 석출물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Fe+Cr)량을 0.3-0.7 % 범위에서 첨가량을 증가 시켰을 때 부식량은 감 

소하였으나 Sn과 Nb 첨가에 따른 부식량 변화 보다는 매우 착았다. 한편 인 

장강도는 (Fe+Cr>량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올 보였다. 따라서 부식 

저항성의 큰 감소 없이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려면 (Fe+Cr)량을 증가시키 

면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Fe/Cr비가 부식에 크게 영향올 

미치는데 Fe/Cr비가 0.5에서 6.0까지 증가할 경우 내식성이 감소하였다. 즉 

Zr- 1.0Sn-0.5r애에서 Fe/Cr=0.5일 경우 우수한 내식성올 나타내며 Cr량 만을 

증가시킬 경우 항복강도는 증가하나 Fe만올 증가시킬 경우 항복강도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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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따라서 Zr-Nb 합금에서 Fe/Cr비가 작을 경우 석출물 크기는 작고 

(약 0.05μm)， Fe/Cr비가 증가할 경우 부식저항성은 감소하나 0.5’6.0범위에 

서는 큰 변화가 없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Nb 첨가로 

인한 기지조직과 석출물 사이의 electropotential 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라고 몇몇은 주장하고 있다. 기지조직에 용해된 Fe와 Cr의 용질 

농도는 Fe/Cr비가 적은 경우가 Fe/Cr비가 큰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Fe~ 확산속도가 Cr 보다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 

며 Zr-Nb 합금의 인장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Zr-1.0Sn-0.2Fe-O.l Cr-0.2Nb 합금에 Mo와 V를 첨가하면 내식성은 감소 

하였다. 여기서 Mo 양이 0.2 %에서는 부식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인장강도에는 반대현상을 나타냈다. MoY- V 첨가로 인한 석 

출물 변화에 있어서 Mo가 증가할수록 석출물의 수는 증가하나 V가 0.1 % 

이상 증가하여도 석출물의 수는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Mo가 V 보다 

더 쉽게 석출하는 경향올 갖으며 V는 Mo 보다 기지금속 내에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식성은 감소시키는 반면에 기계적 특성은 증가시켰다. 

현재 Mishubish Metal Co.사에서는 3종류의 신소재 피복관 합금율 제조 

하여 노외시험을 끝낸 상태인데 부식의 경우 Zircaloy-4 보다 30 %이상 내 

식성이 향상되었으며 기계적 성질은 거의 같은 값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현 

단계에서 1차적인 합금개발은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며 장기적인 부식시험과 

노내특성을 수행하고 있다. 

(2) Kobe Steel 

Kobe Steel사에서는 신소재 피복관 개발을 위해 기존의 Zircaloy 

의 Sn, Fe, Cr, Ni 등의 합금원소를 미 량변화시켜 기존 Zircaloy 합금의 재 

질을 개선하는 연구방법과 순수 Zr에 Sn, Fe, Cr, Ni, Nb, V, Ta 둥올 첨가 

하여 다른 2왼 합금을 개발하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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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Zircaloy-4 성분 중에서 Sn, Fe, Cr량을 변화시켰올 때 633K의 물 

또는 수증기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올 경우에 1차 부식구간에서 부식속도는 

Zirca1oy-4 보다 적었으나 2차 부식구간에서 부식속도는 빨랐다. 673K 수증 

기에서의 거동은 633K 물분위기와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 

나 여러 합금원소 중 Sn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차 부식구간에서 

부식속도 지수는 Zircaloy-2와 Zirca1oy-4의 균일부식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Sn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식성은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그 

리고 Fe량을 0.1-1.35 % 범위에서 변화시키면 pre-transition 구간에서 부식 

속도지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2차 부식구간에서는 Fe량이 증가할수록 부 

식속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Cr량올 변화 시켰율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 

다. 한편 Ni의 소량첨가는 2차 부식저항성에 큰 효과를 주지만 0.04 % 이상 

첨가시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Zirca1oy-4에 서 불순물을 변화시 켜 633K 물 분위 기 에 서 산소량올 극소화 

시킨 경우 부식특성에는 크게 영향올 미치지 않았으며， 부식 저항성에 해로 

운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탄소는 표준 Zirca1oy-2나 탄소를 다량 함유 

한 Zirca1oy-4 경우에 부식속도에 영향올 미치지 못했다. 질소는 부식저항성 

에 해로운 원소인데 부식속도 지수가 1차 및 2차 부식구간에서 같게 나타났 

다. 즉 170 ppm의 N 첨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저항성에 이 

로운 원소인 Si의 첨가량이 증가할 때 부식속도 지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Al과 P는 균일부식거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Zr에 Sn, Fe, Cr, Nb, V, Ta를 첨가하여 2원합금을 제조하여 부식거동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Zr-Sn. Zr-Cr 합금은 단기부식에 있어서도 부식속도 

가 급증해서 산화막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정확한 부식자료를 얻 

올 수 없었다 Zr-Sn의 산화막 색은 greyish-brown이 었고 Zr-Cr 산화막 

은 green색올 띠었는데 색은 첨가량이 많을수록 선명했다. Zr-Fe과 Zr-N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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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부식 저항성에 기여하는 함량은 Fe=O.3 %, Ni=O.3 % 정도였으며 2원 

합금의 균일 부식거동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Zr-V 합금 역시 부식속 

도가 비교적 컸으며 부식저항성은 Zr-Nb 합금이 가장 우수했다. 

Zircaloy 합금에서 chemical composition은 제조공정과 합금조성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된 문헌이 있어서 Kobe Steel사에서는 2차상 입자와 

합금조성 사이의 chemical composition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Sn량 

의 변화에 따른 입자내의 FelCr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Fe/Ni비는 증가하 

였다. Zr(Cr,Fe)z 석 출물은 Fe량이 증가할수록 FelCr비 는 넓 은 범 위 에 걸 쳐 

체계적으로 증가하지만 Zr2(Fe.Ni) 석출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Cr 

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FelCr비는 감소하였고 F리Ni비도 함께 감소하 

였다. 이때 석출물의 크기나 밀도는 Cr량 증가에 무관하였다. 이와 같은 현 

상은 Cr량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Fe의 용해도가 증가할 수 없기에 첫째는 석 

출물 중 아주 미세한 Zr(Cr.Fe)z 들이 생겨서 포착이 안되었올 것이고 둘째 

는 이러한 Zr(Cr,Fe)z 미세입자는 Zr2(Fe,ND 입자 보다 우선적으로 석출되기 

때문이다. 

첨가 합금원소들의 화학조성을 광범위하게 바꾼다할지라도 기지내 함량 

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Sn은 고용도가 크기 때문에 Sn량이 증가할 

수록 기지속에 Sn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균일부식의 특성은 

solute 원소에 의해 영향올 받는 것이지 2차상 입자종류 때문에 달라지는 것 

은 아니다. 

Sn량을 소량 첨가한 경우 산화막은 대부분 mono-Zrûz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일부는 tetra-Zr02. cubic-Zr02 로 보였다. 이 것은 문헌에서 

metaVoxide 계면에 내부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tetra-Zrûz가 oxidel metal 계면에 보이지 않고 바깥표면에 발달하였다. 산화 

막올 TEM으로 관찰하면 Sn이 많이 들어가면 산화막이 columnar grain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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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갖고 폭이 좁고 oxide 전체 두께에 걸쳐 mono-Zrüz 만 존재하였다. 

Sn량에 따라서 결정구조가 변하는 원인은 Sn이 mono-ZrOz를 안정화 시켜 

주는 왼소이기 때문이다. 기지금속이 oxide로 바뀔 때 부피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oxide 내에는 압축웅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의 용력이 상변태 방법 

으로 방출되지 않으면 보호피막 형태의 oxide 막이 급격히 취화되어 부식속 

도가 급증한다. Sn이 소량 들어가면 산화가 진행되면서 mono에서 tetra로 

상변태가 발생해서 계면쪽 oxide내에 있는 압축웅력올 방출시키지 않은 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보호성 픽막형태의 oxide를 오랫동안 유지시켰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oxide의 상변태를 가속시키는 합금원소를 첨가해야 균 

일 부식 저항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Sumito Metal Industries 

고연소도 핵연료 용으로 내식성이 매우 우수한 피복관을 개발하 

기 위하여 기존의 Zircaloy-4 합금에서 Sn, Fe, Cr, Ni, Nb의 영향올 조사하 

였고 Low Sn Zircaloy-4 합금과 Zr-1.0Sn-0.27Fe-0. 16Cr-0. l Nb-O.01Ni 합 

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1]. 

Low Sn Zircaloy-4와 Zr- 1.0Sn-0.강Fe-O. 16Cr-0. l Nb-O.01Ni 합금은 기 

존의 Zírcaloy-4 보다 내식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기계적 특성은 모든 합금 

에서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creep 변형은 Zr-1.0Nb 합금이 다른 재료에 

비하여 컸다. 그리고 Sn량이 많은 합금의 산화막에서 X 선 회절 pe와‘의 폭 

은 Sn량이 적은 합금에서 발생한 것 보다 넓었다. 즉 고 Sn 합금의 산화막 

내의 압축응력이 저 Sn 합금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 Sn 합 

금이 보다 빨리 breakaway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Zr에 0.5 % Nb가 첨가되 

면 nodular 부식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r-0.5Nb 합금에 Sn 

이 첨가되면 내식성이 감소하였다. 

Zircaloy-2에 V, W, Ta의 한 원소만 첨가하여도 내식성은 크게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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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Nb와 V, Mo, W 중 한 원소와 함께 넣올 경우에는 내식성이 더욱 중 

진되었다. 그러나 Ta의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4) Hitachi Research Lab. 

순수 Zr, Zr-Sn, Zr-Sn-Fe, Zr-Sn-Ni, Zr-Sn-Cr계 합금을 제조 

하여 부식 시 험 올 수행 한 후 산화막의 photo-electro야lemical 특성 올 조사하 

여 산화기구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 결과로부터 첨가해야 할 합금원소를 

선택하려고 시도하였다[12]. 

Zr-Sn에 Fe, Ni, Cr을 넣으면 photo-current가 감소하였는데 이 는 Zr4~ 

양이 온 자리 에 Ni2+, Fe3+, Cr3+가 치 환하여 음이 온 공공을 감소시 키 기 때 문이 

라고 서술하였다. 즉 부식속도가 음이온 공공(산소 공공)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공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합금셜계를 해야 

한다. 

2. 국내의 신합금 개발 현황 

1991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NFIR (Nuclear Fuel Industry 

Resear마) Program에 참여하여 원자력 선진국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 Program에서 Zr 재질개선과 관계되는 연구는 Grohnde 

Project 이 다. 이 과제 는 PWR 발전소를 위 한 Duplex 피 복관의 부식 성 능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 사용된 Duplex 피복관은 독일의 Siemens사 

에서 연구중인 0.8 % Sn의 ELS이 아니라 피복판 두께의 안뿔 90%는 

Zircaloy-4로 구성 되 며 외 부 10%는 Zr-2.5Nb, Zr-0.5Sn-0.4Fe, 

(Zircaloy-4)+ 1.0Nb 합금으로 제조된 것 이 다. 이 과제 에 는 상기 3종류의 

duplex 피복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Zircaloy-4와 low Sn Zircaloy-4도 성능비 

교를 위해 함께 시험하였다. 이와 같은 5종의 피복판으로 제조훨 연료봉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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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집합체의 가장자리에 장입되어서 Grohnde 원자로에서 연소시켰다. 

Teledyne Wachang사의 제품을 360"C와 400.C 에서 노외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Zr-0.5Sn-0.4Fe 합금의 Duplex가 가장 우수한 특성올 나타냈으며 

420.C 시험에서는 Zr-2.5Nb의 Duplex 합금 보다 열둥하였다. 그리고 

Sandvik Speci머 Met떠사에 서 노외 시 험 한 결 과에 서 도 Zr-0.5Sn-0.4Fe가 가 

장 우수한 성질을 나타냈다.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현재 상용으로 개발된 피복관을 이용한 

집합조직， 부식시험 및 기계적 특성시험올 수행하였다. 이 시험에 사용된 피 

복관은 Westinghouse사의 Irnproved Zircaloy-4와 Zirlo, Siemens사의 

PCA1 , PCA2b, Duplex, Sandvik Special MetalA}-의 low tin Zirca1oy-4, 

Zircotube사의 low tin Zircaloy-4 합금 피복관이었다. 

Westinghouse사의 Improved Zircaloy-4, Siemens사의 PCA1 , Sandvik 

Special Metal과 Zircotube사의 low tin Zircaloy-4의 4종류의 피복관에 대하 

여 집합조직을 관찰하였는데， Sandvik Special Metal사에서 제조한 피복관이 

Westinghouse사와 Zircotube사의 피복관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RA <Reduction of Area}를 갖으면서 도 Q-factor는 Siemens사의 피 복관이 상 

대 적 으로 낮아서 RA 정 도가 낮은 Westinghouse사나 Zircotube사와 거 의 비 

슷한 집합조직을 나타냈다. 한편 creep특성 시험은 375-405.C , ð eff= 1 05-138 

MPa에서 Westinghouse사의 Irnproved Zircaloy-4, Siemens사의 PCA1 , 

Zircotube사의 low tin Zircaloy-4의 3종류 피복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creep 변형은 Westinghouse사의 피복관에 가장 컸고 

Siemens사의 피복관이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creep 변형 거동은 

Westinghouse 사의 피복관이 타사의 피복관보다 항복강도가 높은 것올 미 

루어 짐작해볼 때 전위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전위가 피복관의 creep 변 

형 시 원자이동의 경로 작용하기 때문에 Westinghouse사의 피복관이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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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복관에 비하여 높은 creep 변형을 나타냈다. Creep 시험에 사용된 동일 

종류의 피복관을 이용한 원주 방향 인장시험 결과， Westinhouse사 피복관의 

인장특성이 가장 우수했으며 Sandvik 피복관， Siemens 피복관 순으로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부식시험은 Westinghouse사의 Improved Zirca1oy-4와 Zirlo, 

Siemens사의 PCA1 , PCA2b, Duplex 및 Sandvik Specia1 Metal사의 low tin 

Zirca1oy-4의 6종올 대상으로 350 0C 물과 LiOH 수용액， 4OO"C 수증기에서 

수행되었다. 2.2ppm Li을 첨가하였을 때 부식가속이 없었으나 30 ppm Li 

첨가시에는 약간의 부식가속이 발생하였다. 특히 220 ppm Li 분위기에서는 

매우 큰 부식가속이 발생했다. 400 "C 수증기 시험결과는 35O"C 시험에서 보 

다 부식 속도가 증가하였으나 post-transition 영 역 에 서 는 220 ppm Li 분위 기 

에서 보다 부식가속이 작았다. Zirlo의 경우는 350"C의 220 ppm 분위기에서 

도 큰 부식가속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 2상의 평균크기를 관찰한 결 

과， Sandvik사의 피복관은 0.14μm로 가장 작았으며 Zirlo는 0.19μm이였다. 

220ppm Li에서 125일 동안 부식시켰을 때 improved Zirca1oy-4의 수소화물 

은 원주방향으로 대부분 길게 연결된 형태였으나 PCAl과 PCA2b는 반경방 

향으로도 존재하였고 외부층에 보다 많았다. 한편 Sandvik사의 피복관은 매 

우 작은 수소화물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앉}6년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연소도용 Zr 신합금올 개발 

올 위한 기반기술올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에서 개발중인 여러 종류의 

신합금 피복관에 대한 800일의 long-term 부식특성규명 연구， 핵연료피복관 

부식기구규명연구， 합금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연구 둥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 

@ 외국 신합금 피복관 부식특성 평가 

현재 외국에서 개발중인 많은 신합금(Zirlo를 포함)을 입수하여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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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도의 LiOH용액에서 800일까지 장기간 부식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 

하면， ZrSnFeCr계 합금은 모두 표준 Zircaloy-4 보다 월둥히 우수한 내식성 

을 보인 반면에 대부분의 Nb 첨가 합금은 Zircaloy-4 보다 나쁜 내식성을 

보였다. KWU에서 개발중인 HPA합금은 물과 Li용액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보인 반면에 W.H.의 Zirlo는 물에서는 내식성이 우수하지 않지만 

고농도 Li용액에서는 매우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보였다. 220 ppm Li 용액 

에서 모든 합금들은 부식속도가 수십 또는 수백 배로 증가하는 가속 부식현 

상이 일어녔는데 가속되는 시간은 합금의 부식 저항성에 따라 다르다. 물에 

서는 매우 균일한 산화막이 형성되지만 LiOH 용액에서는 균열을 많이 내포 

하는 불균일한 산화막이 형성되며 산화막/금속 계면 부위에 많은 수소화물 

이 생성된다. 

@ 해연료 피복관의 부식기구 규명연구 

고연소도 피복관에서 부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부 

식 기 구를 규명 하기 위 하여 여 러 가지 water chemistry조건과 Zn injection 

분위기에서 부식시험올 실시하였다. 그룹-1 알칼리 수산화물의 통일 몰농도 

에서 수행된 부식 시험결과에 의하면， 알칼리 수용액에서 Zr 합금의 부식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금속 양이온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합금들은 LiOH 

와 NaOH에서 심한 부식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부식을 나타내는 알칼리 용 

액은 CsOH이고 다음이 KOH로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LiOH용 

액 내에서의 부식 가속 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되지 않는 경향올 

보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Li가속 부식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Li+가 산화막내의 Zr~4자리를 치환함에 따라 산소 공공은 증가 

하고 이로 인해 수소화물의 형성이 촉진된다. 수소화물 형성은 산화막의 웅 

력올 이완시키고 보호적 성질의 tetra-ZrOz를 비보호성의 mono-Z야2로 쉽 

게 변화시켜서 LiOH내에서 부식은 가속된다고 할 수 었다. Zn2+나 Ca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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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올 조사한 바에 따르면 LiOH대신에 Zn(OH)z의 첨가는 오히려 부식올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BWR의 일부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PWR에 적용가능성을 검토중인 1200 ppm B + 2.2 ppm Li의 현수질조건에 

약간의 Zn을 주입하는 방법도 피복관의 부식올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합금 개발 방안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발중인 Zr 신합금에 대한 문헌조사와 본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합금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Sn을 

0.6-1.0 % 첨가하는 것이 내식성 관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Nb은 수소홉수 특 

성 관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Nb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Nb올 많이 넣을 경우에 내식성이 저하되므로 고용도 이하인 0.4 % 첨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합금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연구 

Zr-O.4Nb-xSn계와 Zr-O.8Sn-xNb계의 7종합금올 제조하여 부식특성， 

석출물특성 및 기계적 특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Zr-O.4Nb-xSn계 합금에서 Sn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재결정화를 

촉진시켜 결정립를 성장시키는 반면 Zr-O.8Sn-xNb계 합금에서는 Nb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재결정화를 억제시켜 결정립을 미세화시킨다. 

Zr-O.4Nb-xSn계에서 Sn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식성은 감소하는데 이는 Sn 

이 산화되는 동안에 tetra-ZrOz에서 mono-Zr02로 산화막의 상변태를 촉진 

하는데 기인된다. Zr-0.8Sn -xNb계에서는 Nb량이 0.4 %이상으로 첨가될 때 

내 식 성 은 증가한다. 이 는 Nb가 tetra-ZrOz에 서 mono-ZrOz로 산화막의 상변 

태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석출물 분석 결과 

Zr-O.4Nb-xSn계에서는 Zr-Nb-Fe석출물이 형성되는데 석출물의 크기와 부 

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r-O.8Sn-xNb계에서는 Zr-Nb-Fe 

와 Zr-Nb의 두 종류 석출물이 형성되며 석출불의 크기가 0.1μm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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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금셜계관점에서 내식성과 기계적 성 

질을 모두 고려할 때 Zr-(~O.8 %)Sn- (o.4 -0.8 %)Nb계의 합금을 셜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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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헬혐릎 숭훌훌체 

1. 핵분열기체 방출 억제를 위한 U02 소결체 기술 

가. 개요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 가동중인 국가에서는 우라늄 차원의 이용률 

을 높이고 핵연료 주기벼를 절약하기 위해서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에 주 

력해 오고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소결체 성능 상의 우려가 되는 것은 

핵분열 기체 방출이다. 따라서 UOz 소결체에서는 핵분열 기체 방출올 억제 

하는 소결체 개발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핵분열기체 방출을 억제하는 U02 소결체 개발은 미세조직의 제어 특히 

결정 립 크기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연료 연소 중에 생성된 핵분열 

기체 (Xe， Kr)는 U02 matrix에서 원자단위의 bubble올 형성하고 이 bubble이 

결정립계로 확산하고 결정립계에 포획된 bubble들은 결정립계를 통해서 소 

결체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과정에서 핵분열 기체 원자가 결정립계 

도달하는 과정이 율속반웅이 된다. 따라서 핵분열 기체 방출올 억제하는(늦 

추는) 방법으로 결정립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제일 유력하게 대두되었다. 

결정립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는 소결온도를 높이거나 소결시간올 늘이 

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첨가물을 혼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첨가물 이옹은 UQz 격자구조에 침입하거나 치 

환하면서 격자결함을 형성하는데， 이온의 확산은 격자결함의 농도에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첨가물을 이용한 소결체의 결정립 확대에 대한 연구 개발 

은 거의 모든 핵연료 회사와 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첨가제로서는 Nbρ5， 

Ti02, Si02, Al 계 화합물이 많이 연구되었다. 첨가제의 농도는 0.02-

0.5wt% 정도이고 결정립 크기는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며 첨가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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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첨가제를 이용하면 통상척인 소결조건 (1700"<: , 

수소분위기， 2-4 시간) 에서 20-60μm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어렵 

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제조한 순수 UQz 소결체의 결정 립 크 

기는 6-8μm 이다. 

첨가물을 이용하는 기술은 약 20 년 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매우 다양 

한 첨가물에 대해서 까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산화물 뿐만 아 

니라 stearate 계 유기 화합물도 첨가하고 었다. 첨가물 함유 소결체 제조에 

서는 균질하게 분말을 혼합하는 기술올 개발하면 성형 및 소결 기술은 현재 

의 상용 제조기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첨가물을 이용하는 기술의 큰 

장점은 현재의 상용 생산 공정에 별 영향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개발 경향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핵분열기체 방출을 억제하는 

소결체의 개발은 큰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의 개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었다. 기술 현황올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 

고자 한다. 

나. 큰 결정립 U02 소결체 개발 

U02의 입자성장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세 

라믹스 분말과 마찬가지로 물질이동이 용이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결 

온도와 소결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며 비표면적을 크게 한 활성분말 

(ac디ve powder)을 이 용하는 방법 이 었다. 그리 고 U02의 화학양론적 량을 

변화시켜 U+4 이온의 확산속도를 증가시켜 입자성장을 촉진시키는 소결분위 

기 조절법과 첨가물 사용법이 었다. 

(1) 소결온도 및 소결시간 조절 

UQz의 소결은 일반적으로 O!U비를 2.00에 가깝게 맞추고 1700.C 

-36-



전후에서 3-5시간 동안 수소분위기에서 수행하며， 이 때 얻어진 소결체의 

입자크기는 6-10μm 정도이다.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올 조절하는 방법은 소 

결분위기나 첨가제를 조절하는 방법에 비하여 쉽게 소결조건을 제어할 수 

있으나， 대량생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는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이 UQz의 입자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배제하기로 하고 이 두 변수의 변화로 얻어진 몇 가지 실례만 서술 

하고자 한다. 

소결시간에 의한 U02 입자크기의 중가 예로 Tumbull[13]은 큰 결정입자 

U02의 핵분열 기체생성물의 방출올 관찰하고자 17(X)"C 에서 72시간 동안 수 

소분위기에서 유지하여 40μm의 입자크기를 갖는 U02 소결체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s디ngs[14]는 Tumbull과 같은 목적으로 1700"C에서 90 

시간 동안 수소분위기를 유지하여 27μm의 입자크기를 갖는 U02 소결체를 

얻었다. 소결온도에 의존한 예로는 Amato 등[15] 이 보고하였다. U02가 2시 

간 동안 수소분위기에서 소결되어 얻어친 소결온도에 따른 입자크기 변화는 

1450"C에서 2.35μm， 1550
0

C 에서 3.18μm， 1630
0

C 에서 5.5μm이었다. 또한 

10시간 동안 소결하여 얻어진 입자크기 변화는 1450 oC, 1550"C, 1630"C에서 

각각 4.18μm， 4.85μm， 15.33μm이었다. 즉 소결시간이나 소결온도롤 올리 

면 입자성장이 증가하며， 특히 입자성장은 소결시간 보다는 소결온도에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음올 알 수 있다. 

(2) 소결 분위기 조절 

(가) 산화성 분위기 

U02의 소결속도는 산소의 확산속도가 우라늄의 확산속도보다 

106 배나 빠르기 때문에 우라늄의 확산속도에 의해서 지배된다. U02+x는 

O!U비에 따라 U의 자기확산 계수가 달라지며， 화학양론비 (stoichi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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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이를 벗어난 잉여산소량 x에 따른 우라늄의 자기확산 계수의 변화에 대 

한 몇몇 보고들을 보면， 잉여산소량 x가 증가하면 U의 자기확산계수는 증가 

한다. 따라서 소결 중에 UOz의 O!U비를 조절하므로 UOz의 소결밀도 및 입 

자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Assmann 둥[16]은 원하는 미세구조를 지닌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OIU비를 조절하여 소결하는 경로를 선태하는 controlled sintering path를 제 

안하였다.O-U 상평형도에서 O!U비에 따른 각 영역에서 얻어지는 미세구조 

의 변화를 근거 로 UOz를 소결하는 동안 controlled sintering path를 따르면 

UOz의 입자구조 및 소결밀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Assmann둥은 3 가지 

의 소결경로를 선태하여 UOz의 미세구조 변화를 비교하였다. 

기존의 수소분위기 소결법에서는 출발 UOz+x분말(x~O.l5이라고 가정하 

면)의 O!U비가 2.15이지만 환원분위기를 유지하여 실제 소결이 발생하는 온 

도(80<)"C 이상)에서는 O!U비가 거의 2.00에 가까워지므로 소결속도가 늦어 

지고， 업자성장 속도도 감소된다. 이 경로에 따라 얻어진 소결체의 평균입자 

크기는 7μm이고， 입자크기 분포는 단일분포를 나타낸다. 한편 6oo "C 이상 

에서 U409의 단일상 영역을 통과한 소결체는 lloo.C 의 저온에서 소결하여 

도 소량의 2-3μm 크기의 업자를 제외하고는 약 25μm 크기의 업자로 구 

성된 단일 입자크기 분포를 나타낸다. 반면， UOZ+x!U4Ûg-y 공존영역을 통과 

하여 소결하면 부피분윷올 기준으로 1/3 가량은 입자크기가 2-3μm이고， 

나머지 2/3 가량은 30μm 크기 인 이중 업자크기 분포{bimodal distribution} 

를 나타낸다. 따라서 O-U 상평형도에서 UOz+x의 0.15드X드0.25 영역을 따라 

소결을 시키므로 큰 결정올 지닌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 

UOz+x 상태에서 저온 소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은 Nikusi 소 

결법인데， 이 방법은 c<가를 이용한 산화성 소결분위기를 유지하므로 UOz+x 

의 잉여산소량인 x값을 증가시켜 우라늄의 확산속도를 증가시키므로 수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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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소결하는 온도보다 낮은 1100 -125<)"C 온도에서 큰 결정올 지닌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CQz 분위기에서 소결한 후 같은 온도에서 

환원분위기를 유지하여 주면 최종 소결체의 O!U비가 2.00인 소결체를 얻올 

수 있다. Nikusi 소결법은 AUC 공정으로 만들어진 UQz 분말에 적용된다. 

(나)Nlli 분위기 

Radford 둥[17]은 NH3가 UQz의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기 위하여 NH3 분위기와 H2 분위기에서 U02를 각각 소결하여 소결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다시 H2 분위기에서 재소결하여 소결특성을 살펴보았다. 

Nlli 분위기에서 소결한 UQz의 소결온도는 H2 분위기에서 소결한 온도보다 

낮았지만， 입자성장은 1-5μm 정도 더 크게 관찰되었다. 반면 이 소결체들 

을 H2 분위기에서 재소결하면 Nlli 분위기에서 소결하였던 시편은 소결밀도 

가 약 1% 증가하였고 입자크기는 20-60μm 더 성장하였다. 반면 H2 분위 

기에 소결하였던 시편은 소결밀도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입자크기는 Nlli 분 

위기의 소결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6-9μm만 더 성장하였다. 

또한 이 들은 UQz 분말올 준비 (ADU 공정)하는 과정인 하소단계에서 

NH3와 H2 분위기를 각각 유지하여 얻어진 분말을 H2 분위기에서 소결하여 

Nlli가 U02의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경우의 소결밀도는 비 

슷하였지만， 입자크기는 NH3 분위기에서 하소한 분말올 이용한 경우가 2배 

가량 컸다. 앞의 상용분말의 경우와는 달리 하소분위기를 조절하여 얻은 분 

말은 재소결을 하여도 입자크기나 소결밀도의 변화는 매우 작았다. 

이외에도 암모니웅염올 UQz에 첨가하여 Nlli가 U02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서로 다른 암모니움염을 UQz와 각각 건식혼합하여 성형하고， 

1700 "C 에서 4시간 동안 수소분위기를 유지하며 소결하였다.Nlli 영향의 공 

통점은 Nlli가 H2 분위기에서 열분해되는 과정에서 UQz의 입자성장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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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Radford 등은 우라늄이 Nlh를 열분해시키는 촉 

매로 작용하며， 이 열분해 반웅은 발열반응이므로 국부적으로 물질이동올 촉 

진시키는 원인올 제공하여 이에 따라 입자성장이 발생하였올 것이라고 추론 

하였다. 그런데 Nlh 분위기에서 소결 혹은 하소하여 얻어진 소결체의 미세 

구조는 수소분위기에 얻어진 미세구조보다 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펼요하리라 생각된다. 

(3) 첨가물 영향 

(가) Ti02 첨가 

UQz의 소결에 미치는 Ti02 첨가 영향올 살펴보기 위하여 

Amato 둥[15]은 0.5 wt.% TiQz를 첨가한 UQz 시편을 수소분위기를 유지하 

며 1450-1630t:에서 0.5-10시간 동안 소결하여 소결밀도， 평균입자 크기의 

변화 및 마세구조의 차를 조사하였다. 1630
0

C 에서 10시간 소결한 U02의 평 

균입자크기는 약 15μm 이고， Ti02가 첨가된 U02의 평균 입자크기는 약 51 

μm으로 Ti02가 첨가되면 UQz의 입자성장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TiQz가 

첨가되면 1600 t: 이상에서 소결초기 (30분 이내)에 이미 상당량의 입자성장이 

진행되어 1600
0

C 에서는 18 μm， 1630"C에서는 21μm까지 입자가 커졌다. 즉 

Ti02가 U02에 첨가되어 소결되면 순수 U02 경우보다 입자성장이 더 많이 

발생되며， 특히 특정온도0600 "C )에서 입자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함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UQz 입자성장의 온도의존 경향은 Ainscough 등[18]에 의해서 

도 보고되었다. 이들은 Ti02의 첨가량올 0.03-0.33 wt.%까지 변화시키며 

1550oC, 165{)"C , 1750
0

C 에서 수소분위기를 유지하며 소결한 결과， 입자크기의 

변화를 보면 1650
0

C 와 1750t:에서 소결초기o시간내)에 이미 25μm 까지 

입자성장이 이루어졌으며， 1550
0

C 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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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입자크기 변화의 온도 의존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올 알 수 있 

다. 1550"C 에서는 가장 적게 첨가된 0.03 wt.%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 

한 경향을 지니며， 소결시칸에 따라 입자크기가 변화하였다. 반면 1650"C 및 

1750"C 에서 소결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소결초기의 입자성장이 첨가량에 

따라 예외인 경우가 발견된다. 즉， 1650 "C 이상에서 소결하면 0.07wt.%를 첨 

가한 경우까지는 입자크기의 변화가 1550"C 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는 반면 0.13 wt.% 이상이 첨가되어야 소결초기에 입자성장 속도가 커진 

다. 또한 0.13 wt.% 보다 많은 양의 Ti02가 UOz에 첨가되어도 입자크기 변 

화의 경향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TiOz를 첨가한 UOz의 입자 

성장은 소결온도에 따라 입자성장의 경향이 달랐으며 이 경향은 TiOz의 첨 

가량에 따라 다시 변함올 알 수 있다. 

한편 소결분위기가 TiOz 첨가 UOz 소결체의 입자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의 수소분위기 1650"C 에서 소결한 시편들과 같은 첨가량 

올 지닌 UOz 시편들을 CO/C02 분위기에서 같은 조건으로 소결하였다‘ 수 

소분위기의 결과와 같이 첨가량이 0.13 wt.% 이상에서는 소결초기에 입자성 

장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0.13 wt.% 보다 많은 첨가량에서도 첨가량에 따른 

입자크기 증가 속도가 수소분위기에서와는 달리 계속 증가함올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Aniscough둥은 U02의 입자성장에 미치는 TiOz의 영향 

올 다옴과 같이 설명하였다. 

UOz의 입자성장이 체적확산에 의해서 비롯되면 U 이온의 자기확산계수 

는 O/U 비에 의하여 결정되며 O/U비가 2보다 클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UOz+x 일 때가 UOz에 비하여 U 이온의 물질이동이 활발하며， 입자성장 및 

소결이 촉진된다. 그런데 이 O/U버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인자는 소결분위 

기， 첨가물의 양이온의 왼자가 및 첨가물의 양 동올 들 수 있다. 아울러 Ti 

이온도 여러 가지 원자가를 가지므로 비화학양론비 (non -stoichi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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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를 지년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소결분위기에 따라 U02가 U02:!:x 

가 되듯이 Ti02는 TiOz-x(Ti305 혹은 TizÛ3)가 형성된다. 

Ti02 첨가량이나 소결분위기에 따른 입자성장의 변화는 UOz에 대한 

Ti02의 용해도 및 U02와 Ti02의 공융액상에 의해서 셜명할 수 있다. 용해 

도 한계까지 TiOz가 U02에 고용되면 UOz의 입자성장은 증가하게 되며， 이 

는 U02 내에 공공(vacancy)이 증가하게 되어 U 여온이나 산소이온의 확산 

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Ti02의 U02에 대한 고용한계는 약 0.03 mol.%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UOz :!:x와 TiOz-x의 화학양론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수소분위기에서 TiOz 첨가 UOz를 소결하면 Ti02는 Ti02 • x 상 

태로 UOz에 첨가될 것이고， CO/COz 분위기에서 소결하면 TiOz가 U02+x에 

첨가된 상태가 되므로 디tania의 고용한계는 변하게 된다. 소결온도 및 TiOz 

의 첨가량에 대한 결과에서 보면 0.07-0.13 wt.%에 고용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고용한계 이상의 Ti02는 입계에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CO/COz 분위기에서 소결한 결과를 보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하여 

입자크기는 커졌다. 이는 고용한계가 수소분위기에서 소결할 때 보다 더 많 

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UOz+x에 TiOz가 용해되는 양이 U02에 TizÛ3 

와 TÍ3Ü5가 용해되는 양보다 많다고 판단된다. 한편 U02와 Ti02간에는 공융 

액상이 형성된다. 따라서 공융액상이 형성되는 온도 이상에서 소결을 하면 

소결초기에는 입자성장이 U02에 고용된 TiOz의 영향올 받지만 공융액상이 

형성되면 이에 의해 입자성장이 빨라진다. 이 공융액상의 형성온도도 Ti02-x 

와 UOz :!:x의 화학양론비 에 영 향을 받게 된다. Arthur 둥[19]은 U02-TiOz 공 

융온도를 1645.C 라고 보고하였으며， Manojlovic 동은 아르곤 분위기에서 

UOz-Ti02를 소결하여 1400.C 에서 공융액상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Ti02-U02를 수소분위기로 1600.C 이상에서 소결했을 경우 Ti02가 0.13 

wt.% 이상 첨가되어 관찰된 입자크기의 변화는 공융액상에 의해 지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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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07wt.% 이하의 입자크기 변화는 공융액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고용된 

첨가물에 의해 입자크기 변화가 지배되었다고 생각된다. 

(나) NbzOs의 첨가 

Nb은 핵분열 생성물 중의 한 원소이며， U02 소결체의 연화 

(softening)가 기대되는 물질이라는 점과 함께 U02 입자성장에 영향을 미치 

므로 Nbz05 첨가 UOz 소결체 제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었다. 

Assmann 퉁[2이은 Nb205가 첨가된 U02의 소결에 소결분위기의 산소분 

압이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기 위하여 1750 "C 에서 환원분위기와 산화분위기 

를 유지하며 각각 소결하였다. 소결체의 입자크기는 Nbz05 첨가량과 소결분 

위기의 산소분압에 따라 2-50μm 이었으며， 기공구조는 단입입자크기 분포 

를 지녔고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었다. Nb205와 UOz간에는 소결분위 

기의 산소분압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었지만 서로 고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bz05 첨가 UOz는 저온에서는 입자성장에 따른 creep 속도의 감소 

가 발생하였고， 고온에서는 취성파괴가 관찰되었다. Aniscough 퉁도 0.5 

wt.% Nbz05를 UOz에 첨가하여 입자크기가 70-75μm 되는 소결체를 얻었 

다. 

(다) MgO의 첨가 

Sawbridge 등[21]은 MgO를 첨가한 소결체를 제조하여 조사시 

험을 수행하였다.5 mol.% MgO를 첨가한 UOz 소결체는 평균입경이 -35μ 

m 이었으며， 약 0.8 mol.%의 MgO가 UOz와 고용체를 형성하고， 나머지는 

입계에 침전됩올 관찰하였다. Ainscough 등은 0.75 wt.% MgO를 첨가하여 

30-35μm의 입자크기를 가진 U02 소결체를 제조하였으며， 이 소결체의 열 

전도도를 1200.C 까지 측정한 결과 순수한 UÛ2만의 열전도도에 비하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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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열전도도가 크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작았다. 

Rigby는 U02의 O!U비와 MgO의 고용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U02가 

hyperstoichiometry 상태일 때만 MgO가 고용되며， MgO가 고용된 정도에 

따라 입자성장이 더 많이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마)A1 계열 화합물 

Lay[22]는 UÛ2-Al2Û3 상평형도를 근거로 하여 UÛ2를 액상소결 

하였다. O.5wt.% Al2Û3가 되도록 Al(N03h를 정량 첨가하여 9O()"C 에서 열분 

해시키고， 공용액상의 형성온도 (1915 :t 15 "C, 76 mol% Al2Û3) 보다 높은 

1960-22oo"C 에서 수소분위기를 유지하며 소결하였다. 이 때， A1203는 UÛ2 

에 미량 용해된다. 순수한 UÛ2를 21oo'C 에서 1.5 시간 소결하면 입자크기가 

45 μm인 반면， A12Û3를 첨가했을 때는 1960"C에서 15 분 소결하면 입자크 

기는 50 μm， 21oo'C 에서 1 시간 소결하면 업자크기는 100μm， 22oo"C에서 

3시간 소결하면 180μm로 입자가 성장하였다. 

顧原昇 등[23]과 龜井裝信 등[24]은 U02와 Gd2Û3-UÛ2에 Al 화합물율 Al 

양을 기준으로 0.001-0.07 wt.% 만큼 첨가하여 입자성장올 관찰하였다.A1 

화합물로는 Alz03, Al (OHh. Al-oleate, Al-pa1mitate 및 Al-stearate를 선 태 

하였으며， 1700-1SOO'C 에서 수소분위기를 유지하며 소결하였다. 소결체의 소 

결밀도는 이론값의 95-96 %정도 이었으며， 업자크기는 순수한 U02 만의 경 

우에 비하여 4 배 정도 큰 35-40 μm 정도이었다. 한편 ]entzen 등[25]은 

A1-stearate를 0.1-0.4 wt.% 첨가하여 순수한 U02 만의 경우에 비하여 2-

5μm 정도 입자성장이 더 커진 UÛ2 소결체 제조를 보고하였다. Al 화합물 

중에서도 유기금속화합물 (organometa11ic compound) 인 ADS는 유기성분인 

stearate가 윤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Al 화합물에 의한 UÛ2 소결체의 입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개기공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steara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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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성에 의한 핵연료의 양산시 성형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첨가한 유기금속화합물로는 stearate 이외에도 윤활제 

Oubricant)로 많이 이 용되 고 있는 이eate， pa1rnitate와 같은 유기 물의 화합물 

인 Al-oleate 와 Al-palrnitate 도 첨가하였다. 

입자성장과 함께 creep 특성이 향상된 UÛ2 핵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시 

도는 Lay 둥[26，27]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Al 화합물로서 비정질 

a1urninosilicate t..f magnesium a1uminosi1icate를 UOz에 0.1-1.0 wt.% 첨 가하 

여 1않0-1800't에서 wet Hz 혹은 CO/COz 분위기를 유지하며 소결하였다. 

소결체의 입자크기는 20 μm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첨가된 유리상이 UÛ2 

입자를 둘러싸므로 향상된 크립특성을 얻올 수 있었다. 한편， Rigby 동[28] 

은 U 이용이 원자가에 따라 이온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UÛ2의 화 

학양론비올 조절하여 Al 아온이 UOz 업자 내에 고르게 분산되어 핵분열 기 

체 생성물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소결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AI 이온의 

공급원으로는 Alz03를 선택하였으며， 0.15-3.3 wt.%를 첨가하였다. 소결은 

1400-1600 "c 에서 산화분위기로 하고， 계속하여 12oo-1400 't 에서 수소분위 

기로 환원시켰다. 

다. 기술현황 평가 

첨가물 함퓨 소결체 제조에서는 균질하게 분말올 혼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성형 및 소결 기술은 별 영향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그렇지만 첨가물 함유 UÛ2 소결체는 노내외 시험올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 

해야 하므로 개발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소결분위기를 조절 

하는 기술은 기존의 UOz 소결체에 대한 노내외 시험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상용 소결공정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큰 결 

정립 소결체가 지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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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 

가.개요 

원자로섬에서는 주기초의 잉여 반웅도를 삭감하기 위해서 가연성 

홉수물질 (Bumable Absorber)이라 부르는 중성자 홉수 단면적 매우 큰 물 

질올 핵연료 집합체 내에 장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 

올 높이기 위해서 노섬의 운전 주기가 계속 길어지는 한면 핵연료의 경제성 

을 높이기 위한 중성자 저누출 노섬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노십 전략에 맞추 

어 노심의 반웅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BA 소결체의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 새로운 BA 소결체는 주기초에 반웅도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주 

기말에는 반웅도 pena1ty를 갖지 않아야 하며， 출력챔두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BA 물질을 창출하고 BA 물질올 소결체 표면에 코 

탱하고 그리고 BA를 UQz와 고용체로 만드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홉수재는 핵연료 집합체에서 U02 핵연료봉과 분리해서 특정위치에 

만 사용하거나 U02 핵연료봉과 일체로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29]. 

분리 형 (heterogeneous)으로 사용되었던 물질은 boron 함유 glass, B4C, 

AbÛ3-B4C. Ab03-Gd203가 있고 이 중에서 Ab03-B4C 만이 현재에도 사용 

된다. 분리형은 일체형 (homogeneous)에 비해서 잔류 penalty가 크고， 중성자 

경제성이 나쁘며， 장전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서 일체형 가연성 홉수재 

의 개발이 훨씬 활발하다. 일체형에서는 U02 와 홉수재를 균질하게 혼합해 

서 이 용한다. 1960년 대 말에 UQz에 B4C 동의 boride 를 균질 하게 첨 가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3이. 소결분위기를 argon, H2, C02, CO/C02 로 다양 

하게 변화시키면서 U02-1 wt%B4C 에 대해서 1300 - 1600.C 온도로 소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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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올 실시한 결과 소결밀도가 너무 낮았고 boron 이 산화되면서 휘발해서 

pellet의 boron 양올 조절하기 매우 어려웠다. 환원성 분위기에서 소결하더 

라도 U02 분말의 잉여 산소와 (본래 O!U 벼가 약 2.10) boron 이 반웅해서 

B20.3 를 형성하여 휘발하였다. 이와같은 제조상의 이유로 UQz-B4C 에 대 

한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병행해서 UQz-Gd203 가 BWR 에 사용되었고 이 후 PWR 에도 이 

용되므로써 현재 UQz-Gd20.3는 가연성 홉수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질 

이다.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 은 최근에 Gd20.3 대신 Er에3 를 사용 

하기 시작했으며 [31]， Westinghouse 는 UQz 소결체 표면에 ZrB2 를 코팅한 

가연성 홉수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321 현재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에서는 UQz-Gdz03 와 Alz03-B4C 두가지 형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어봉으로 사용되는 중성자 홉수재는 다루지 않고 가연성 

홉수재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연성 홉수재의 연구개발이 UQz-Gdz03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물성， 제조， 원자로 

내 성능올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나. UQz-Gdz03 pellet 

(1) 제 조 

UQz에 소량의 Gd20.3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성형， 소결 공정올 통 

해서 제조하므로 혼합 공정을 제외한다면 UQz-Gdz03 소결체 제조공정은 

UQz의 경우과 거의 같다. U02-Gd20.3 소결체 제조에서 분말의 혼합 공청은 

소결체 안에서 Gd의 균일한 분포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UQz 분말 

의 경우 방사선 안전 때문에 습식 혼합은 배제하므로 건식 혼합 만이 가능 

하다. 

분말의 혼합은 일반적으로 혼합하려는 분말의 업자크기， 형상에 크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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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 분말의 입도가 서로 차이가 크고 형상이 매우 불규칙할 경우에 

는 단순한 혼합만으로는 균질한 혼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분말특성에 맞 

는 혼합기술이 필요하다.UÛ2 분말과 같이 비표면적이 크고 분말의 유동성 

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단순혼합에 의해서는 입자의 웅집 (agglomeration) 을 

피할 수 없어서 분쇄 (rrúlling) 를 이용해서 분말을 혼합한다[33]. 그런데 

AUC 공정으로 제조한 UÛ2 분말은 유동성이 탁월해서 [34，35] Gd2Û3 분말과 

단순히 혼합해도 성형， 소결이 가능하다. 그림 2-2-1에 milling 과 단순 혼 

합올 이용한 UÛ2-Gd203 소결체 제조공정의 흐름도를 비교하였다. 균질도를 

높이기 위해서 (U, Gd)Û2 분말을 공침전(co-precipitation) 시켜서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U02 와 Gd2Û3 분말의 혼합기술 

은 분쇄방법과 단순 혼합 방법이다. 혼합된 분말을 성형(성형밀도 50% 

T.D), 소결(1700 "C 이상， 수소분위기， 2-4 시간) 해서 UÛ2-Gd2Û3 소결체를 

제조한다. 현재 Gd2Û3 함유량은 약 10 wt% 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 분쇄에 의한 UÛ2 및 Gd2Û3 분말혼합 

분쇄는 분말의 성형성 및 소결성올 높이기 위해서 자주 이용 

되는 공정이지만， 여기서는 UÛ2 분말이 건식 공정이나 ADU 공정으로 제조 

되었을 경우 Gd2Û3 분말과의 혼합을 균질하게 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우선 

공정흐름을 보면 (그림 2-2-1 참조)， U02 와 Gd203를 1:1 로 master 

mixing 시키고 다시 GψU 비를 맞추기 위해 UÛ2 분말을 적절히 혼합시킨 

다음 milling 과정을 거치면서 소결성 및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입자크기를 

최소화 시키고 재혼합한다. ADU 공정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가공 공정 

올 거친 후 소결된다.[33] 

Master mixing 이나 GφU 비를 맞추기 위한 2차 혼합과정은 전부 

V -cone blender 를 사용하고 master mixing 은 4시간 동안 수행되며， 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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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다 Intensifier bar 를 작동시 키 고 master mixing 이 끝난 다음 2차 분 

말 혼합은 2시간 동안 수행된다. U02 와 Gd2Û3 의 분말 혼합이 끝난 다음 

milling 공정은 ball mill 이나 jet mill이 이용된다. ]et mill이 milling 속도가 

빠르고 분말의 소결성이 높고 또한 ball mill 보다는 airbone particle의 제어 

가 용이하다. 압분성을 더 높이기 위해 분말혼합과 milling 전에 0.5 wt% 

의 synthetic wax 가 첨 가된 다. 

(나) 단순 혼합 방법 

AUC 공정으로 부터 제조된 U02 는 여타 분말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UÛ2 분말보다 탁월한 유동성올 지니고 있다. 이것은 UÛ2 ex-AUC 

가 바표면적이 5.51: 0.5 m2jg 이고 crystallite size 가 0.1 μm 이면서도 평 

균 업도크기가 20 μm 이며 원래 AUC 의 결정구조가 monoclinic 이지만 

제조과정 퉁에서 코너와 edge가 마모된 매우 퉁근형의 입자를 지니기 때문 

에 다른 분말제조에서는 얻올 수 없는 독특한 분말 특성올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36]. U02 분말의 높은 유통특성 때문에 단순 분말 혼합에 의해서도 

U30S 이나 Gd2Û3 같이 거의 유동성이 없는 분말과 무게바로 20% 까지 혼합 

이 가능하며， 특히 현재 상업적인 규모로서는 batch 당 2，아)() kg 까지 제조 

가 가능하다 [37]. 

최근에 tubular mixing 방법이 개발되어 master mixing 과 homogenizer 

로 이어지는 2단 분말 혼합법이 개선되어 master mixing 올 생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제조된 분말의 압분과 소결 특성을 보면 전통적으로 AUC 

공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압분시 윤활 역할올 위해 필요시 되는 첨가제는 사 

용되지 않고 단지 die 벽에 stearic oil을 코탱 시켜준다. 따라서 dewaxing 

step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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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침법에 의한 (Gd, U)Ox 분말제조 

일반적으로 (Gd, U)Ox 분말을 공침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은 여 

러공법들이 제시 될 수 있으나 UQz 분말제조로 이미 잘 알려진 공정인 

AUC 및 ADU 공정을 통해 공침법이 개발되었다. AUC 공정에 의한 공침 

법은 AUC 공정올 개발한 독일에서 역시 개발되었으며 ADU 공정에 의한 

(Gd, U)Ox의 공침법은 일본， 호주퉁 여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다. 비록 공침 

법에 의한 (Gd, U)Ox 분말이 해연료로서 상업화는 되고 있지 않으나 Gd의 

균질성을 높여 주는데 기대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계속적인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AUC 공침공정에 의한 (U. Gd)Ox 분말제조에 관한 개략도를 그렴 2-2-2 

에 나타냈다[38]. AUC 공정에 의거 (U, Gd)Ox 공침분말제조 방법은 AUC 

공정에 의한 UQz 분말제조 공법과 동일하다. 다만 UQz 분말제조 공정중 

중간 화합물인 AUC 제조시 우라늄과 동시에 Gd 화합물을 주입한다. 공침 

공정은 크게 4공정으로 나누어 가청 A(U, Gd)C 공침분말 제조공정， 건조공 

정， 배소 및 환원공정， 안정화 공정으로 분류된다. Nfu와 C02 gas 로 침전 

조내의 용액을 포화 탄산 암모니아 용액으로 만든다. 이때 침전조내 온도는 

60 pH 는 9 정도이다. 사용되는 UN 용액의 우라늄 농도는 U02 분말제조 

시 사용되는 400 - 420 g-U/l 가 사용되고 Gd(N03h 는 용액 상태로 UN 

용액과 동시에 침전조에 주입된다. 이때 사용되는 Gd(N03h 의 양은 Gd/U 

비에 맞추어 사용한다. UN 용액과 Gd(N03h 용액의 주입이 끝나고 pH 

는 8.2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며 유동도 높은 분말제조를 위해 계속 침전조내 

의 slurry 를 외부 순환시키면서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건조는 AUC 분말 

건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된다. 배소， 환원 및 안정화 공정 역시 AUC 

분말제조시와 동일하다. 이렇게 제조된 (U,Gd)02 분말의 성형 및 소결은 

UQz 분말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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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공정 및 소결체의 특성 

소결은 UOz-Gcb03 소결체 (pellet)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U02-Gcb03 소결체는 UOz 소결체를 기초로 껄계 

되었기 때문에 technica1 specification 이 상당히 유사하다. 소결체의 밀도， 

결정립 크기， 수분， 함량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소결체의 밀도는 95%TD 

1.5%, 결정 립 크기는 6때l 이상， 수분은 10 ppm 이하이다. U02-GcbÛ3 에서 

는 추가로 미세조직에서 Gd의 농도분포가 균일해야 하며， free Gd써3 의 입 

자크기는 50μm 이내로 규제된다. 이러한 소결체의 규제값들은 핵연료봉의 노 

내성능， 손상， 파손 (failure)경험으로 부터 확립되었다. 소결체의 성질과 핵 

연료 노내성능과의 관계를 표 2-2-1에 정리하였고[39] ， 예를들어 셜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결밀도가 낮으면 작은 기공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핵연료 연소중에 중 

성자와 온도효과 때문에 작은 기공들이 소멸하면서 치밀화가 다시 일어난다 

(in -reactor densification)[ 401. 이 경우 소결체의 길이가 감소하여 fuel stack 

에 빈 공간이 생겨서 피복관이 안쪽으로 변형하면서 파손될 수 있다. 이러한 

파손은 1970년대 초에 상당히 발생했고[411， 그 후 소결밀도의 하한치를 규 

제하게 되었다. 반면에 소결밀도가 너무 높으면 핵분열 기체인 Xe, Kr 이 

수용될 공간이 줄어들고， 또한 swelling을 수용활 공간이 소결체 안에서 감 

소하기 때문에 소결체의 노내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는 핵분열 기체의 방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핵분열기체인 Xe, Kr은 235U의 핵분열에 의해서 생성되고 확산에 의혜서 

결정립계 (grain boundary)로 이동하고 결정립계를 따라서 빠르게 확산하여 

소결체 밖으로 방출된다. 이 방출용이 너무 높으면 핵연료봉의 압력이 높아 

져서 결국 핵연료봉의 파손올 초래한다. 따라서 핵분열 기체방출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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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정립을 성장시키는 것이다Ul 반면 

에 결정립이 너무 크면 기계적 성질이 나빠진다. 소결체에 함유된 수분은 

핵연료 연소중에 지르칼로이 피복관올 hy마iding 시킨다. Hyφiding 된 피복 

관은 부펴팽창이 발생하면서 파손된다. 소결체의 수분 홉착은 대부분 대기 

중 저장에서 일어나며 소결체의 밀도가 낮고 개기공이 많올수록 수분함량이 

높아진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결체의 규제치는 핵연료봉의 파손과 깊은 관 

계가 있느데 이러한 규제치의 대부분은 소결공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만족 

시킬 수 있다. UOz에서 소결공정은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부터 완전히 

확립된 단계에 었다. UQz의 소결조건은 1650 - 1700.C 의 옹도로 수소분위 

기에서 2 - 4 시간 소결한다. 실제로 생산현장에서는 push type 의 소결로 

가 사용되며 수소기체를 UOz 성형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흘려준다. 

소결 외에 가열 및 냉각까지 포함하면 소결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약 24시간 

이다. 

UQz-Gdz03 는 UQz 보다는 소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 

셔 소결온도는 UÛ2 보다 높은 1700 - 1750 "c 이다. 그리고 Gd 의 균질도 

를 높이기 위해서 소결분위기의 산소분압올 약간 높이거나 소결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보완 이외에는 UQz 소결에서 개 

발된 거의 모든 기술이 U02-Gd써3 소결체 제조에 그대로 이용된다. 

(마) 소결 연구 

U02 에 GdZ03 가 첨가되면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되는 U02 와 Gd써3 분말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차이가 있는 

데 ex-AUC UOz 와 Gd씨3 분말을 직접 혼합해서 소결할 경우 소결밀도의 

감소가 현저하며 두 분말을 분쇄하면 밀도감소가 크지 않으며 공침전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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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올 사용하면 밀도감소는 거의 없다[42]. Ex-AUC U02 분말을 Gdρ3 분 

말과 직접 혼합해서 소결했을 때 소결밀도 감소를 그림 2-2-3에 보였다[43]. 

적절한 소결밀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 중인데 Siemens는 

Al 을 100 ppm 청도 doping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첨가물로는 Nln05 와 Ti0 2 가 알려져 있다. 

소결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결조건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lloo "C 약산 

화성 분위기에서 소결하고 다시 17oo "C 수소분위기에서 소결하는 방법이 있 

고[44] ， Gd2Û3 는 약 12oo"C에서 BCC 구조에서 monoclinic 구조로 상변태 

하며 이 때 격자 수축이 발생한다‘ 소결 중에 상변태가 발생하면 소결체에 

기공이 형성되므로 소결밀도가 낮아진다. 이것올 방지하기 위해서 Gd203 분 

말을 12oo "C 이 상에 서 열 처 리 하여 BCC 에 서 monoclinic 으로 상변 태 시 킨 

후 상온으로 냉각하여 사용하면 소결밀도와 Gd 의 균질도가 높아진다고 알 

려쳐 었다[45]. 

UÛ2 와 UÛ2-Gd203 계의 소결거동은 차이가 있는데， 수소분위기에서 온 

도를 올리면서 dilatometer로 측정한 성형체의 수촉을 그림 2-2-4에 나타냈 

다[461 12oo 0C 까지 의 수축은 U02와 UÛ2-Gd2Û3 가 유사하지 만 그 이 상의 

온도에서는 UÛ2-Gd203 의 소결이 지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축올의 변 

화를 보면 U02의 경우 12oo 0C 근처에서 최대 속도를 갖는 단일 모우드를 

보이는 반면 U02-Gd203 는 이중 모우드를 나타낸다. x-선 회절분석의 결 

과 소결이 지연되는 온도구간에서 (U, Gd)Û2 의 고용체가 형성된다고 알려 

졌고， 따라서 소결 지연은 고용체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산화성 분위기에서 

도 UÛ2-G~Û3 의 수축율이 이중 모우드를 보이고 소결분위기 중의 산소분 

압이 증가 할수록 모우드 값이 저용으로 이통한다[47]. 즉 산소분압이 높을 

수록 저용에서 소결과 고용체 형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용체 형성이 쉽 

게 되어 Gd의 균질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산소분압이 너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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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2-5wt%G<h03의 경우 -280 kl/mole) 소결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때 

미세조직에서 큰 기공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기공의 형성원인은 아직 분명 

치 않다. 

U02-Gd203 소결 체 의 결 정 립 (grain)은 수소분위 기 에 서 는 2μm 크기 이 고 소 

결분위기의 산소분압이 증가하면 결정립이 현저히 중가하여 15Jl1I1 까지 얻을 

수 있다. UÛ2-Gd203 의 소결 mechanism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48] , 

UÛ2-lOwt% Gd203 에서 초기 소결단계에서 결정입계를 통한 확산이 주 

mechanism이고 이 때 구한 확산계수는 UÛ2-lOwt% Gd2Û3 가 UÛ2의 약 

1/10 정도이고 활성화에너지도 더 크다. 

UÛ2-Gd2Û3 계에서 물질의 확산은 고체 결함과 관계가 깊다.UÛ2 와 

UÛ2-Gd203 에서 고체 결합은 cluster1.f complex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간단한 이혜를 위해서 단순한 점결함 만올 가정하여 종류를 구별 

한 것을 예를들어 해설한다 [49]. U02 격자에 Gd203 가 치환 또는 침입할 

때 형성될 수 있는 격자 결함올 강환원성， 환원성， 산화성 분위기로 나누어 

분류하면 9가지 결함이 존재 가능하다. (표 2-2-2 참조) 

강환원성 분위 기 에 서 는 U4
+ 이 온의 산화가 어 려 워 서 산소공공(vacancy) 

이나 Gd3
+ 이온의 일부가 침입형으로 폰재해서 전기적 중성 조건을 맞춘다. 

또한 Gd3
+ 이온보다 아주 적은 수의 U5

+ 이온이 형성되고 동시에 산소공공 

이 형성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case 1 : Gd2Û3 ~ 2Gd ’u + 300 + Vo" 

case 2 : 2Gd203 ~ 3Gd’u + Gdt + 600 

case 3 : Gd2Û3 ~ 2Gd' u + Uu ' + 300 + 1/2Vo ' 

환원성 분위기 (통상 소결 조건)에서는 Gd3
+ 이온이 치환하는 만큼 U5

+ 

이용이 형성되거나， 산소이온의 interstitial 이 형성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case 4 : Gd2Û3 + 1/2Û2(g) ~ 2Gd' u + 2Uu '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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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 Gd2Û3 + 02(g) ~ 2Gd' u + 4Uu' + 400 + 0/' 

산화성 분위기에서는 Gd3+ 이온이 치환하는 양의 1/2 만큼 lf+ 이온이 형 
성되거나， 더 많은lf+ 이온이 형성되고 산소 interstitia1 이 동시에 형성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case 6 : Gd203 + 1/202(g) ~ 2Gd’u + Uu" + 400 

case 7 : Gd떼'3 + 02(g) ~ 2Gd' u + 2Uu" + 400 + Oj" 

Case 8과 case 9은 U5+ 와 lf+ 가 공존하는 경 우를 가정 한 것 이 다. 

(바) U{)z-Gd2Û3 소결체의 균질도 

U{)z-Gd203 소결체에서 Gd 의 균질도는 핵연료의 성능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결체 안에 UQz. GdZ<h (U, Gd)Qz 의 3상이 공존하면 

각각의 열팽창이 달라서 소결체에 미세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UQz-GdzÜ3 생산초기에 생산현장에서 자주 발생했었다. 또한 free Gd2Û3 가 

존재하면 핵적 성능이 달라져서 처음 셜계한 대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GdZ03 입자 크기는 약 50 μ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Gd 의 균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에 상당히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미세조직 상에서 Gd의 균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olor 

etching에 의한 방법， EPMA, 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U{)z -GdZ03 소결체에는 균질도가 다른 4형 태가 가능하다[50] (그림 

2-2-5 참조). 첫번째 유형은 100% 고용체를 의미하며， 두번째 유형은 불균 

일한 고용체에 GdzÜ3 입자가 공존하는 미세조직올 나타내며， 세 번째 유형 

은 불균일한 고용체에 U{)Z 와 Gdz03 입자가 공폰하는 미세조직올 나타내며 

네 번째 유형은 U{)z matrix 에 불균일한 고용체 그리고 Gd203 가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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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조직올 보여준다. 열전도도 관점에서는 네 번째 유형이 가장 좋은 열전 

도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다른 재료성능은 나빠질 수 있다. 따 

라서 첫 번째 유형같은 100% 고용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UÜz-Gdz03의 균질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분말제조시 공침전시켜서 (U, 

Gd)Üz 분말을 제조해서 소결하는 방법이 제일 우수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소 

결분위기의 산소분압을 높이는 것이 유력하다. 

(2) 물성 

(가) 열전도도 

핵연료의 열전도도가 나쁘면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이 

냉각수까지 빨리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의 온도가 상숭하게 된다. 핵 

연료의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핵연료의 재료 성능이 열화되기 때문에 핵연 

료의 수명올 단축하게 된다. 따라서 UÜz-Gdz03 에서 열전도도는 가장 중요 

한 물성이다. 일반적으로 U02 와 같은 dielectric ceramic 재료에서는 열전 

도도는 저 온에 서 는 phonon conduction 고온에 서 는 electronic conduction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핵연료는 1200 "C 이하이기 때문에 핵연료료의 열 

전도도는 phone conduction에 의 한 것 이 다. 이 경 우 열 전도도는 다음식 으로 

표현된다. 

K(T) = Cp(T) • V(T) • r(T) • p(T) = Cp(T) • a(T) • p(T) 

여 기 서 Cp(T) : 단위 부피 당 specific heat capacity 

V(T) : phonon 속도 

r(T) : mean free path 

a(T) : thermal diffusivity 

p(T) : 밀도 

핵연료의 밀도는 통상 95% T.D를 가정 하므로 열전도도 À95 값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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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시된다. 즉， 

À95 = 0.875/0 -2.5P) À 이 며 

P=!-p/Pth 이다. 

UOrGd203 의 열전도도를 thennal diffusivity, 열용량， 밀도에 대한 data 

로부터 구하면 그림 2-2-6와 같다[51]. U02-Gd2Û3 고용체 의 열 전도도는 

U02 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그리고 Gdz03 농 

도가 높아 질수록 열전도도가 감소하였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U02 와 

UÛ2-Gd203 와 열전도도 차이는 감소하였다. 온도증가에 따라서 열전도도 

가 감소하는 이유는 lattice scattering 에 의해서 mean free path 가 감소하 

여 thennal diffusivity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Gdz03 농도가 높아지면 

U5+ 또 lf+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러한 결함 때문에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온도에 따른 변화 그리고 Gd203 농도에 따른 변화가 

thennal diffusivity 변화와 매우 유사하여 UÛ2-Gd써3의 열전도도는 thennal 

diffu si vi t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U02-Gdz03 소결체의 격자상수와 이론밀도 

(U , R)02, (R=Nd, Eu, Gd, Y) 고용체 에 서 측정 한 격 자상수를 

그림 2-2-7에 보였다[52]. R 첨가량이 커질수록 격자상수가 직선적으로 감소 

한다.R 이온의 크기가 U4+보다 크므로 양이온 격자에 큰이온이 치환되어도 

격자상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R 이온이 첨가되면 U5
+ 이 

온이 형성되고 U5
+ 이온크기가 U4

+ 보다 작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체 가 (U4+1_2yU5+yR3+y)Û22- 로 구성 되 었을 때 격 자상수는 

a=월 ((1- 2y) r 1+ + r 합 -2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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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월 ( r 합 +r 함 -2r 섣) 

따라서 그림 2-2-7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이온반경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고 

U5+를 가정했올 때 일치하였다. 

(U, Gd)Û2-x 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격자상수가 증가한다. 즉 음이온 격 

자의 공공의 수가 증가할수록 격자상수가 증가한다. 이것은 산소공공의 크기 

가 산소이온보다 크기 때문이거나 [52] , 산소 공공의 농도가 증가해서 U5
+ 

이온의 농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49] U02-Gd203 고용체에서 이론밀도는 

실험적으로 구한 값올 이용한다[49]. 

T.D=1O.962-3.485 X 10-2 
X Gdz03 wt% 

다. 기술현황 평가 

UÛ2-Gd203 핵연료에서 제조상의 문제점은 Gd203 농도가 높아질 수 

록 커지기 때문에 이것올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의 

방향은 분말 혼합기술 및 소결기술의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었다. 제조 

기술과는 별도로 노심내에 중성자 속을 조절하기 위해서 UOzlGdz03 봉의 

수， 또는 하나의 봉내에서 길이 방향으로 Gd203 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퉁 

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24 개월 주기 노심 운전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BA 

물질외에 다른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록 같은 BA 물질을 사용하 

더라도 함량이 높아지고 노심 내에서 배치방법이 변하게 된다. 이 경우 지금 

까지 알려진 소결기술로는 소결밀도 및 균질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소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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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늄le 2-2-1 Perfonnance-related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oxide fuels 

for light water reactors 

Properties to Perfonnance aspect 
be conσo뼈ed 

Densification Fission gas PeUet cIadding Other 야rlormance 
and swellin~ release interaction re1ated reQuirements 

Density !porosity 
Density X (X) 
O야n!closed porosity X (X)? X (e.g., hyφiding) 

Pore structure 
Spa디a1 pore distribution X 

Pore size distribution X (X) 
Grain structure 
A verage grain size X (X)? 
Grain sÎze distribution (X) X X 

Oxide phase structure 
UÛ2-Gd떼3 X X (e.g., avoiding of center 

line melting; minimization of 
inner clad oxidation) 



Ta뼈e 2-2-2 O/U 떼d O!M ratios ￥'or the different structura1 models 

Model Fonnula 
x=y Cation Anion 
y=z Lattice Lattice Interstices O/U O/M 

1. Oxygen vacancy ( U 1~z Gd ;+) 0 2-(zl2) y=O Full Defect None =2 <2 

2. Cation interstitiaI ( U 1~(3/.)z Gd !+) O2 y=O Full Full (x!4)Gd:I ' =2 <2 

3. U5
' and (U 선x-y U i+ Gd 3+) O2-I(x-y)/2I x>y Full Defect None >2 <2 

。xyg윈1 vacanCles 

4. US' ( U t~ Z- YU ~+ Gd ;+) O2 x=y Full Full None >2 =2 

g 
5. US' and (ut~ Z-yU~+ Gd;+ 02+[(y-치121 x<y Full Full [(y-X)!2]02 >2 >2 

anion interstitial 

6. tf' (U 선(3짜 U~+ Gd ;+) O2 z=x12 F띠l Full None >2 =2 

7. tf‘ and (U 선z-z U ~+ Gd ;+) 02+z-(r/2) z>x12 Full Full [Z-(x!2)]02 >2 >2 

anion interstitiaI 

8. US' and tf' (U ↑ ~z- y-z U ~+ U ~+ Gd !+) O2 x=y+2z Full Full None >2 =2 
y=2z 

9. if‘，앤‘ and ( U t~z-v-z U ~+ U ~+ Gd ;+) 0 x>y+2z Full Defect None >2 <2 l-z-y-zU z U y VU z I V2-[(z-y- 2z)12J 

oxygen vacanCles y~2z 



Fig. 2-2-1. Flow di월ram of UOrGcb<:>:J 뼈le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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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NO,)3 U02(N03)2 

Preci빼하뻐1 

(U , Gd)Ol 

Fig. 2-2-2. F10w diagram of (U, Gd)Ü2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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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Type2 

Type3 

100% (U.GdIOγUniform 

1()()'l(, (U.GdI0 1.Nonuniform. + Gd10 l Particles 

Y% U01 in X% (U.Gd)O].Nonuniform Matrix 
+ Gd10l Particles 

흉훌 

쫓￡잉 

U0 1 

(U.Gd)Ol 

Gd 20 J Particle 

Y% (U.Gd)OγNonuniform in X% UO] Matrix 
+ Gd 20 l Particles 

Fig. 2-2-5. Gadolinia pellet structures li멸>Tesenting 

various types of hom앵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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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염훌훌 냉각성볼 및 이뿔절여과 A게끊: c그 c그 

1. 핵연료 다발에서 유통구조 연구 

가.개요 

냉각재가 봉다발 사이로 흐를 때 수로에서의 온도 분포 예측을 

위한 유통장 해석은 혜연료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 반적 으로 부수로해 석 <subchannel ana1ysis) 방법 에 의 해 국부적 유통 조건 

올 계산하고 있다. 이 분석은 각 부수로 제어체적 내의 유동 특성은 동일하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인접 수로 간의 상관관계는 교차류 혼합 상관식 

(cross flow mixing correlation)에 의해 연결된다. 그러나 이 혼합 상관식은 

기하형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이지 못하다. 봉다발에서의 난류 

유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이러한 유동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자분포해석 (distrubuted parameter ananlysis)을 봉다발에서 비둥방 와류 

접성 (anisotropic eddy viscosity) , 이차유동< secondary flow} 및 난류 운동에 

너지 (turbulence kinetic energye)를 모형화하여 열역학 및 유체역학 측면에 

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산 결과를 검증할 환형관 

및 봉다발에 대한 시험적 자료가 부족하다. 봉다발 내 유동 현상에 대한 연 

구는 주로 독일， 북미 둥에서 7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추진되어 왔고 현재 

에도 독일， 대만， 한국둥에서 수행되고 있다. 봉다발 내의 유동현상은 시험 

올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난류모텔 개발， 수로간 난류혼합모형 개발 

및 유동이 CHF에 미치는 영향 조사 둥에 이용된다. 

본 절에서는 핵연료의 냉각성능 향상의 일환으로 봉다발 내 유동현상과 

각국에서의 연구현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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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분석 

(1) 거시적 유동 맥동 

봉다발 개구부 간격 (open gap)에서 유통구조 분석은 P!D와 W!D 

가 감소함에 따라 0야n gap에서 높은 난류강도가 존재하는 원인올 유동구 

조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직교좌표축이 사용되었으며 죄표축 중심은 봉 

대 간격 (rod to rod gap)의 중앙에 위 치 한다. 공간 상관식 (spacia1 

correla디on)올 측정하기 위해 열선 풍속계가 사용되었으며 y축은 횡방향으 

로 O。 인 방향이며 x 축은 수로의 축이다. 각 프루브(probe)는 단일 직교 철 

선(single nonna1 wire)과 단일 경사 철선(single slant wire)이 부착되어 었 

다. 난류 속도 요소는 두 위치에서 동시에 측정되었다. (x,y) 화표축 

(O， -lOmm)와 (O，lOmm)에 위 치 한다. 위 치 에 서 난류속도 요소는 그림 2-3-1 

와같다. 

그림 2-3-1에서 축방향 난류요소 U는 (x,y) 평면상에서 양 쪽 수로 모두 

다 l따ge sc려e structure를 갖는다. 축방향 평균속도는 20.5 rn/s이며 축방향 

난류요소의 최대 진폭은 이보다 25% 가량 크다.y축올 따른 난류요소 v는 

크기가 작으며 축방향 난류요소와 통일한 large scale structure를 갖는다. 

이 요소는 rod wa11올 향하며 좁은 간격에서 봉 표면에 대해 수직한 속도 

요동이 감쇄되었다.y축올 따라 봉다발올 통하는 방향의 난류요소 w는 주기 

적 인 large sca1e structure를 갖는다. 속도 변동 w의 크기 는 축 방향 속도 

변동의 크기와 비슷하다.w의 large scale structure는 x 축을 가로질러 두 

점에서 서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봉 파형 운동량 교환(pulsasive 

momentum exchange) 과정은 large scale간격을 통한 활발한 large scale 난 

류혼합과 structure w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교차 상관식<Cross correlation) 

측정은 축방향과 원주방향 난류속도 요소가 봉 대 간격 비 (rod to rod gap) 

에서 먼 거리까지 상관성을 보이고 었다. 그러므로 주기적 내부수로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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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교환은 부수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로 사이에서 파형 유동 

(pulsating flow)에 의한 주기적 운동량 교환 과정은 Rowe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개구부 간격 (open rod gap)에서 축방향과 원주방향 난류 강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수로 간의 난류혼합이 간격 넓이 (gap width) 

와 무관한 것도 수로간 유동 파동(intersubchannel flow pulsation) 때문이다. 

Hooper는 사각 봉다발에서 동일한 수로간 운동량 전달(intersubchannel 

momentum transport) 특성올 고찰하였다. 수로간 운동량 전달에 대한 기구 

는 Bradshaw에 의해 처음 제안된 수로간의 정압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한 수로에서 질량 유량이 감소하면 국부 축방향 압력손실이 

감소하고 이웃 수로간의 압력손실 구배가 발생한다.P!D와 W!D가 작은 경 

우 난류 속도 요소 U와 w의 상지연(phase delay)과 국부 내부 수로 압력요 

동은 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든다. 부수로 경계에 대해 축방향 난류속도 

요소의 large sca1e structure 사이의 상 관계가 180。 인 경우 이와 같은 생 

성 구조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림 2-3-2는 U와 w와의 교차 상관 함수 

<Cross-correlation function)7t 수로간에 180。 바뀌 게 된 것을 볼 수있다. 

(2) 이차유동 

유체가 구부러진 수로를 통과할 때 유동의 휩으로 인하여 콕률 

의 중앙에서 관의 외부 벽쪽으로의 원심력이 폰재한다. 유체가 봉의 직선 

부분에서 곡선 부분으로 지나갈 때 벽의 바깥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며 내 

부 벽에서는 압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유체의 속도는 안쪽 벽에 비해 바 

깥 벽면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유동이 굽음으로 인해 바깥 벽에서는 확산 

효과(diffuser effect)가 발생하며 안쪽 벽에서는 벨마우스 효과(bellmouth 

effect)가 발생한다. 확산 현상은 양 벽에서 유동 박리현상을 초래하며 이 

경우 안쪽 벽에서의 박리는 바깥 벽으로의 곡선영역에서 작용하는 관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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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강화된다. 안쪽 벽에서 유동 박리에 의해 형성되는 와류 영역 

(eddy region)은 앞으로 전파되며 주류의 유동 단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섬력의 출현과 벽면에서 경계총의 존재는 콕관에서의 이차유동을 출현 

시킨다. 이차유동은 수로의 축에 대하여 평행하며 주류에 중첩된 소용돌 

이 쌍(vortex pair)을 형성하며 주류에 대해 나선형이다. 흰 관에서의 압 

력손실의 주된 부분은 내부 벽에서의 와류의 존재에 의하며 이와 이차유 

동은 곡관 하부에서의 속도분포의 특성을 결정한다. 

봉 다발에서 이차 유통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놀즈 웅력 (Reynolds 

stress)의 측정은 시험부의 기하 형상 오차로 인한 교차류 발생으로 매우 

힘들다. 그러나 Nicuradse[63]는 비 환형관에서 이차 유동의 존재를 보였 

으며 그 후 여러 사랍들은 봉 다발에서 이차 유통에 대한 시험 자료를 얻 

었다. 그 자료를 보면 이차 유동이 관찰된 수로는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사각 배열의 모서리 수로에서 이차 유동 영향은 참고문현 [64，65]에 보고 

되었고 사각 수로의 모서리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난류 운동에너지 둥 

고선으로부터 봉 다발의 모서리에 대한 이차 유동의 영향을 추론하였다. 

Seale[66，67]는 평행 부 수로에 대한 시험적 수치적 고찰올 통해 이차 유 

동은 혼합률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높은 비 

등방와점성계수Canisotropic eddy viscosity)를 이용한 계산이 시험 자료들 

을 잘 묘사하였다. Vonka[68]는 삼각형 배열의 중심 수로에서 이차 유동 

에 대한 시험 자료를 보고하였고 이차 유통의 속도는 주유동의 0.1% 이 

하이며， 유동의 발달 및 지지격자 막험에 따른 수로 간 교차류의 속도는 

축방향 속도의 1% 라고 보고하였다. Neelen[69]은 봉다발에서 난류 유동 

과 속도 분포에 대한 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봉다발에서의 이차 유통의 크 

기는 아주 작으며 무시할 만 하다고 결론지웠다. 

봉다발에서의 이차 유동의 속도는 매우 작으며， 이차 유동의 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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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ices)는 부수로 내에서 움직이며 부수로 간의 혼합에는 영향올 주지 

않는다. 또한 이차 유동은 수로간의 간격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간격 대 직 

경비 (gap to diameter ra디이가 작은 영역에서 높은 혼합률올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 

(3) 소용돌이 유동(swirl flow) 

소용돌이 유동은 유통관에서 유체가 축방향으로 구르는 

(rolling) 회전 운동올 의미하며 회전 운동이 발생하였올 때 코리올리 효 

과(Coriolis effects)에 의해 안정화된 벽면총(wall layer)과 불안정한 벽면 

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안정화 된 벽면충에서 레이놀즈 웅력 

(Reynolds stress)과 난류에너지 생성 (turbulence energy production)이 줄 

어든다. 원형 직선관의 내부에서 소용돌이 강도(swirl intensity)의 변화 

에 따른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을 따른 소용돌이 강도의 원주 

방향의 속도 성 분은 지 수적 (exponential)으로 쇠 퇴 하고 쇠 퇴 계 수 역 시 소 

용돌이 강도에 비 례 한다. 

원형직선관에서 격자난류와 소용돌이 유동이 혼합된 유동장에서의 난 

류특성에 관한 보고를 통해 격자난류에 작용하는 소용돌이 유동성분이 주 

로 반경방향의 난류성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PSD(power spectra 

density)함수를 이용하여 밝혀내고 난류 운동에너지의 쇠퇴는 소용돌이 

성분이 존재함으로 인해 더욱 지연된다는 결론올 얻었다. 

- 소용돌이 생분에 의한 난류쇠퇴 영향 

관 유동에서 소용돌이 성분이 수반되었을 때와 소용돌이 성분이 수반 

되지 않았을 때의 난류성분 쇠퇴와 난류 운동에너지 쇠퇴를 살펴보고， 소 

용돌이 성분이 난류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며보았다. 

단순 원형직선관의 중섬축을 따라서 측정한 난류분포 결과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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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난류성분과 난류운동에너지 쇠퇴의 경향을 그림 2-3-3 및 그림 

2-3-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용돌이 성분이 있을 때가 

소용돌이 성분이 없올 경우보다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난류쇠 

퇴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류쇠퇴영역에서， 난류운동에너지 

쇠퇴법칙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1깅= a (x/M-xo/M)-"식을 이 

용하여 쇠퇴율 n올 찾아보았다. 소용돌이 성분의 증가에 따라 쇠퇴윷 n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아 소용돌이 성분의 증가가 난류에너지 쇠퇴를 지연시키 

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4) 난류혼합(turbulent mixing) 

부수로 해석 방법 중에서 중요한 실험치는 난류혼합이다. 난류 

혼합은 몽다발에서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중요한 기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열수력 성능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류혼합은 난류 

에 의한 내부 부수로 혼합으로 고려되며 시간 변화에 대해 수로간의 정미 

질량 전달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에너지와 운통량 전달은 발생한다. 단상 

유동 난류 혼합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몽다발에서의 난류 혼합률 

은 난류확산이론(turbulent diffusion theory)에 의해 평가된 것보다 크다. 

시험을 통하여 이차 유동(secondary flow)과 거시적 유동 특성 

(macroscopic flow characteristiC)에 의한 대류열전달이 난류혼합에 영향 

올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발달된 난류유통에서 3 가지의 기구가 전 

반적 혼합 과정 에 영 향올 주는 데 난류 확산(turbulence diffusion) , 난류 

대류(turbulence convection) 및 평균 운동에 의한 대류(convection by 

mean motion) 이 다.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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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s)를 통한 단위 길이당 횡방향 질량유속의 변동을 혼합률이라 

부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Wψ = PW eJj5 식 (2-3-1- 1) 

여기서 u녕는 유효 평균 혼합 속도이며 횡방향 질량 유량 변동의 시 

간 평균율은 0이다. 그러므로 정미 질량 교환은 없다. 수로간 혼합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되는 애디 확산(eddy diffusion) 형태로 나타낸다. 

- τ 효r = ~ L1r 
” ’ 
... I ... a y ... L1y 식 (2-3-1-2) 

정미 운동량 속과 확산 운동량 속올 동일하게 두면 운동량 교환에 대 

한 난류 혼합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M EM 
와=ps강 식 (2-3-1-3) 

유효 혼합 속도에 의한 단위 길이당 간격을 통해 전달된 열은 아래와 같 

다 

Qlï= pCp~κ/껴(Tj - T ,)= Cpw펀(Tj - T;) 식 (2-3-1-4) 

여기서 T 1 와 Tj는 부수로 i 와 j에서의 체적 평균 온도이다. 

- 기구 

초기에 혼합률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 거의 일정하며 간격 크기에 대 

해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험적 관찰올 통해 혼합은 간격 

크기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고있다. 그러나 많은 시험에서 혼합률은 

간격 대 직경비에 대해 독립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연구에서 난 

류 혼합률은 난류 확산 이론에 의해 평가된 값 보다 크게 계산되었다. 따 

라서 와류확산 뿐 만 아니라 다른 현상으로 인해 부수로 혼합률에서 간격 

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와 Rosehart는 봉다발의 간격 근처에서 난류 구조에 관해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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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ddy diffusivity를 ê=vAL로서 정의하고 turbulence length 

sca1e과 gap spacing 사이의 상관관계를 얻었다. Rowe는 시험올 통해 측 

정한 난류특성올 사용하여 간격 대 직경 비 (gap to diameter ratio)에 대 

한 혼합률의 독립성을 설명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완전 발달된 흐름에서 3개의 다른 기구가 전반적인 혼 

합과정에 영향올 주는데 난류 확산(turbulence diffusion), 난류 대류 

(turbulence convection) 및 평 균 운동에 의 한 대류<Convection by mean 

motion)이다. 

일반적으로 난류 확산은 구배형태이며 이는 dissipation sca1e의 sma11 

sca1e turbulence에 의 해 발생 한다. 난류 대 류는 기 하형 상의 특정 길 이 크 

기와 비교할 만한 eddy의 large scale motion으로부터 발생하며 구배 형 

태를 띠고 있지 않다. 평균 운동에 의한 대류는 벽면 난류유동장 내의 비 

균일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차유통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각 유동의 복합된 현상은 유로의 횡평면에서의 온도와 속도장에 상당 

한 영향올 미치며 이로 인하여 부수로 혼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에 부수로 혼합에 대한 난류 대류 기구에 대한 부분적 인식이 이루어졌 

다. 이 기구는 봉과 봉사이의 간격을 통한 힘차고 거의 주기적인 유동 맥 

동이다. 

그러나 eddy 운동의 주기성에 대해 알려진 인자로 표현하는 것과 첨 

두 주파수에 의해서 특정 지워지는 eddy 운동이 난류혼합률에 미치는 영 

향은 명확히 설명 되고있지 않다 

다. 혼합날개 부착 봉다발 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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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발의 수로의 간격에서 횡방향 속도 분포와 중앙 부수로에서의 

횡 방향 속도장이 측정 되 었다. 측정 을 위 해 two color, three beam LDV 

system이 사용되었다. 봉다발은 1.2 m 의 스테인래스 봉이며 직경은 6mm 

이 다. 수로의 크기 는 34mmX34mm이 며 봉간격 대 직 경 비 (P!D)는 1.375 

이 고 벽 과의 거 리 대 직 경 비 (W!D)는 0.77이 다. Rippled open mixing blade 

가 지지격자위에 대칭으로 정렬되었으며 혼합날개의 각도는 축방향에 대한 

혼합날개의 상대 각도를 의미한다. 지지격자는 지지격자로부터 후방 100De 

에 위치하고 있다.0도， 20도， 25도， 30도 및 35도 지지격자 각도에 대해 지 

지격자 후방 5 De, 7 De, 10 De, 13 De, 17 De, 21 De, 29 De, 37 De, 및 

45 De에서 측정되었다. 

(1) 간격에서 횡방향 속도장 

그림 2-3-5은 혼합 날개의 각도가 25도 일 때 혼합 부분에서의 

횡방향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지지격자 후방에서의 혼합이 크게 중대되었다. 

이는 날개에 의한 유동의 sweeping에 의한 것이다. 지지격자에서 가까운 하 

류 속도분포는 비대칭이며 바로 이웃한 봉 표면에서의 속도는 상당히 다르 

다. 한 변에서 속도가 높으면 다른면에서는 반대로 속도가 낮다. 혼합 부분 

에서는 속도구배가 매우 크며 유통 방향으로 속도분포의 비대칭 발생은 횡 

속도의 역현상(velocity inversion)을 발생시킨다. 봉 표면에서 저속은 점차 

음 속으로 바뀌며 음속 부분은 점차 커진다. 지지격자에서 좀 떨어진 하류 

에서의 혼합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속도 분포는 음의 속도 분포이며 이 것은 

지속된다. 

날개 각도가 20도에서 35도 사이에서는 속도 역 현상은 날개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격자에서 가까운 위치에 발생하였다. 속도가 반대가 되 

기 전에는 혼합 부분에서의 속도분포는 gap spacing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속도 역이 발생한 이후 속도 분포는 부드럽게 안정화된다. 날 

-76-



개를 갖는 지지격자의 경우 4곳의 혼합 부분에서의 속도 분포는 항상 비대 

칭이며 혼합률도 비 균일하다. 특히 날개의 각도가 클 경우 이 현상이 두드 

러진다. 수로의 어떤 부분에서는 혼합률이 지지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 혼합률에 벼하여 작다. 더욱이 마주보는 혼합 부분에서는 바 균일 혼합 

이 발생할 경우 횡방향 속도는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한 부 

분에서의 속도가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서의 속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작은 

날개 각도를 가질 경우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2) 중심 수로에서 횡방향 속도장 

그림 2-3-6 (A)는 De가 6 일 때 2차원 횡 방향 유동장 형 태를 보 

여주고 있다. 날개의 각도가 0일 경우 봉간격에서의 횡방향 속도는 크지 

않다. 이 그림은 난류혼합과 유동의 분산이 거시적 교차류를 발생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3-6 (B)은 날개의 각도가 20도 일 때의 

횡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도를 갖는 쌍의 날개가 방향으로 부 

수로 내에서 냉각재 유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있으며 수로 중앙에서 

cylindricru vortex flow올 형성한다. 회전 방향은 날개의 방향과 동일하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회전 강도를 보이고 었다. 그림 2-3-6(C，D)는 

회전 강도가 유동 방향을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올 보이고 있다.L이 25 

De에서의 강도는 6 De에서의 강도의 1/3을 유지하고 있다. 

(3) 중앙수로에서의 혼합률 변화 

혼합률은 봉축을 따라 단위 길이 당 4곳의 혼합부분에서의 횡방 

향 속도의 절대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그림 2-3-7은 유동 방향올 따라서 시 

험 지지격자에 대한 혼합률올 보여주고 있다. 혼합 날개의 각도가 증가하면 

혼합율은 급속히 감소한다. 속도 역 (velocity inversion)이 발생 하는 영 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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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합률이 낮게 나타나고 었다. 이로부터 속도 역은 혼합률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있다. L=45 De에서 혼합률은 변화하지 않으며 날개의 각도가 0 

일 경우에 비해 혼합률은 크다. 지지 

격자의 혼합 날개는 냉각재의 교차류에 큰 영향을 마치며 이는 중앙 수 

로에서 냉각재의 소용돌이 유통을 발생시킨다. 소용돌이 형태는 날개의 배 

열에 따라 달라진다. 혼합률은 날개의 각도에 종속된다. 날개의 각도가 클 

수록 큰 혼합률을 일으키며 비균일 혼합률이 발생한다. 비균일 영향을 고려 

해 볼 때 최적의 날개각도는 25도이며 최악의 날개 각도는 35도이다. 날개 

각도가 클수록 혼합의 강도는 커지나 강도의 지속성이 작으며 비균일 성이 

크다. 

2. CHF에 대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영향 

가.개요 

핵연료 다발은 일반적으로 핵연료 봉과 지지장치로 이루어져 핵연 

료 봉사이로 냉각수가 흐르게 된다. 핵연료 봉 지지장치는 핵연료 봉의 간격 

올 일정하게 유지하고 봉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지지장 

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었으나 나선형 줄(Wire) 또는 핀 (Fin) 방식과 격자형 

(육각형 배열 또는 정방형 배열) 지지장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었 

다. 나선형 줄 또는 핀 방식의 지지장치는 핵연료 봉이 조밀하게 구성 되어 

있는 액체금속로 등에 주로 사용되며 격자형 지지장치는 봉사이의 간격이 

넓은 경수로에 사용된다. 핵연료 봉 지지장치는 핵연료 다발내 유체의 난류 

와 난류혼합을 증가시키므로써 임계 열유속(CHF)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역 

할을 한다. 핵연료 다발내 수로사이의 난류혼합을 더욱 증가시키므로써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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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유속 향상을 꾀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동 혼합날개를 지지장치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난류 및 난류혼합올 증가시키는 핵연료 봉 지지장치는 

일반적으로 원자로내 압력강하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해연료 봉 

의 건전한 고정과 임계 열유속의 증가를 꾀하면서 노섬 압력강하를 최소화 

시키는 핵연료 봉 지지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핵연료 봉 지지장치가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폰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기폰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유통장의 

기하학적 특성， 유통양식 및 작동조건(유량， 입구 과냉도， 압력) 둥에 따라 

임계 열유속의 발생기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연료 봉 

지지장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위치와 간격에 따라서도 임계 열유속의 크기 

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장치는 냉각수 유로를 막 

음으로써 압력손실을 증가시키는 반면 난류와 난류혼합올 증대시키므로써 

임계 열유속올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계 열유속의 크기와 발생기구에 대한 핵연료 봉 지지장 

치의 영향올 고찰하므로써 최적의 신형 핵연료 개발의 기반올 마련하고자 

한다. 

나. 지지장치와 CHF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HF 발생에 대한 핵연료 봉 지지장치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영향은 지지장치의 모양， 유통장의 기하학적 특성， 

유통양식 및 작동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정방형(Egg-crate) 지지격 

자에서의 단상유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지격자에 의해 유로 

의 일부가 막히게 되므로 지지격자 전단 근처에서는 유동이 가속되어 벽변 

에서의 국부 속도구배와 온도구배를 증가시키므로써 열전달이 향상된다. 지 

지격자 영역에서는 지지격자 구조물의 영향으로 유체가 잘 혼합되므로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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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온도분포가 좀더 균일하게된다. 지지격자 바로 뒤에서는 유동이 감속 

되고 난류 후류(W밟e)가 발생하여 경 계층(Boundary layer)을 분쇄하므로 벽 

면에서의 열전달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지격자는 후류와 2차유동을 발생 

시키므로써 부수로 사이의 유동혼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온도 경계층의 재 

형성을 하류로 미루어 궁극적으로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물론 이 

러한 지지격자의 영향은 지지격자 하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3-8은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열전달 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으로 지지격자로 인해 열전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올 알 수 었다 (Yao 둥 

[72]). 두 번째로 소용돌이 (SwirI) 날개를 부착한 지지격자에서의 단상유동의 

경우에는 벼둥조건에서 벽변에 인접한 기포층을 제거하므로써 임계 열유속 

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회전유동은 원심력을 발생시켜 벽면에서의 뜨겁고 

가벼운 유체를 수로의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수로 중심의 차갑고 무거운 액 

체를 벽면으로 향하게 한다. 또한 유체혼합 날개는 국부 유체 속도와 혼합을 

증가시켜 추가 열전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전유동 효과는 

혼합날개가 없는 지지격자의 경우에서의 경계충 분쇄 효과와 더불어 열전달 

올 한층 높이게 된다. 세 번째로 CHF 발생 후 액적류(Droplet flow)의 경우 

에는 지지격자 근처에서의 열전달 기구(Mechanism)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 

만 앞에서 언급한 단상유통 경우의 열전달 기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열전 

달 기구를 추가로 생각해볼 수 었다. 즉， 액적이 지지격자 전단에 부딪혀 부 

서지면서 미세한 업자가 발생하여 열전달올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부서진 

액적이 튀기면서 벽면에 닿게되어 직접냉각이 가능하게된다. 따라서 액척의 

직접냉각에 의해 온도가 낮아진 지지격자체는 핵연료 봉과 복사 열전달이 

일어나며 연료봉과 직접 접촉한 부분은 냉각 핀의 역할을 하게되어 열전달 

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환상류의 경우에는 혼합날개에 의한 

회전유동으로 인해 액막이 분쇄되므로 임계 열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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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핵연료 봉 지지장치가 CHF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기구 

(Flovv nnecharùsnn)를 정 리 하면 다음과 같다. 

- 유통 불균형의 감소와 엔탈피 혼합 증가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에 의해 증가된 유체 혼합과 지지장치 뒤에서의 

유통의 재분포는 CHF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한 지지장치에 의한 부수로 내의 난류 증가와 난류혼합의 증가는 

부수로 사이의 엔탈피 불균형올 감소시키므로 CHF 발생은 드라이아 

웃(Dryout)의 억제가 덜 효과적인 바로 다음 지지격자의 앞에서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실험자료에 의하면 핵연료 다발에서의 엄 

계 열유속이 원형관의 경우보다 적은데， 이는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유량과 엔탈피의 현저한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핵연료 다발 

에서의 임계 열유속은 엔탈피가 가장 높은 부수로에서 발생한다‘ 따 

라서 부수로 사이의 유통 불균형올 감소시키고 엔탈피 혼합을 증가시 

키면 엄계 열유속을 증대시킬 수 었다. 

- 유통양식 변화 

CHF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동양식 변화에 대한 핵연료 봉 지지장치 

의 영향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일부 한정된 유동양식 가시화 실 

험결과에 의하면 슬러그류와 같은 불연속적인 유동형태가 지지장치에 

의해 환상류(Annular flovv)와 같은 균질유동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는 지지장치에 의해 유로가 감소되어 유체가 가속되고 

난류가 증가되므로 기포의 결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지지장 

치의 불규칙성(지지장치가 없는 경우 대비)으로 인해 난류와 부수로 

간의 유체 혼합이 증가되어 기포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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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포층의 분쇄 

기포류CBubbly flow) 영역에서는 벽면 근처에 기포층이 형성되는데 

열유속CHeat flux)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군집 밀도가 중대한다. 이 

러한 기포층이 충분히 두꺼워져 가열면으로의 액체 유입이 방해되는 

경우 결국에는 임계 열유속 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지지격자와 혼합 

날개는 난류와 난류혼합을 증가시키므로써 기포층을 분쇄한다.지지 

장치에 의한 효과적인 기포총의 분쇄는 궁극적으로 임계 열유속 증가 

를 기대할 수 있다. 

- 원심방향의 가속 

유동 전향날개 또는 혼합날개 둥의 유동 혼합 증진장치는 회전유동을 

발생시킨다. 이는 밀도가 큰 액체를 바깥쪽 즉 가열 벽면으로 밀어내 

고 밀도가 작은 기체는 안쪽 즉 수로의 중심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가 

열 벽면의 냉각이 잘 이루어져 임계 열유속이 증가하게 된다. 

- 액적의 미립화와 이동 

액적류의 경우 지지장치에 의해 미립화되고 난류혼합에 의해 부수로 

(또는 원형관)내에 균일하게 분포되므로 열전달이 증진된다. 또한 지 

지격자에 부착된 혼합날개나 꼬여진 Tape에 의해 액적이 가열면으로 

이동하여 냉각효과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환상류의 경우에는 수로의 

중앙에 있는 액적들을 혼합날개에 의해 발생한 원심력으로 인해 가열 

면으로 보냄으로써 임계 열유속올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 

로는 가열면상의 액막이 분쇄되므로 엄계 열유속을 감소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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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다. 기존 연구결과 

CHF에 대한 핵연료 봉 지지장치의 영향올 분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임계 열유속의 크기와 발생위치의 변화 및 혼합날개에 의한 

유동 변화 둥올 살펴보았다. 지지장치의 모양， 유통장의 기하학적 특성， 유동 

양식 및 작동조건 둥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 

토된 자료들올 바탕으로 기존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계 열유속 크기 변화 

v. Ilic[70]은 유통에 평행하게 껄치된 세가지 형태의 지지장치를 

사용하여 환상관(Annulus)에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CHF에 대한 지지장 

치의 영향은 입구온도， 질량유속， 지지장치 간격과 위치 및 지지장치의 모양 

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입구온도가 높고 질량유속이 큰 경 

우 임계 열유속이 약 75% 증가하는 반면에 입구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임계 

열유속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장치 간격을 두 배로 

늘리면 (즉 지지장치 갯수가 반으로 줄어틀면) 좁은 간격의 경우에 비해 최 

대 25%까지 임계 열유속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장 

치가 히터 영역의 끝단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임계 열유속이 현저히 높아진 

다. 지지장치 모양이 변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임계 열유속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tch와 Hesson[71]은 19개 연료봉 다발을 사용하여 두가 

지 지지장치 모양(Wires， Waπs)의 임계 열유속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는 두가지 모양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Wires ’ 사용으로 인한 유체 혼합 증가가 연료봉 표면의 액막 

을 벗겨내려는 경향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 

- 83-



다. Yao 둥[72]은 지지격자 근처에서의 열전달 기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들은 압력강하와 열전달 사이에 상사성 (Ana1ogy)이 폰재하는 것에 착 

안하여 열전달 예측모텔을 개발하였다. 즉， Rehme[73]의 압력강하에 대한 지 

지격자의 영향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부터 열전달 계수 증가에 대한 관계식 

올 유도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열전달 예측모텔은 비교 

적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고 지지격자는 일반적으로 열전달을 향상시키므 

로써 엄계 열유속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Celata 등[74]은 매끄러 

운 원형관과 나선형으로 감긴 줄을 사용하는 원형관에서의 비둥 실험올 수 

행하여 CHF에 대한 열수력적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선형으로 감 

긴 줄을 사용하는 원형관의 경우 50%까지 CHF 증가가 나타났으며 압력강 

하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ou 등[75]은 가상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열전달 특성에 대한 지지격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지격자의 

재적심 (Rewetting) ，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의 분쇄와 기포난류 증가 현상을 

바탕으로 열전달 계수에 대한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지지격자에 의한 부수로 

의 막힘 비율에 비례해서 열전달 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수로 막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난류와 액적의 분쇄가 증가하기 때문 

이다. Nissley와 Knott[76]는 엄계 열유속에 대한 혼합날개의 영향을 실험적 

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혼합날개가 유체 난류를 증가시키므로써 반경방향 

의 엔탈피 구배를 줄이고 열 경계층을 분쇄시켜서 임계 열유속이 증가된다 

고 셜명하고 있다. 혼합날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핵비퉁 이탈 조건에서의 

고온봉의 평균 열유속이 혼합날개를 부착한 경우에 비해 10% 감소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Yang파 Chung[77]은 혼합날개를 부착한 지지격자를 갖 

는 5x5 핵연료 다발내에서의 국부 유동 특성인자들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실험결과는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에 의해 증가된 난류 특성의 지지격자 전후 

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임계 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국부 혼합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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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계수는 지지격자 바로 뒤에셔 최대 증가를 나타내고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임계 열유속 발생위치 변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지장치가 임계 열유속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국부 임계 열유속의 변화는 그림 2-3-8과 같올 것으로 추측 

된다. 지지장치에 의해 임계 열유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실험 

에서 임계 열유속은 지지장치 바로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lic[70] 

간단한 가시화 실험올 통해 드라이아웃은 유동 정체로 인해 지지장치 앞쪽 

에서 발생할 것이지만 질량유속이 큰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기 쉬운 지지 

장치 바로 뒤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Yao 등[72] ， Chiu 등 

[75]과 Yang과 Chung[77]의 분석결과는 열전달 계수가 지지장치 영역에서 

최대로 증가하고 하류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Shen 

둥[78]은 혼합날개에 의한 부수로 사이의 교차 혼합률이 지지장치 하류로 갈 

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3) 유동양식 변화 

임계 열유속에 대한 유통양식의 영향은 매우 크므로 비등현상이 

수반되는 핵연료 다발내에서의 유동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 

러나 이러한 유동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 특히 지지장치에 따른 유동양식 변 

화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Williams와 Peterson[79 ]은 가열된 

4개의 봉다발에서의 2상 유통양식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 

서 관측된 2상 유동양식은 기포류 포말류 슬러그류와 환상류 둥이다. 이들 

은 지지장치에 의해서 유동양식이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제시하 

였다. 첫째는 유효 유동 면적이 감소하고 유속과 난류가 증가하여 기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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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올 촉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지지장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지장치 모 

양이 불규칙하므로(즉 유로 형상이 불규칙) 난류와 유체혼합이 증가되어 결 

국에는 기포의 결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지지장치 

앞쪽에서의 슬러그류가 지지격자 근처에서 환상류로 천이되기 시작하여 지 

지격자 하류에서는 환상류가 분명하게 관측되었다. Shen 둥[78]은 지지격자 

에 부착된 혼합날개에 의해 부수로 중앙에서 와류(Vortex flow)가 발생하고 

봉 주위로도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동 특성은 혼합날 

개의 각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라. 결론 

핵연료 봉 지지장치(유체혼합 중진장치 포함)의 임계 열유속에 대한 

영향을 기존 연구결과들올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핵연료 봉 지지장치는 봉의 

지지기능 뿐만이 아니라 냉각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즉， 지지장치는 유동의 난류성과 난류혼합을 증진시키므로써 일반 

적으로 연료봉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올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지장치의 모양， 유동장의 기하학적 특성， 유동양식 및 작동조건 등에 따라 

임계 열유속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유동 특성의 변화와 임계 열유속의 발생기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분명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지장치는 유로를 축소시키므로써 압력 

강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과도한 압력강하를 줄이고 임계 열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지장치와 난류혼합 증진장치(혼합날개) 등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핵연료 봉 지지장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연료 

다발내에서의 유동장과 열전달 특성에 관한 해석과 실험이 구조적 건전성 

분석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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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기술 개발 현황 

핵연료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지격자와 이물질여과 성능 향 

상올 위한 하단고정체의 개발 현황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혜연료 설계사 

는 Westinghouse, ABB-CE, SPC, Siemens-KWU, 및 B&W이 다. 냉 각 성 능 

빛 이물질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 유통 혼합 장치 

고용 수로에서 엔탈피 상승은 노심의 평균 상숭에 비해 크기 때문 

에 평균수로의 엔탈피 상승 대 고온 수로의 엔탈피 상숭비의 감소는 노섬 

출력과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온 수로의 엔탈피 상숭올 줄이기 위 

해 한 수로에서 다른 수로로의 유동 혼합이 바랍직하다. 유동 혼합은 자연 

혼합과 강제 혼합으로 분류된다. 완전히 발달된 유동을 갖는 봉다발에서 자 

연 혼합은 수로간의 압력 손실 구배에 의한 유통 불안전성에 따라 생성되는 

거시적 유동 맥동(macroscopic flow pulsation)에 의해 발생한다. 강제 혼합 

은 지지 격자 후방에 부착된 강제 혼합 발생 장치에 의해 봉다발 내에서 난 

류 강도가 증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 된 강제 혼합 발생 장치는 교차 

류 발생 장치， 소용돌이 유통 발생 장치 및 중간 유통 혼합기 등이 있다. 

유동 혼합 장치의 기술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ABB-CE 

1980년도 중반에 냉각수 유동에 나쁜 영향올 미치지 않으면서 충 

분한 강도를 유지하며 또한 평행한 핵연료 봉 사이의 부수로 내의 냉각수 

유동 방향을 바꾸기 위한 혼합날개 또는 유통 전향날개 지지 격자가 제안되 

었다. 지지격자 스트립과 일체형인 유통 전향날개는 분리형 혼합날개에 비해 

지지격자의 강도가 증가되고 조립중 손상 가능성도 낮고 수력적 성능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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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다. 이 장치는 두 가지 유형의 방향 전환 날개 즉 주 유동 전향날개 

(Major flow directing vane)와 부 유동 전향날개(Minor flow directing 

vane)가 스트립과 일체형으로된 지지격자이다. 이러한 일체형 전향날개의 

주요 장점은 이물질(Debris)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전의 지지격자에 비해 지지격자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지 

격자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전의 지지격자 강도에 비해 최소 63%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전의 돌출된 혼합날개의 경우 보다 핵연 

료 다발 조립 중 핵연료 봉의 손상 가능성이 적고 조립이 용이하므로 비용 

도 절감된다. 그리고 여기서 고안된 지지격자의 셜계 특성과 내재형 

( Contained) 일체형 유동 전향날개로 인해 용접이 쉬운 장점도 있다. 돌출 

형이 아닌 내재형 유동 전향날개는 지진이나 비정상 상태 시에 횡 방향 부 

하에 대한 저항력올 증가시키기도 한다. 한편 용접 부위가 축소되고 유동 

제어 표면의 급격한 휩이 없으므로 압력손실도 감소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핵연료 다발내 부수로 열전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동 방향올 바꾸는 일체형 유동 전향날개가 달린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이때 지지격자 스트립은 유선형으로 되어있어 핵연료 봉 지지기능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의 직선 지지격자 스트립이 아닌 파형 스트립 

(Wavy-strip) 구조로 되어있어 일체형의 스프링과 함께 핵연료 봉 지지기능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 봉 지지를 위한 별도의 돌출형 아치 (Arch)가 

필요 없으므로 압력강하도 감소된다. 동일한 2개 유형의 방향 전환 날개， 즉 

주 유동 전향날개 (Major flow directing vane)와 부 유동 전향날개(Minor 

flow directing vane)가 스트립과 일체형인 지지격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 

안된 지지격자는 직선형 스트립 구조가 아니라 파형 스트립 구조로 되어있 

다. 이러한 지지격자는 유동올 방해하는 별도의 돌출형 핵연료 봉 지지구조 

물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스트립 두께의 감소(동일두께 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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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증가)와 용접 면적의 감소로 인해 동일한 강도를 지닌 종전의 지지격자에 

비해 압력강하도 감소된다. 봉 다발에 둘러싸인 부수로 내의 회전유통과 인 

접 부수로 사이의 교차유통이 증가되어 DNB 성능도 향상되고 균일한 온도 

분포로 인한 부식저항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도 후반에 지지격자의 성능올 최대화하기 위해 지지격자의 형상， 

크기， 각도 및 위치를 최적화 하였다. 기존 고안품은 날개를 비차폐 

(unshielded)형태로 용접하였다. 비차폐 형태는 그림에서와 같이 용접 부위 

(welding nugget)가 지지격자 상부로 돌출 되어 날개 주위에서 유동 박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압력손실이 증가한다. 용접 부위와 용접공(welding 

hole cut-out)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화하기 위해 유체 가시화 시험 

(water table test)올 수행하였으며 LDVOaser doppler velocimeter) 와 열선 

풍속계 (hot wire anemome따T)를 사용하여 유체 및 공기시험 (water and air 

test)에서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지지 아치 (support arch) 및 스프링을 엇갈리게 위치시켰다(그림 2-3-9). 

이로 인하여 난류 발생을 최소화시켰고 일체형 유동 전환 날개(integra1 

flow deflector vane)의 성능을 향상시 켰다. 

스프링과 아치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을 줄였으며 수 

로 내부에서 냉각재의 방향을 바꾸어 냉각재 혼합을 촉진시켰다. 노심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체형 유동 전환 날개의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용접 부 

위의 위치， 형상， 강도 및 내부식성을 최적화하였으며 부위는 격자 판 상부 

에 위치하며 일체형 유동 전환 날개에 의해 보호된다. 이로 인하여 난류 와 

류를 감소시키고， 혼합올 증진시킴으로써 연료봉 열전달 성능이 이전의 것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1앉%년대 초반에 냉각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수로 모서리에 전향장치 

를 부착한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유동 전향장치는 측벽으로부터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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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평판형 날개와 또 다른 측벽으로부터 수직한 평판형 벽을 포함하는 

덮개부분이 있다. 또한 이 유동 전향장치는 덮개부분과 일체형으로 수로 모 

서리에 부착된， 각도를 갖는 버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지지격자 개발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압력강하와 중 

성자 홉수 문제가 있다. 종전에는 냉각수 혼합과 열전달의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크기와 모양， 휩 각도를 갖는 일체형 혼합날개로 구성된 핵연료 다발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격자는 혼합날개가 위쪽으로 향 

하고 있어 스트립 교차점 용접이 불편하고 핵연료 봉올 삽입할 때 혼합날개 

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단점이 었다. 또한 스트립 

교차점 용접으로 인해 혼합날개 직전의 유통에 악영향을 미쳐 혼합 효율을 

감소시키고 혼합날개가 위쪽올 향하고 있으므로 횡 방향의 냉각수 중 일부 

가 누설될 수 있으므로 혼합 효과를 저하시키는 단점도 있다. 원추형 유동 

전향 구조로 되어있는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압력강하가 

지나치게 크고 회전유동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인접한 수로 사 

이의 냉각수 혼합과 봉 주위의 회전유동올 발생시키면서 기계적 강도가 큰 

개량된 지지격자와 핵연료 다발의 개발을 위해 지지격자 셀 모서리에 부착 

된 단일 유동 전향장치를 고안하였다. 이 유통 전향장치는 측벽으로부터 위 

쪽으로 경사진 평판형 날개와 또 다른 측벽으로부터 수직한 평판형 벽을 포 

함하는 덮개부분이 있다. 또한 이 유통 전향장치는 덮개부분과 일체형으로 

수로 모서리에 부착된 각도를 갖는 버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장 

치 는 분리 형 날개 (Split vane)와 역 원추형 전향구조의 장점 을 모두 갖고 있 

다. 즉， 분리형 원추(Split cone)는 분리형 날개를 대체하고 분리형 날개가 

수로당 3-4개인 반면에 분리형 원추는 수로당 2개만이 있다. 따라서 압력손 

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2)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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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 대 초부터 Westinghouse 사는 냉 각 성 능 향상올 위 한 

지지격자 개발올 추진하여왔다. 개발 초기 단계에선 봉과 봉 사이의 간격 

수로 가운데 횡 방향 유동을 발생시키는 혼합 날개를 개발하였으며 그 다음 

중앙 수로에 혼합 날개를 설치하여 유량이 많은 중앙 수로의 유동올 이용하 

여 횡 방향 유동올 발생시킴으로 인해 이웃 수로간의 혼합올 증가시켰으며 

기존 지지격자 사이에 냉각 성능만올 향상시킬 목적으로 유통 혼합기를 설 

치하였다. Westinghouse 사에서 초기 단계에 개발한 혼합 날개는 촉방향 냉 

각재 유동올 횡 방향으로 휘도록 봉과 봉 사이에 설치된 지지격자 위에 돌 

출된 혼합 날개를 포함하는 지지격자이다. 축방향 유동올 휘도록 지지격자 

상부에 날개가 외팔보{cantilever} 형태로 돌출 되었다. 

이웃 수로를 향하는 유통올 형성시키기 위해 혼합날개를 핵연료 집합체 

의 축방향에 대해 일정한 각도로 휘었다. 각 날개는 봉과 봉 사이에 설치되 

었고 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장치는 다른 기능이 없으며 단지 이 

웃 수로간의 냉각재 혼합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기 개발한 혼합 날개의 형태 

는 혼합 유발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가 힘들어 기하 형상에 대 

한 제조성 및 성능에 대한 최적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날개가 간격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혼합 날개의 형상 변화에 제한 요소가 되었으며 간격 

수로에서의 유량이 중앙 수로의 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횡 방향으로 

교차류 발생 효과가 떨어진다. 

1980년대 중반 냉각수의 흐름올 바꾸기 위한 수단(혼합날개) 또는 핵연료 

봉 지지를 위한 수단 둥을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부분 지지격자를 고 

안하였다. 핵연료 봉 횡방향 지지를 위한 수단 또는 냉각수의 흐름올 바꾸 

기 위한 수단(혼합날개)을 핵연료 다발내의 지정된 개수만큼 선돼적으로 부 

착하기 위한 지지격자 구조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1차 목적은 핵연료 봉을 고정하여 출력 첨두를 줄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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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한계출력에 가깝게 운전이 가능 한 것이고 2차 목적은 상향 냉각수의 혼 

합올 향상시키기 위해 전향날개를 부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 지지 

격자는 고출력 부분에 혼합날개를 부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다른 크기의 

연료봉올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력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물이 

불필요하므로 압력손실올 줄일 수 있고 일부의 핵연료 봉만을 교체할 수 있 

으므로 신속한 봉 교체작업이 가능하다. 더 냐아가서 여러 개의 부분 지지격 

자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립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지지격자는 내부 스트랩， 외곽 스트랩， 내부 경계 스트랩， 핀 

(외곽 및 내부 경계 스트랩에 일렬로 부착)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 

소 두 종류의 핵연료 봉 그룹을 하냐의 핵연료 다발로 구성하기 위해 최소 

두개의 부분 지지격자의 사용도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냉각재 혼합올 강화시키기 위해 위치 격자(position 

grid) 사이 혹은 위치격자 바로 위에 평면형 유통 혼합 격자(planar type 

flow mixing grid)를 설치 하였다(그림 2-3-10). 

돌출부는 수로 개구부의 내부 격자 판에 부착되어있으며 수로 개구부에 

서 봉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날개와 봉의 충돌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도록 cell 개구부까지 연장되었다. 수로 개구부에 돌출부는 4개 존재하며 cell 

개구부를 통해 냉각재가 흘러갈 때 압력손실이 감소되도록 톨출부 길이 방 

향을 열어놓았다. 지지격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격자 판 

의 높이를 외부 격자 판의 높이에 비해 낮추어 압력손실올 줄였다. 

개선된 지지격자의 평면도는 4개의 분할된 외부 격자 판이 부착되어있는 

사각 형태이며 지지격자가 만냐는 곳에서 모서리가 정의되는데 핵연료 장전 

시 이웃 핵연료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모서리를 모따기 시켰다. 지지격자 

는 제어봉 안내관<Control rod guide thimble)의 길이 방향으로 늘여 핵연료 

집합체에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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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장치는 봉의 진동 시 봉과 날개의 접촉으로 인한 봉의 파손 

및 열 용력으로 인한 봉의 휩이 발생하며 혼합을 위한 유통 혼합 격자(flow 

mixing gird)를 셜치함에 따라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단점올 내포하고 있다. 

(3) SPC 

1970년대 후반에 핵연료 봉을 따라 적절한 명각재 유동을 만들기 

위해 지지격자에 혼합 날개를 부착하였다. 이 혼합 날개는 최대의 명각을 위 

한 원하는 유동 형태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도를 가지고 위치하고 있다. 이 

혼합 날개는 견고하게 젤계되었으며 혼합 날개의 하류에서 냉각재 박리가 

발생하고 이 박리는 명각재 유동의 전체적 박리로 발전한다. 날개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유동 가속도 차이로 인해 압력손실이 발생하며 압력손실운 하류 

에서의 유동 박리를 발생시킨다. 이는 하류에서 명각재의 방향 전환을 상당 

히 저지하며 수로간 혼합을 감소시킨다. 명각재 박리는 하류에서의 압력손실 

올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로간 명각재의 방향 전환도 방해한다. 

지지격자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용접을 위한 용접 랩 (consumable tab)이 

각 격자 판 위에 존재한다. 혼합 날개를 지지하기 위한 격자판 랩 (strap tab) 

이 격자판에서 연장되어 날개의 틈까지 미친다. 혼합 날개는 길이 방향으로 

틈이 나있다. 틈에서 격자판 랩과 만나는 부분을 용접함으로써 혼합 날개가 

견고히 지지된다. 교차점에서 용접 랩 (consumable tab)올 이용하여 용접을 

하고 나면 압력손실을 균일하게 하는 구멍이 형성되며 이 구멍을 통해 유체 

가 우회됨으로써 날개의 상 하류에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혼합 날개의 창은 intersecting cross members를 용접하기 위한 개구부를 

제공하고 혼합 날개 하류에서의 유동 박리를 제거함으로써 수로간 명각재 

혼합을 향상시킨다. 유동 박리를 채거함으로써 유동의 마찰이나 가속 때문에 

발생 가능한 압력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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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혼합기는 지지격자 사이에서 유체의 혼합 증가를 위한 장치이며 봉 

울 지지할 필요는 없다. 이전의 유체 혼합기는 기존 지지격자와 유사한 형태 

서 외부 격자판이 존재하는 격자 덮개 판 형태였다. 이 고안품은 지지격자의 

외부 격자판을 제거하고 다발의 외각에서 봉 지지를 위한 지지격자 체의 단 

을 제작하였다. 

이 고안품은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올 감소시킴으로써 유동 혼합기 사용에 

따른 압력손실 증가에 따라 유체가 압력손실이 낮은 쪽으로 우회됨에 따라 

열적 여유도가 감소하는 현상올 감소시킬 수 있다. 

지지격자가 연료 봉 영역 내에 존재함에 따라 핵연료 장전 시 핵연료 집 

합체 걸림을 배제할 수 있다. 더욱이 외부 격자판 제작이 필요 없음에 따라 

유동 혼합기의 제작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재질을 절약함으로 인하여 중성 

자 홉수를 줄일 수 있다. 열 생산올 목적으로 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 요소 

는 일반적으로 봉 형태이다. 이러한 봉은 집합체 내에 평행하고 조밀하게 삼 

각형 혹은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며 그룹화 되어있다. 물을 냉각재로 한 원자 

로에서 봉은 지지격자에 의해서 위치가 유지되고있는데 지지격자는 격자 덮 

개 판 형태의 좁고 앓은 판으로써 서로 90도로 교차되게 제작되었다. 스프 

링은 팀플로 지지되는 연료봉에 대해 힘올 가하는데 딩플은 격자를 교차 시 

킴으로써 형성된 수로 내의 스프링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견고하다. 냉각재 유동은 봉에 대해 평행하며 냉각 성능올 확보하기 

위해 난류 유동이나 소용돌이 유동의 발생이 강하게 요구된다. 바랍직한 냉 

각재 유동을 제공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 내에 전향기 (deflector)를 설치하여 

왔었다. 지금까지의 전향기는 격자 위에 바로 설치되었거나 혹은 봉과 봉간 

의 간격 (gap) 수로에 셜치되었다. 격자판을 경사지게 설치하였거나 이충 격 

자판(double grid members)을 사용함으로써 혼합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였 

다. 경사진 격자체는 냉각 유체에 대해 전향기 역할을 함으로써 냉각 성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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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 키 고 이 중 격 자판(double grid members)으로 만든 격 자체 는 격 자체 가 

유연성이 있는 스프링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2-3-11). 

핵연료집합체에 사용되는 격자는 이중 격자판으로 만들어 졌으며 냉각재 

의 수로를 형성하고있다. 격자의 상부는 핵연료 봉축에 대해 경사져있으며 

각 봉에 대해 냉각재가 순환되도록 위치하고있다. 이 고안품은 기폰 격자 사 

이에 존재하며 냉각재의 전향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고안품은 기폰 지지격자 및 유통 전향기의 역할올 하도록 아래 부분 

은 직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위 부분은 곡선형으로 제작되어있다. 곡선인 위 

부분은 냉각 유체의 전향기를 형성시키며 직선형의 아래 부분은 약간 밖으 

로 휘어져있다. 이 밖으로 흰 부분은 연료봉올 잡고있으며 위치를 정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한다. 격자판의 직선 부분은 도려냉으로써 필요한 유연성올 

제공한다. 이 설계는 PWR용 핵연료에 주로 사용되며 BWR 용 핵연료에도 

사용 가능하다. BWR 용 핵연료는 횡방향의 하중이 적으므로 직선 부분올 

생략할 수 있다. 두 격자판이 만나는 부분에 용접올 위해 아래쪽은 자유로 

이 두고 위 쪽 부분 만 용접 가능하다. 이 경우 격자체 자체의 유연성이 연 

료봉올 위치시키기에 필요한 스프링력올 제공한다. 유연성올 개선하고 장전 

시 봉올 적절히 유지시키도록 봉과 접촉하는 수로의 면올 비틀림 (twist) 혹 

은 나선{helicaD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반경방향의 유통은 다른 봉들로 구성 

된 유통 수로로 유체의 일부를 이동시켜 다른 출력 수준에서 운전되는 이웃 

봉들의 냉각재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유통 노즐의 경사는 봉 

들에 대해 유체의 순환을 생성한다. 이 때 이웃 봉들 사이의 유체 순환 방향 

을 변화시켜 봉 다발의 정미 토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즐을 배열시켰다. 

외부 지지 덤플은 외부 격자 판 내에 위치시켰으며 격자판의 상하에 안쪽 

으로 구부러진 경사진 안내 랩을 설치하여 장전 시 걸림을 방지하였다. 담플 

에 의해 형성된 노즐은 소용돌이 (swirling) 방향이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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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도록 설치되어 최대 열전달올 공급하며 봉 사이의 유체 이동을 

극대화 시켰다. 위에서 4점 지지 덤플에 의해 봉이 견고하고 정확하게 위치 

한다. 봉의 위치는 스프링 강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4) Siemens-KWU 

최근 Siemens-KWU는 지금까지 알려진 핵연료 다발 지지격자의 

단점올 보완하고 유동저항올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한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지지격자의 교차점들은 상류와 하류 평면에 각각 위치하여 바둑판 모양을 

한다. 지지격자의 앓은 판은 두 평면 (상류평면과 하류평면) 사이에 지그재 

그 형태로 배열되어 결국에는 유통저항을 줄일 수 있게된다. 

기폰의 핵연료 봉 지지격자는 높이가 같은 길이방향과 횡방향의 앓은 판 

으로 구성되고 핵연료 봉 지지를 위한 덤플도 앓은 판 상하 중앙에 위치하 

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지지격자 구조는 한 평면에서의 유동 단면 

적의 변화가 크므로 압력손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덤플 근처에서 스트랩 

의 폭을 좁힘으로써 유동 압력손실올 줄이고 지지격자 구조의 다양한 변화 

를 위해 지그재그형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길이방향의 앓은 판과 종방향의 앓은 판이 교차하는 점과 유동 혼합날개 

가 최소한 두개의 평면에 배치되도록 지그재그형 지지격자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지지격자는 먼저 지그재그형 길이방향 앓은 판 과 지그재그형 종방 

향 앓은 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하에 홈이 있어서 서로 직각으로 끼우 

도록 되어있다. 또한 혜연료 봉 지지수단(덤플， 스프링)도 두개 이상의 평면 

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유로 단면적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로 단면적의 과도한 변화를 줄임으로써 결국에는 유동저항올 현 

저히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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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W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는 봉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 

으로 위치하며 핵연료 봉의 위치를 정해준다. 지지격자는 끼워진 형태로 교 

차하는 격자판에 의해 각 봉에 대한 수로가 형성된다. 지지격자의 혼합 날개 

와 돌출부는 냉각재가 핵연료 봉 둘레의 지지격자를 통해 흐를 때 냉각재 

혼합과 난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지지격자와 핵연료집합체 조립 

시 혼합 날개가 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연료는 이로 인하여 

두 가지 나쁜 영향올 받는다. 냉각재 유동 시 압력손실 상승을 일으켜 엄계 

열속올 감소시키고 혼합 날개가 봉 쪽으로 굽어 연료 봉 프레팅 및 혼합 날 

개에 의한 수로 폐쇄가 발생된다. 

1990년대 중반 에 B&W가 개발한 지지격자는 지지 격자체 전체 영역에 

일체 되는 혼합 날개가 부착된 것이 특정이다. 지지 격자체는 연료봉올 받 

아들이기 위해 각 수로는 모서리에서 서로 끼워져 교차하는 격자판에 의해 

정의된다. 혼합 날개는 격자체 모서리에서 연장된 일련의 돌출부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 돌출부는 한 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졌으며 이로 인 

해 각 수로에 대해 4개의 혼합 날개가 부착되어 있다. 이 혼합 날개의 최대 

굽힘 각은 90도이다. 

혼합 날개가 최대로 굽었올 때에도 봉에 침입되지 않아 조립 중 날개의 

구부림이나 부러질 가능성올 최소화시켰다. 

운전 중 4개의 날개는 냉각재를 수로의 중앙에서 4곳의 간격으로 전환 

시킨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혼합 날개를 사용 시 임계열속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다. 핵연료 지지격자는 핵연료 집합체에서 핵연료 봉올 둘러싸는 

다수의 수로를 규정하기 위한 격자덮개판 형상의 다수의 격자판올 포함하는 

구조물이다. 스프링 부분은 각 수로의 격자판에 적어도 하나가 마련되어 있 

으며 수로 내에 포함된 봉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지 스프링은 각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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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부분의 격자판 건너편이나 뒷쪽에 위치하며 cell 내에서 연료봉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걸림 방지 랩은 냉각재를 수로 쪽으로 향하도록 

수로 개구부에 위치한다. 혼합격자는 봉을 지지하는 기능보다 노섬에서 냉 

각재의 혼합올 촉진시키는 기능이 크며 냉각재 유동올 증가시키기 위해 각 

cell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혼합 날개가 마련되었다. 원자 노섬에서 사용되는 

기존 혼합격자의 문제점은 격자 내 고온부를 냉각하고 연료봉을 지지하기 

위해 분리된 지지부와 혼합 날개가 사용됨에 따라 압력손실이 높으며 제조 

성이 좋지 못하다. 현재 지지격자는 각 수로의 모서리에 고정된 고정부 

(stopper)를 포함하고있다. 고정부는 핵연료 봉올 지지할 뿐만 아니라 냉각 

재 유동 방향올 정하며 수로를 형성한다. 고정부 형상은 연료봉에서 냉각재 

로 적절한 열전달올 위해 원뿔 형상 혹은 원주 형상으로 고안되었다. 각 지 

지부는 각 연료봉올 지지하며 프레탱에 의한 마모 둥 봉의 손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 부드러운 평판(smooth ftat) 및 모따기 표면<Chamfered surface}으로 

되어있다. 핵연료집합체와 격자의 접합을 위해 안내관 수로로 설계된 수로가 

마련되었다. 핵연료집합체에 대하여 용접올 위해 각 안내관 집합체에 다수의 

지지 아치가 고정되어있다. 

이 지지격자는 냉각재의 고른 분포를 제공하고 핵연료집합체의 횡방향 

유동을 최소화시킨다. 표준 혼합격자의 설계에 의해 셜계된 혼합격자 보다 

열전달 성능이 높으며 열전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노섬에서의 열출력을 

높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외부 격자판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핵연료 교체 시 이웃 

핵연료간의 간섭과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 이물질 여과 장치 

원자로 구조물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서 원자로 순환 계통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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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은 시운전 전에 청소퉁올 통해 제거되지만 용접 파면， 절삭 칩 및 부 

스러기와 같은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 최근의 대부분 핵연료 

손상은 하단 지지격자와 봉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물질에 의한 해연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물질 

이 핵연료봉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내어 원인올 제거하는 것이 펼요하며 이 

를 위해 이물질여과 장치 개발이 각 핵연료 공급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이물질 여과를 위한 지금까지의 제시된 개념 및 이들의 압력 특성 관점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1) Westinghouse 

1980년대 말 이전의 이물질 여과 용 하단고정체는 평판에 작은 

구멍올 뚫윤 형태였으나 구멍의 크기와 간격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평판의 일부분을 도려내고 십자모양의 격자 구조물올 설치하 

여 핵연료 봉 손상이 우려될 정도의 큰 이물질은 통과되지 않는 이물질 여 

과용 하단 고정체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판과 십자모양의 격자 구조물로 구성된다. 노심 하 

단 평판의 유로 구멍과 일치토록 이물질 여과용 하단 고정체의 일부분을 도 

려내고 십자 모양의 격자 구조물을 그 위에 고정시킨다. 격자 크기는 핵연 

료 봉 손상 우려가 있는 혼 이물질의 노심 내 유입올 막을 정도로 작지만 

핵연료 봉 손상 우려가 없는 작은 이물질의 노섬 내 유입을 허용할 정도로 

크도록 하였다. 또한 압력손실올 줄이기 위해 선돼적으로 평판에 구멍을 뚫 

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환 시기에 냉각수 챔버와 실린더 모양의 상부 노즐 구조물로 

구성된 여과용 하단고정체가 고안되었다. 실린더 모양의 상부 노즐 구조물은 

냉각수 유로용 튜브 단면 형상과 구멍이 없는 실린더 형상으로 되어있다. 실 

린더 모양 부분은 여러개의 튜브들이 옆으로 인접하여 배열되어 있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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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었다. 튜브 끝 부분은 수력적 특성을 좋게하기 위해 

모따기를 하였다. 냉각수 챔버는 외곽 벽이 있어 안쪽으로 냉각수가 흐르도 

록 되어 었으며 챔버 모서리에는 다리가 부착되어 원자로에 고정된다. 

현재 Westinghouse 핵연료에서 사용되고있는 이물질 여과 장치는 기존 핵 

연료와 기하학적으로 양립하며 노섬에서 운전 주기와 상관없이 성능이 좋으 

며 제조 비용의 부담이 적다. 이 고정체는 지금까지 사용된 하단 고정체의 

유공 보다 작은 직경의 유공을 갖는다(그림 2-3-12). 하단 지지격자에 의한 

벼점유 공간 보다 작은 유공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다. 유공의 크기는 약 

0.190 inch로 하여 냉각재에 의해 유동되는 이물질 중에서 이 작은 유공을 

통해서 빠져 나온 이물질은 지지격자 사이로 빠져 계속 순환한다. 이렇게 제 

작된 하단 고정체의 유로 면적은 이전 하단 고정체의 유로 면적에 비해 작 

으며 압력손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의 하단 지지판의 유로 구멍 바로 위에 위치한 하단 고정체의 유로 

면적은 기존 표준형(Iarge hole type) 하단 고정체에 비해 small hole type 

하단 고정체가 크다. 유공의 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적이 균일하고 1 평방 인 

치 당 유공의 수는 16개이다. 유공은 입구가 챔퍼 되었으며 챔퍼의 각도는 

약 12에서 15도 이다. 

이물질 여과 하단 고정체에 대한 유동 시험에서 하단 고정체 만의 독특 

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물질 여과 하단 고정체는 하단 고정체의 유로 판의 

유동 면적이 기존 하단 고정체 고정판의 유로 면적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하 

단 고정체의 유공에 대해 기계 가공 및 모따기를 하였을 때 이물질 여과 하 

단 고정체의 압력 손실은 기존 하단 고정체의 압력손실 보다 작거나 동일하 

게 나타났다. 최종 셜계에서 이물질 여과 하단 고정체의 유로 면적을 기존의 

것에 비해 조금 작게 하였다. 이에 대한 유통 시험에서 압력손실은 기존 하 

단 고정체의 압력손실과 동일하거나 조금 높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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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는 하부 지지 판의 유공 위의 하부 지지판의 유로 면적올 증가시 

키는 것이 전체 지지 판에서의 총 유로 면적올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압력 

손실 강하 측면에서 장점이 었다. 유공을 하부 지지 판 유공 위에 많이 위치 

시키고 이에 따라서 유공의 갯수를 줄임으로써 가공 비용， 웅력 수준올 낮추 

고 유동을 최적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하단고정체의 여과 능력은 좋 

지 못해 하단고정체 위에 보호 격자(Protective Grid)를 설치하고 장형 봉 마 

개(Long Solid End Plug)와 예비 산화 피복관(Pre-oxid.ized Cladd.ing)을 사 

용하는 삼중 보호(Triple Protection) 개념올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 

계개념은 이물질여과 능력은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이물질 포획능력 향상 

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ABB-CE 

ABB/CE사는 이물질에 의한 마모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는 연료봉의 봉단마개의 길이를 늘이고 최하단 지지격자를 이 위에 

위치시켜 이물질에 의한 마모가 Solid 부분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개념과 하 

단고정체와 유로구명의 크기를 작게하는 개념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최하단 지지격자에서 이물질이 여과 되도록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노섬에서 대부분의 피복관 파손은 하단 지지격자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 

반적인 지지격자형상은 이물질을 거르거나 포획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착안하고 노심의 active area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해 이물질 여과 기능이 

있는 개선된 지지격자률 설계하였다. 이 지지격자는 봉올 지지하는 기능이 

없이 이물질 만올 포획하는 독립적인 격자이다. 단형 하부 봉 마개를 사용 

한 핵연료에 이 장치가 쩔치 사용되면 포획된 이물질은 인근 봉에 마모를 

발생시켜 봉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봉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하단 봉 마 

개의 길이를 늘여 지지격자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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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관마개에 사용되는 지르칼로이 합금의 가격이 비싸 길이를 최소화시켜 

야하며 봉내 의 void volume과 active fuel length에 나쁜 영 향올 줄 수 있 다 

눈 장애가 었다. 

1980년대 말에 개발된 GUARDIAN 지지격자는 격자 덮개판 형태의 지지 

격자로 하단고정체 근처에 위치한 하단 지지격자이다. 이 지지격자는 물결형 

지지격자로 제작되었으며 스프링과 아치 부분은 봉올 지지하고 압력손실이 

작게 설계되었다. 이 스프링 걸림 지지격자는 격자를 아래로 내려 지르칼로 

이 합금의 량올 감소시켰다. 지지격자는 봉올 잡기위한 스프링 걸림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스프링은 봉 단 마개의 원주를 따라 부드럽게 홈을 내 

어 축방향으로 저항을 주어 봉의 들림올 최소화시켰으나 핵연료의 수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저항올 주진 않는다. 핵연료에 손상올 줄 수 있는 이 

물질의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일체형 leave를 격자판과 격자판이 만나는 

부분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이물질이 스프링 걸림 지지격자를 통과할 가능 

성올 최소화하였다. 이 지지격자는 독립적인 장치에 비하여 추가적인 요소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압력손실이 늘어날 가능성 

이 낮다. 하단고정체에 설치된 이물질 여과 장치에 비해 이물질 여과율이 높 

다. 유동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이물질이 노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하 

단고정체 주위에서 강한 난류유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물질이 핵연료 집합체 

사이로 빠져나가서 위의 지지격자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나 이 스프링 걸림 

지지격자는 하단고정체 사이를 통과한 이물질이라도 지지격자사이에서 여과 

된다. 장형 관 마개와 일반적인 지지격자에 비해 이 장치는 비용이 적게들며 

active length Y. void volume에 미 치 는 역 효과가 적 다. 

이 GUARDIAN (그림 2-3-13) 지지 격자는 현재 Palo verde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ABB/CE의 검토결과 유로구멍이 작은 하단고정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의 장점은 이물질의 최대여과 및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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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End Cap의 셜계개념에비해 고연소도에서 핵분열 방출가스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연료봉의 체적 증가， 연료봉의 Tube와 최하단 지지격자가 접 

촉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단 지지격자 위치에서 Rod-to-grid 마모로 인한 핵 

연료 손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3) SPC 

SPC 사는 하단고정체에서 이물질이 여과되는 개념은 WH사와 동 

일하나 WH사의 small hole type파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하단고정체인 

FUELGUARD를 개발하여 WH형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그림 

2-3-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rved Blade를 조밀하게 배열하여 이물질이 

하단고정체를 통과할 경우 이 Curved Blade에 포획되도록 하는 셜계개념이 

다. 여러 가지 형상의 이물질에 대해 지지격자를 사용하여 이물질여과를 할 

경우 길이가 긴 하단 봉 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단 봉 마개는 핵연료를 

포함하지 않아 마모가 발생활 경우 방사능의 유출은 없으나 장형 하단 봉 

마개의 사용에 따라 핵연료의 길이가 줄어들고 노심의 출력감소가 발생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SPC는 하단고정체의 고정판올 콕률판으로 제작함 

으로써 이물질이 곡률 판에서 걸러지게 하였다. 

하단고정체는 다수의 곡률진 판과 하단 판 및 상단 판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곡률 판은 규칙적으로 평행되게 배열되었으며 판은 양쪽 스커트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스커트는 lower cross tie bar를 지지하기 위해 shoulder가 

설치되어 었다. 하단고정체 내에 적절히 위치하도록 안내관을 고정하기 위한 

screw가 설치되어 었다. 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었으며 판은 평행 

하게 배열되으며 중섬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배열되었다. 휘어진 유로는 직선 

형 유로가 위치하지 않도록 셜치하였다. 곡률판은 아래단파 윗단 및 중앙부 

횡방향으로 치우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체가 이곳을 통과할 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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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이상 유통방향이 변화된다. 곡률환은 lower cross tie bar에 고정되어 

있으며 brazing되었다. 

(4) Siemens-KWU 

독일의 KWU사에서는 하단고정체의 상단에서 이물질이 여과되도 

록 Debris Separation Grid를 부착한 형태의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를 개발 

하였다. 이 셜계개념은 WH사의 Triple Protection 셜계개념과 유사하며 이 

물질여과 능력 또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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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난류 속도 요소 U 와 v 

0.6 

0.1삐11 끼 
j 1 ,/.;?’ 

[ • |U; !ν 

10 

06.-•--‘--------•--- •--
Ibl 

C~‘ 
-02 

-0‘ o 10 20 )0 tO。

TlmC'‘m‘l 

그림 2-3-2 교차 상관 함수 puu;의 대칭성 

-105 -



닙
관
 
x、
\
、
-
\
서
 

‘
…
、
k
、\ 
\ 

、
녕Q
j
N
셋
\
\
 
웹
빼
 

10 

그림 2-3-3 

μ헤u、ι
씻x、i”
、
1、
、
 

i뒀
핏
S
\

、
 “ “ 

\ 

、
\

\ 

r 
t 

m 

빼
 
뼈
 
뼈
 

10 

난류 감쇄 

-106-



ι” i，펀” 

;$I ‘;“· 넷:;렐” 
l ‘、 ‘、 、

0.00’l 、 、:\시 

椰

- Q-O 

• n" I’ 、“’?

.!:l ‘e 
-‘1M 

10 60 10 100 

.1/ .... ’ 

0.0005 L 
11/ ‘ 60 10 ‘r • ,-II.W' 

그림 2-3-4 운통에너지 감쇄 

-107-



그림 2-3-5 교차류 혼합 영역에서 수직 속도 분포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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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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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3-9 Split Vaned Spacer Grid 

Fig. I 

그 림 2-3-10 Intermediate Flow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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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High Thenna1 Perfonnance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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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Small Hole Type Debris Resistant Bottom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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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3-14 Curved Blade Type Debris Resistant Bottom End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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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핵연료 구조부품 건전성 향상기술 

1. 상단고정체 개발 

가. 상단고정체의 기능 

상단고정체는 핵연료집합체의 최상단에 위치한 구조부품이다. 이것 

은 보통 304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되며， 원형구멍과 

Ovaloid형의 구멍이 뚫려있는 상부유로판 핵연료 취급기기와 연관되는 부품 

들 그리 고 훌다운 스프링 (Holddown Spring) 둥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상단고 

정체의 주요 기능은 노심 내에서 핵연료가 횡방향 간격올 유지하도록 하고 

핵연료 취급 기기가 부착될 수 있어야 하며 상부노심판으로부터 전달되는 

제 하중을 핵연료집합체 하부 구조물로 전달하고 연료봉 수로를 따라 유입 

된 냉각수를 상부 노심판으로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료 

봉들이 사고로 인하여 상부유로판 밖으로 이탈되는 것올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노심내에서 운전 및 비운전중에 핵연료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에 대해 

서도 그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할 뿐 아니라 핵연료의 검사와 핵연료 수 

리를 위해 핵연료를 해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분리， 재결합퉁이 용이하 

게 수행될 수 있는 기능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나. 외국의 개발현황 

(1) Westinghouse (핀)사 

딴사의 이전 설계에서는 모든 안내관 위치에서 상단 지지격자 슬 

리브와 상단고정체의 유로판이 유로판 상부에서 용접되도록 젤계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연결 방법은 핵연료의 수리， 보수시 핵연료 상부에서 상단고정 

체를 해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상단고정체 삽입관(Top Nozzle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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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체결관(Lock Tube)을 삽입하고 이들 사이를 확장(Bulge)하여 연결하 

는 해체형 상단고정체 (Release Top Nozzle RTN)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상단고정체의 유로판내에 체결링 (Lock Ring)을 삽입한 후 이를 확장하여 연 

결하고 해체시에는 이를 45。 만큼 회전하여 분리하는 급속 해체형 상단고정 

처11 (Quick Release Top Nozzle QRTN)를 개발하였다.(Figure 

2-4-1)[105,106] 급속 해체형 상단고정체의 장점은 연결 및 해체를 위해 요 

구되는 힘을 최소로 할 수 있으며 핵연료를 재조립할 때(죽 Reconstitution 

시) 상단고정체의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해체를 위한 도 

구(T∞1)가 간단해질 수 있고， 나사체결이 아니므로 이완되는 부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내관과 유로판의 안내관 체결을 위한 구멍과의 간극 

(Clearance)에 체결링올 삽입하여 이 간극올 줄이므로써 횡방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코발트의 함량을 0.05%이하로 

낮춘 재질을 사용하므로써 코발트에 의한 냉각수의 방사능 오염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딴사의 상단고정체는 부품들을 기계가공하여 TIG 용접으로 제 

조하고 있으나 향후에 주조공법으로 제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ABB Combustion Engineering (ABB-CE)^t 

ABB-CE사의 상단고정체는 다른 여러 핵연료 공급자 들과는 다 

른 기하학적 형상을 지니고 있다.[107-109] 즉， ABB-CE사의 상단고정체는 

하나의 누름판(Holddown Plate), 네 개의 코일형 훌다운 스프링， 네 개의 외 

부 안내 포스트(Outer Guide Post) 하나의 중앙 포스트(Center Post) 및 하 

나의 유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2-4-2). 이들 부품들의 조립순서는 

지지격자에 연료봉을 삽입한 후 유로판 집합체 (Flow Plate Assembly) 상부 

에 네 개의 훌다운 스프링 및 누름판을 놓고 네 개의 외부 안내 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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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한다. 여기에 중앙 너트(Center Nut)를 이용하여 훌다운 스프링올 약간 

누른 후 네 개의 외부 안내 포스트를 안내관의 플랜지에 나사 체결한 뒤에 

풀림올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관의 플랜지 상부를 소성 변형 (crimping)시킨 

다. 최종적으로 보조도구인 중앙 너트를 풀어 상단고정체와 안내관과의 연 

결이 수행된다. 손상된 핵연료를 보수하기 위한 해체 절차는 조립 절차의 역 

순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성 변형시킨 안내관의 플랜지를 회전 

시켜 상단고정체를 분리하므로 이를 재사용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이 생성되 

는 단점이 있다. ABB-CE사의 상단고정체는 다른 회사의 상단고정체와는 

다르게 유로판이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고 연료봉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 

올 갖고 있고 누름판이 하중올 전달하는 구조적 기능올 갖고 있다. 

ABB-CE사는 상단고정체를 주조공법으로 제조하고 있다. 

(3) Siemens Power COJ1X)ration (SPC)사 

Siemens 계열의 미국내 자회사인 SPC사는 뾰형 경수로 및 

ABB-CE형 경수로 모두에 연료를 공급하고 었다.[llO- 1l3] 표형 경수로에 

공급되는 핵연료의 상단고정체는 딴사의 상단고정체와 유사하므로 자세한 

셜명올 생략한다. 대신 ABB-CE형 경수로에 공급하고 있는 연료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PC사에서 제조한 ABB-CE형 14X14 핵연료의 상 

단고정체는 ABB-CE사의 것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것은 하나의 상부 작용판(Reaction Plate) , 네 개의 반웅 스프링 

(Reaction Spring) , 네 개의 체결너트(Locking Nuts) , 네 개의 유지 슬리브 

(Retai띠ng Sleeves), 네 개 의 스프링 컵 (Spring Cups) , 하나의 중앙너 트 

(Center Nut) , 하나의 상부고정판(Upper Tie Pl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2-4-3). 상단고정체의 조립은 유지 슬리브를 상부고정판의 안내관 

위치에 삽입하고 그 위에 스프링컵， 반웅 스프령 및 반응판을 놓고 체결너트 

-117-



및 중앙너트를 끼운다. 다음에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반웅판올 약간 누른 후 

체결너트와 유지 슬리브의 나사를 체결하고 중앙너트를 상부고정판에서 나 

사체결한 후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보조도구 

를 분리하면 상단고정체가 완성된다. 이 상단고정체를 연료봉들이 삽입된 

지지격자에 연결하기 위해셔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반용판을 약간 누른 후 

유지 슬리브와 연결된 체결너트를 90。 회전하면 안내관과 연결된 체결슬리 

브에 체결되고 반대 방향으로 900 

회전시킨 후 보조도구를 제거하면 핵연료 

집합체가 완성된다. 핵연료의 보수시에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반용판올 약 

간 누른 후 체결너트를 90
0 

회전시키면 상단고정체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러 

한 상단고정체는 자체가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의 보수 

시 시간이 단축되며 이를 재조립하여 사용가능하므로 보수작업에 의한 폐기 

물이 생성되지 않는 장점이 었다. 

(4) SiemenslKWU (KWU)사 

KWU사는 기폰의 W사의 셜계와 상당히 유사한 형상올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로판， 두름판， 상부판 및 네 개의 판스프링 형상을 가진 훌다 

운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것은 절곡된 형상의 판스프링들을 중첩시켜 

서 노심에서 요구되는 훌다운력을 만족시키고 있다. KWU사는 이를 직선 

형 판스프링으로 제조하여 제조성을 향상시킨 동시에 상부판을 기계가공하 

여 이들 직선형 판스프링들을 고정한 상단고정체를 FOCUS 연료에 사용하 

고 있다(Figure 2-4-4).[114,115] 직선형 판스프링은 절독시킨 판스프링보다 

스프링 강성을 크게 하여 세 개의 판스프링만을 중첩시켜도 요구되는 훌다 

운력올 만족하게 하였다. KWU사는 상단고정체 부품올 기계가공하고 상단 

고정체 제조시에는 용접강도를 증가시키고 용접의 안정성올 향상시킬 수 있 

는 전자비 임용접<Electron Beam Welding ; EBW)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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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agema 사 

Fragema사는 KWU사나 딴사의 상단고정체와 유사한 형상올 지 

니고 있다. Fragema사도 핵연료의 보수를 위해 상단고정체를 분리할 수 있 

는 기하학적 형상의 셜계 개선을 하였다.[116， 117] 

다. 국내의 기술현황 

국내에서는 1986년 이래 KAERI와 SiemenslKWU가 공동설계한 

KOFA연료， ABB-CE사와 공동설계한 연료 그리고 땐사와 K.NFC가 공동셜 

계한 Vantage 5H 연료둥의 상단고정체를 셜계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국내 

업체에셔 이들 상단고정체 전량올 제조하고 있다. 1995년에 KAERI와 SPC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INGLE연료는 CE형 노심(l6X16형)에 대비한 것이나 

상단고정체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1990년에 

KAERI와 K.NFC는 핵연료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과제에서 용접정밀도는 

청교하나 용접비용이 비싼 EBW에서 보다 경제적인 TIG용접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상단고정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TIG용접과 관련된 상단고정 

체의 형상칫수 변경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구조강도시험 

및 유한요소법으로 상단고정체 구조강도 해석을 통하여 TIG 용접된 상단고 

정체가 구조적으로도 건전함올 보였다.[118] 그러나 이러한 설계/연구/개발들 

은 기존에 외국 핵연료 공급자들이 개발한 상단고정체의 형상을 그대로 답 

습한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하단고정체 개발 

가. 하단고정체의 기능 

하단고정체는 핵연료집합체의 최하단에 위치한 구조부품이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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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체는 안내관올 통해 상단고정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핵연료집합체의 구 

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올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이 하부유 

로판CBottom Flow Plate) 밑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하부노심판 위에 핵 

연료가 정위치에 있도록 하며 하부노심판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냉각수를 연 

료봉 수로로 배분하는 기능올 갖고 있는데 304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 

스강올 사용하여 기계가공 하거나 혹은 CF-8(근래에는 탄소함량을 0.03%이 

하로 낮춘 CF-3을 사용하기도 함) 재질로 주조하여 제조된다. 하단고정체는 

유로구명아 있는 하부유로판과 다리(Leg)가 하부판의 네 모서리에 부착된 

형상인데 다리의 부착은 용접하거나 일체의 형상올 갖도록 주조된다. 하단고 

정체의 주요 기능은 핵연료집합체의 자중을 지지하고 이 자중올 포함하여 

상단고정체， 안내판을 통해 전달된 하중올 하부유로판에 전달하며， 안내관을 

정해진 위치에서 고정， 유지시키며， 노심 하부로부터 유입된 냉각수를 연료 

봉 사이의 수로로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핵연료 손상의 66%가 노심내에 유입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 

지고[107，108](Figure 2-4-5) , 유입된 이물질에 의한 핵연료봉의 손상이 주로 

연료봉의 최하단에서 첫 번째 지지격자체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Figure 

2-4-6 참조) 하단고정체를 통과하여 연료봉 수로내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 

도록 차단하는 기능이 하단고정체에 추가로 요구되고 있어 외국의 각 핵연 

료 공급자 들은 하단고정체에 이물질 여과， 포획능력을 갖추도록 하단고정체 

를 개발하고 있다. 

나. 외국의 개발현황 

(1) Westinghouse (파)사 

많사의 최신 핵연료인 Performance" [105， 120]에서는 이물질 여과 

개념을 적용한 하단고정체 (Debris Fi1ter Bottom Nozzle; DFBN) 및 긴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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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단마개의 사용 그리고 이물질 여과개념을 적용한 이물질 유입방지용 보호 

지지격자(Protective Grid) 및 피복관의 표면을 도금하여 (Zr02 coating) 마모 

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둥， 다중의 이물질 유업에 의한 손상 방지개념 

을 채용하고 있다.(Figure 2-4-7 및 2-4-8 참조) 또한 코발트의 함량올 

0.05% 이하로 낮춘 재질을 사용하여 코발트에 의한 방사능 생성을 감소시켜 

서 냉각수의 방사능 오염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하 

단고정체는 기존의 유로구멍보다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여 혜연료의 주요 

손상 원인인 이물질이 하단고정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DFBN을 1988 

년에 도입하였고 90% 이상의 이물질이 DFBN에 의해 결러지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120] 1993년에 도입된 보호 지지격자는 DFBN의 유로구멍위에 strap 

혹은 strap 교차점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유로구멍의 단면적을 1/2-1/4로 감 

소시켜서 DFBN을 통과한 이물질의 60%정도가 추가로 컬러지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 지지격자는 연료봉 하단에서 Grid-to-rod fretting올 방지하는 기 

능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부 봉단마개는 Solid 부위를 킬 

게 하고 피복판 표면에 산화막으로 도금함으로써 피복판 표면의 경도를 증 

가시켰고 이러한 조치는 일부나마 하단고정체를 통과한 이물질에 의해서 연 

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사의 삼중 보호 

셜계개념 (Triple Protective Design Concept)은 이물질 여과능력이 크게 향 

상되었으나 이물질의 포획능력 (Debris Capture Capability)은 효율적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ABB Combustion Engineering (ABB-CE)λ} 

ABB-CE사는 이물질에 의한 연료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하부 봉단마개의 Solid부위률 길게 하여 하단고정체(Figure 2-4-9)를 통과한 

이물질이 최하단 지지격자의 아래에서 연료봉의 하부인 긴 하부 봉단마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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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를 일으키도록 하는 설계개념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최신연료인 

TURBO™ 연료에서 하단고정체를 통과한 이물질들이 최하단 지지격자에서 

포획되도록 하는 이물질 포획개념을 적용하고 있다.[108，121] 즉， 하단고정체 

와 최하단 지지격자 사이를 연결하는 Solid 부위에 긴 하부 봉단마개를 채용 

하고 하단고정체의 유로구멍을 통과한 이물질이 최하단 지지격자체를 통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물질이 핵연료의 유효영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GUARDIAN™ 지지격자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Figure 2-4-10). 이 

러한 설계개념은 하단고정체의 유로구명의 크기를 작게 하는 설계개념보다 

는 이물질의 여과 및 포획능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Siemens Power Corporation (SPC)사 

SPC사는 하단고정체에서 이물질이 여과되도록 하는 것은 딴사와 

동일하나 딴사처럼 작은 크기의 유로구멍을 갖도록 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하단고정체의 유로판의 형상을 이물질이 여과되도록 하는 굴곡판(Curved 

Blades)올 갖는 새로운 개념의 FUELGUARD™올 개발하였다(Figure 

2-4-11).[109, 111-113,122] FUELGUARD™는 어떤 형상의 이물질에 대해서 

도 표준형 하단고정체 및 작은 유로구멍올 갖는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에 

비해 이물질 여과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C사는 기존의 표준 

하단고정체에도 삽입할 수 있는 FUELGUARD ™ Insert를 개발하였다. 

FUELGUARD™ 하단고정체의 제조는 주조로 외곽틀을 만든 후 굴곡판을 

삽입하기 위해 외부면을 기계가공을 한다. 압연 (Pressing)으로 만들어진 굴 

곡판을 삽입하고 1차 경납햄올 실시한 뒤에 기계가공한 외팍틀에 l차 경납 

햄한 굴곡판올 삽입한 후 2차 경납햄을 실시하여 FUELGUARD ™ 하단고정 

체가 완성된다. 이러한 FUELGUARD™은 하부유로판 위에서 냉각수의 난 

류(coolant turbulance)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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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의 하단부에서 발생할수 있는 grid-to-rod fretting올 경감시킬 수 있다 

고 주장되고 있다.[122] 

(4) Siemens!KWU (KWU)사 

KWU사에서는 FOCUS연료에서 기존의 하단고정체 상부에 이물 

질 여과용 격자를 부착한 이물질 여과장치를 사용하고 있다(Figure 

2-4-12).113-115] 이러한 이물질 여과격자는 이중핀(Double Fin) 형태의 박 

판올 하단고정체의 유로구멍의 중앙부에 오도록 하여 하단고정체로부터 연 

료봉 수로로 이물질 유업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내의 Siemens형 경수 

로에는 Figure 2-4-13와 같이 일체형 이물질 여과장치(Intergrated Debris 

Filter; IDF)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계열사인 SPC사의 

FUELGUARD™보다는 이물질 여과가 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물질 여과 최하단 지지격자를 적용한 KWU사의 이물질 여과장치의 이물 

질 여과능력은 다른 공급자 들의 이물질여과 장치의 그것과 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WU사의 이물질여과 최하단 지지격자는 기존의 하단고정체 

의 상부에 이물질여과 최하단 지지격자를 용접하여 제조한다. 

(5) Fragema 사 

Fragema사는 하단고정체의 하부에 이물질 여과개념을 갖는 이물 

질 여과기 (Anti Debris Filter)를 AFA-2G 및 MK-BW연료에 적용하였 

다.[1l6， 123] Fragema사의 이물질 여과 펼터는 3mm 높이의 판을 격자형태 

로 엮은 것으로서 기계적 강도와 인성을 고려하여 인코넬 718재질을 사용하 

였으며， 하단고정체의 어랩터 하부에서 리뱃으로 고정한다. 이물질 여과능력 

은 다른 공급자 들의 이물질 여과시험과 유사한 경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래에 Fragema사는 최신 연료인 AFA-3G를 제안하고 있는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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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3G에서는 레이저 용접 (Laser Beam Welding; LBW)이나 EBW으로 제 

조된 하단고정 체 구조물(뻐bbed Structure)의 네 귀 퉁이 에 pm올 사용하여 

작은 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개량 이물질 방지판(Advanced Anti - Debris 

Plate)올 용접한다. 개량 이물질 방지판은 debris에 의한 마모에 견딜수 있도 

록 기계적 강도가 좋은 AISI 660을 전기화학적 공정으로 가공하고 있다. 또 

한 AFA-3G에서는 고연소도에 대비하여 연료봉의 조사성장을 수용할 수 있 

도록 상.하단 고정체간의 간격을 증가시켰다. 

(6) Mitsubishi사 

일본의 Mitsubishi사는 Figure 2-4-14에서 보듯이 하단고정체 유 

로판의 구멍올 작게한 이물질 여과 하단고정체(Debris Filter Bottom Nozzle 

; DFBN)와 장형의 봉단마개를 사용한 연료를 일본내의 PWR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물질에 의한 연료 손상은 상당히 해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24] 또한 Mitsubishi사는 이물질 여과 포획 격자(Debris-Trapping Filter 

Grid)를 갖춘 저 압력 강하 하단고정 체 (Low Pressure Drop Bottom Nozzle; 

LPBN)를 사용하고 있는데 (Figure 2-4-15 참조) 이물질 포획 격자는 각 격 

자의 모서리에 이물질 포획용 딩플이 있다. 이물질은 이물질 여과 격자의 격 

자판들로 분할된 하단고정체 유로구멍에서 1차로 차단되고 연료봉과 Debris 

Filter Grid의 딩플사이에서 2차로 차단된다. 근래에는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하단고정체에 세밀한 mesh를 갖고 있는 filter를 부착한 

여과장치를 개발하였는데 (Figure 2-4-16 참조) 세밀한 mesh대신에 이물질 

여과 포획 격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국내의 개발현황 

(1)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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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86년 이래 KAERI와 Siemens/KWU사가 공동셜계 

한 KOFA연료， ABB-CE사와 공동셜계한 연료 그리고 KNFC:와 딴사가 공동 

설계한 Vantage 5H 연료둥의 하단고정체를 설계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국 

내업체에서 전량 제조하고 있다. 

KAERI와 SPC사는 ABB-CE형 해연료를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1995년에 하단고정체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시제품 제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설계된 하단고정체는 SPC사외 

FUELGUARD ™과 동일하나 제조공정을 최적화하여 제조비 절감에 노력하 

였고 이물질 여과능력이나 포획능력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 독자개발 

KAERI에서는 이물질 여과개념을 적용한 하단고정체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후보모텔을 선정하여 이물질여과 능력시험과 압력강하 시 

험을 수행하였다. 후보 모텔은 기존의 하단고정체 유로판의 구멍크기와 비슷 

한 크기의 구멍올 유로판 두께의 약 %까지 가공한 후 하단고정체의 하부에 

작은 크기의 유로구멍을 여러 개 가공하는 이중구멍형 (Anti-Debris Drilled 

Hole; Figure 2-4-17)과 기존의 하단고정체의 유로구멍과 비슷한 크기의 유 

로구멍에 구멍깊이의 약 %되는 지점에 핀을 단일 혹은 이중으로 주조하는 

핀형 (Anti-Debris Fin)과 이중핀형 (Anti-Debris Double Fin; Figure 2-4-18) 

으로 구별된다. 이들 후보모텔들은 국내특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 

도로 Siemens/KWU사나 Fragema사의 경우와 같이 시브형 (Sieve)으로 이물 

질 여과개념을 갖는 필터를 하단고정체의 상부에 용접하여 부착하는 것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125] 이들의 이물질 여과능력 시험의 결과는 

외국의 다른 핵연료 공급자 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하단고정체에서 구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두께를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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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룰 수행하였다.[126， 127] 

3. 지지격자체 개발 

가. 지지격자체의 기능 

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에서 지지격자체는 연료봉들이 횡방향 및 종 

방향으로 정위치에 있도록 지지해줌으로써 연료봉사이의 수로가 형성되도록 

하며 핵연료집합체가 하나의 구조물이 되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연료봉을 건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이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이완 및 연료봉의 크립으로 유발된 연료봉 직경감소둥에 의해서 

연료봉 지지조건이 완화되고 (즉，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간의 간극이 형 

성되고) 냉각수 유동에 의해서 연료봉이 진동함으로 인하여 연료봉과 스프 

링(혹은 덤플) 접촉부위에서 연료봉이 프레팅 마모 손상되는 것은 억제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지격자체의 구조적 기능이란 발전소 안전 정지 

지진 (Safety Shutdown Earthquake)이나 LOCA둥과 같은 가상사고가 일어났 

을 때 핵연료집합체는 냉각가능한 기하학적 구조(Coolable geometry)를 유 

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긴급 상황(ASME code 기준으로 Condition III 및 IV) 

에서 연료봉이 과열되지 못하도록 연료봉 사이의 냉각수로를 유지하는 것과 

핵적 반웅을 제어할 제어봉이 안내관에 삽입가능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갖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동안 지지격자체는 크 

게 3가지 관점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지지격자체 재질개선의 관점， 

성능향상올 위한 격자 및 지지격자판의 형상개선의 관점 그리고 제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방법 개선의 관점에서 개발되어 왔다. 

나. 외국의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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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댄사를 비롯하여 ABB-CE사 독일의 

Siemens/KWU사 프랑스의 Fragema사등에서 핵연료의 열.수력적 및 기계/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격자체를 개발하여 왔고 앞에서 언급하 

였듯이 다읍의 3가지 관점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격자 재질의 관점에서 보면 초창기 지지격자체는 구조적인 면 

에서 강도가 우수한 인코넬을 사용하였으나 ’70년대 후반에 중성자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Zircaloy-4로 대체되었고 큰래에는 고연소도 및 장주기 운전 

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부식저항성이 향상되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성장 

이나 크림 퉁이 적게 일어나는 새로운 재질(예를 들면 ZIRLO 동)올 사용하 

려는 추셰이다.[117] 그러나 고성능 및 고연소도 핵연료의 부품재료 개발 관 

점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품은 피복관이므로 지지격자체만을 위해 재 

료를 개발하지 않고 피복관 개발중에 얻어진 재료의 특성을 지지격자체의 

재질 선정에 이용하고 있는 추셰이다. 

둘째， 성능 향상을 위한 지지격자 및 지지격자판의 형상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연료봉 수로에서 열전달올 촉진하는 냉각성능 개선과 연료봉의 기계/ 

구조적 손상올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두가지 

요구사항은 아래에서 보듯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다. 오늘날 경수로 핵연 

료의 개발 방향올 요약하면 고연소도 및 무결함올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핵연료의 열적 성능올 제고하 

여야 하며 열적 성능의 제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연료봉 주 

위의 수로를 따라 흐르는 냉각수의 흐름형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 

하여 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체의 형상 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로 

써 혼합날개의 부착 및 설계 변경 또는 유로 채널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핵연료봉 주위의 냉각수 흐름을 더 큰 난류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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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핵연료봉으로부터 냉각재로의 열전 

달올 제고하는 데에 초점올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핵연료봉 주위의 

냉각수 흐름올 난류 유동화하는 것은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의 주요 원인 

이므로 열적 성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해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핵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은 해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덤플과의 접촉면이 서로 상대 운동(미끄러짐)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로부터 접촉면에 마모가 발생하여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핵연료봉 프레탕 

손상”을 일으킨다. 즉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을 위해 열적 성능올 제고하는 

방법은 다른 한편으로 핵연료 손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냉 

각성능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초창기에는 지지격자체 상단부에서 냉각수 

의 혼합에 특별한 고려가 없던 평범한 지지격자체를 사용하다가 냉각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지격자체의 윗 부분에서 냉각수의 혼 

합을 촉진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시도가 추진되었다. 즉， 맹사 및 

ABB-CE사 Siemens/KWU사 둥은 지지격자체 상단에 혼합날개를 부착하 

여 냉각수의 혼합을 촉진시키려 하였는데 혼합날개의 형상 및 부착위치는 

핵연료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Figure 2-4-19, 2-4-20, 2-4-21). 딴사는 근 

래에 Vantage-5H연료에서 발견된 Grid-to-rod fretting손상에 대한 대책으 

로 지지격자 스프링에서 ‘window’를 없애고 혼합날개의 길이를 증가시키며 

weld cutout올 작게하며 혼합날개의 형상을 개선한 Performance+ [115] 연 

료형 지지격자체를 채택하여 연료봉의 진동진폭을 크게 감소시킴과 동시에 

(Figure 2-4-22) DNB 여유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핵 

연료집합체 상반부의 지지격자체들 사이에 냉각수 혼합을 촉진시키는 중간 

혼합격 자(Interm어iate Flow Mixers; IFM)가 1983년 판사의 Vantage 5 연 

료에 도입된 이래 근래에는 여러 핵연료 회사의 최선 해연료에 IFM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SPC사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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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개발하였다. 즉 두 개의 앓은 지지격자판 사이에 노즐형 수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고안한 HTP 지지격자를 도입하여 냉각수의 혼합을 촉진시키 

고 었으며 아울러 연료봉 지지면적을 증대시켜서 연료봉 진동 및 프레팅 마 

모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4-23, 2-4-25). 연료봉의 기계적 

손상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로는 단순히 연료봉을 지지하는 기능으로 었던 지 

지격자 스프링과 덤플의 형상을 변경하여 연료봉과의 접촉면적이 증가하도 

록 하여 접촉변에서 연료봉의 국부 첨두 웅력치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딴사의 Performance +연료 및 Siemens/KWU사의 FOCUS 연료， ABB-CE사 

의 TURBO™연료[108]에서 ’I ’ 스프링， Mitsubishi사 연료[124]의 ’I ’ 스프링 

둥) 지지격자 스프링과 지지격자판 기저분의 가공방법을 다르게하여 중성자 

조사에 따른 조사 성장량의 차이로 인하여 지지격자 스프링이 연료봉을 지 

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 Grid -to-rod fretting올 줄이려하는 퉁 

(ABB-CE사의 TURBO™연료에서는 '1' 스프링 부위와 그외 strap 부위의 

가공방법에 차이를 두었음)의 개선과 TURBO™연료에서와 같이 지지격자에 

서는 스프링의 support arch가 스프링의 변형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하거나 

side-supported mixing vane을 부착하여 기 계 적 좌굴강도도 증강되 며 연료 

봉의 장전도 용이하도록 하는퉁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한면 Mistsubishi사의 새로운 ’I’형 스프링은(Figure 2-4-25 참조) 현 

존 Mitsubishi사 연료의 스프링과 비슷한 스프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프 

링에서 응력이 70%이하로 발생하여서 웅력부식균열(Stress Corression 

Cracking; SCC)로 인한 스프링의 손상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셋째， 제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방법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지지 

격자체의 격자 교차점을 비롯한 제 접합부위에서 접합방법을 초창기에는 

TIG 용접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용접 bead의 크기에 따른 압력손실을 

줄이고 용접방법의 정밀성과 용접후 제풍의 칫수제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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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정밀 용접 방법(즉， LBW이나 EBW 둥)올 사용하려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밀용접 방법은 최근의 판사의 Perfonnance +연료， ABB-CE사의 TURBO™ 

연료(LBW 사용) 그리고 SPG사의 HTP연료(EBW 사용) 등의 최신 개량 핵 

연료에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핵연료집합체의 내진설계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지지격자체의 구조적 강도가 EPRI에서 제시한 차세대 핵연 

료의 설계요건(O.3g Seismic load) [l28]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다. 국내의 기술현황 

그동안 국내 원전에 장전되고 있는 국산 핵연료의 지지격자체는 전 

량 수입된 지지격자판을 조립하여 국내에서 용접하거나(KOFA 연료) 아예 

지지격자체 완제품올 수입하여 (ABB-CE형 연료) 핵연료 부품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것은 현재 국내 핵연료에 사용되는 지지격자체의 지지격자판 형상 

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소에 공급되는 핵연료에서 지지격자체의 

형태가 댄형， Siemens!KWU형 그리고 ABB-CE형 둥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형태를 지지격자체의 기본형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대단위 시설 투자 

비가 소요되는 지지격자판 제조공정에 감히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그동안 자립한 핵연료 셜계/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지지 

격자 스프링의 거동분석 [129] 및 연료봉 지지거동 분석[130] 그리고 연료봉 

프레탱 마모 관련 기초연구등올 수행하였고 근래에는 판형 Vantage 5H연료 

의 지지격자체 지지격자판올 국내에서 가공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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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구조부품 개발관련 기반기술 

가. 상 • 하단 고정체 관련 기반기술 

상 • 하단 고정체는 핵연료집합체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 각각 위치 

하며 안내관과 연결되어 핵연료 골격체를 형성하는 주요 구조 부품들로서 

앞에서 논의한 기능들올 만족하면서 핵연료 수명기간 동안에 핵연료집합체 

에 작용하는 제 하중하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 · 하단 고정체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이 상당히 복잡하여서 예 

전에는 상 • 하단 고정체에 대한 정적하중 시험을 통해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적 건전성올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대용량의 전산기가 출현하 

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범용 구조해석 전산코드가 개발됩에 따라 수치해석 

적으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건전성올 평가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1) 상.하단 고정체의 구조설계요건 

ANS/ ANS-5l. 1의 [131] 4. l.2절에선 노심 부품으로서 핵연료집합 

체와 노심 지지 구조물 (Core Supp아t Structure)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구조물에 대한 기계/구조적 건전성 평가는 ASME code Se다ion m 

NB-3α%의 웅력기준(표 2-4-1 참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 · 하단 고정체의 설계하중은 핵연료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핵 

연료집합체 자중의 4배 (판사 연료， KOFA 연료 둥) 혹은 5000 lb(ABB-CE 

사 연료)정도를 설계하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젤계하중에서 상 · 하 

단 고정체가 구조적 건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SME code 

Section m NB-3C뼈에서 규정된 웅력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하단 고정체의 구조강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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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학지식에 의한 강도 평가 

하단고정체와 같이 원형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천공판 

(Perforated Plate)에 대하여 천공판의 옹력분포 및 웅력집중 현상올 해석적 

으로 평가하려는 연구가 ’60년대 이전에 w사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그 결과가 R.E. Peterson의 “웅력집중계수”란 표제의 책으로 발간되었 

으며[133] '70년대에 w사는 표준형핵연료집합체에 사용된 상 • 하단고정체의 

표 2-4-1 핵연료 구조 부품의 웅력강도 규정 

RESAR-3S ASME Sec. m Stress Category Stress Limi t 
.................................................• ............... u_ •••••••••• “ .-.-.-............ • •••••••••••.•.• -" •••.••• L! ................. ' 

P. s. 

Cαldition 1. 11 Level A. B 
P. 1. 5 S. 

P. + P. 1. 5 응 

P. + secαldary 3.0 S. 

Condi tion m. IV Level C. D 
P. 2.4 S. or 1. 07 S. 

P. + Pb 3.6 S. or 1. 05 S. 

Non-이>erational αXldi tion 
(Shipping Il Handling) I. 11 와 동일 

Note : P. Pri JD8I‘y Membrane Stress Intensity 

P. Local ~~mbrane Stress Intensity 

Pb Pr i뼈I‘y Bending Stress Intensity 

s. Ultimate Strength 

s. Stress Intensity 

= lI in. of the {I /3 0' ......... 2I3 0'，.r예’ 2I3 0' •. T. 0.9 0' •. 0 π} 

0', 0.2- offset yield stress. 

6 ‘ Ultimate Stress 

구조강도를 평가할 때 상 · 하단 고정체의 기하학적 최소 칫수를 사용하고 

형상올 단순화한 모텔에 대하여 공학지식올 이용하여 평가한 웅력 및 변형 

올 표 2-4-1의 설계기준파 비교하고 있으나 형상을 단순화하고 해석에 사용 

한 보수적 가정으로 인하여 평가방법의 보수성이 크고 해석 결과의 신뢰성 

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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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강도 시험에 의한 평가 

상 • 하단 고정체 구조물의 주요 부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여 셜계하중보다 큰 하중을 가하여 측정한 웅력 및 변형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구조강 

도 시험에 의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 건전성 평가는 판사를[134] 비롯하 

여 SiemenslKWU사 및 ABB-CE사 등 세계의 여러 혜연료 셜계/공급자들 

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강도 시험 

에 의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강도 평가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 많아 소요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설계가 확정된 상 • 하단 고정체 부 

품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 수치해석 방법에 의한 구조강도 평가 

’80년대초 Fragema사는[116] 보 요소(Beam element)를 사용 

하여 17X 17형 w형 연료의 상단고정체의 유로판(Adapter plate)과 두름판 

<Enclosure)을 포함한 상단고정체 유한요소 모텔(Figure 2-4-26)에 대하여 

웅력해석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 비교하였고 ’80년대 중반에 SiemenslKWU 

사는[135，136]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설계한 KOFA연료의 상 · 하단 

고정체 설계시에 범용 구조해석용 코드인 ANSYS code의 3차원 유한요소률 

사용하여 상 · 하단 고정체의 웅력해석올 수행(Figure 2-4-27 및 2-4-28 참 

조)하고 그 이후 ’90년대초 TIG 용접된 상단고정체[118] 및 FOCUS™형의 

DRBEP의 구조강도 평가에[125] 3차훤 유한요소를 사용한 구조강도 해석을 

수행하는 등 점차 수치해석적인 구조강도 평가 방법이 일반화되고 었다. 

나. 지지격자체 관련 기반기술 

(1) 지지격자체 구조강도 해석기술 

지지격자체는 연료봉이 수평/수직방향의 원하는 위치에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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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특히 LOCAY. 지진둥과 같은 ANS Condition m 및 N에서도 원 
자로를 긴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체가 충분한 좌굴강 

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지지격자체의 화굴강도 평가는 주로 시험에 의존하 

고 있는데 시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에 제한이 있어 

서 여러 모형의 지지격자체 개발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근래에 대용량의 계 

산기가 출현하고 수치해석 방법이 발달하여 복잡한 구조물 형태인 지지격자 

체의 좌굴강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해석하고 예측하는 방법론이 개발되면 지 

지격자체의 좌굴강도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료봉 지지건전성 해석기술 

프레탱 마모에 의한 연료의 손상은 연료봉과 지지격자 사이의 캡 

발생정도， 냉각수의 횡방향 및 종방향 유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캡 발생정 

도는 초기 스프링 변위， 초기 스프링력， 피복관의 크림(Creep)에 의한 연료 

봉 직경의 감소 및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이완 둥에 의 

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프레탱 마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들은 크게 연료 셜계 변수들과 노심의 수력적 셜계변수들로 나될 수 있다. 

즉， 연료 설계변수들은 지지격자와 연료봉간의 열팽창 차이， 초기 지지격자 

스프링 변위， 피복관의 크람에 의한 연료봉 직경의 감소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한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이완 둥이며 노섬의 수력적 셜계변수들은 핵연료 

집합체당 유동의 분포， 집합체내에서 종방향 유동율의 변화， 집합체간 및 집 

합체와 원자로 배플간의 횡방향 유동율이다. 

이러한 연료봉의 지지거동에 영향올 미치는 각 인자들이 상호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특성을 규명하지 않고 간단히 각 인자들의 수명말에서의 특성 

치를 예측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연료봉의 지지조건을 평가하는 기 

존의 방법론은[137] 노내에서 연소도의 함수로 변화하는 연료봉의 지지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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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측할 수 없올 뿐 아니라 그 결과의 신뢰성도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복관 재료의 개발[138] 및 새로운 지지격자 설계의 도입과 함께 연 

료봉의 지지거동 대 연소도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 

요하다. 

(3) 지지격자/연료봉 프레탱 마모 해석 기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개발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고연소도 핵연료와 

무결함 핵연료의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었으며[146] 특히 안정 

적인 고연소도의 핵연료 개발을 위해 노내 손상율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노 

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를 위해 외국의 많은 핵연료 공급자 들은 종래의 해 

연료 손상 사례를 다시 살펴보고 손상 원인 규명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145-148] 

이로부터 최근까지의 해연료 손상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노내 이물질 

에 의한 손상임이 밝혀졌으며 다음 원인으로서는 지지격자체와 해연료봉 사 

이의 미세 진동으로 인한 해연료봉의 마모 손상임올 알 수 있었다. 노내 이 

물질에 의한 손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원자로 내부에 존재하는 이 

물질 (주로 금속 파편)이 원자로 운전 중 냉각수 흐름에 의해 해연료 내부로 

유입되어 핵연료봉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을 말한다. 이러한 

이물질에 의한 손상올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물질이 해연료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단고정체에서 유입되는 이물질 

올 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예를 들어 SPG사의 

FUELGUARD™ 이나 땐사의 DFBN등이 있다. 이때， 하단고정체는 그대로 

두고 하단고정체와 인접한 첫 번째 지지격자체에 이물질 여과 기능올 갖도 

록 하는 방법도 아올러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예로서는 ABB-CE사의 

GUARDIAN™ 지지격자체 또는 SiemenslKWU사의 이물질 여과용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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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격자체 둥이 그 예이다. 이들 방법을 통하여 이물질에 의한 손상윤 거의 

완벽하게 극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단지 핵연료 설계상， 

위에서 열거한 방법이 추가적인 압력 강하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 

가적인 압력 강하는 설계 허용 범위 내에 있도록 개발되어 있음이 또한 사 

실이다. 

한편，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되었던 셜계 사항 중 열적 

여유도의 증대는 냉각수 혼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지격자체의 개발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 즉， 지지격자체 혼합 날개의 형상， 분할 또는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난류 생성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올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류 유동은 핵연료봉 

이 유체유발진동올 일으키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핵연료 프레탱 손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고연소도 달성올 위한 장주기형 

노섬셜계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프레탱 마모에 의한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물질에 의한 손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명백한 해결책이 제안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핵연료 공급자들은 무결함 핵연료의 개발 

올 위해 프레탱 마모 손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4)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 해석 기술 

가압경수로의 각종 구조물 및 주요 기기 들은 일반적인 구조물이 

나 기계와 조금은 색다른 진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유체유발진동이 그것 

이다. 이것은 가압경수로가 에너지 전달 매체로 가압된 일정한 유속을 갖는 

물(경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유체유발진동은 수력학적인 현 

상과 구조 동력학적인 현상이 서로 연계되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근래에 

들어서 체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유체유발진동은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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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유속(대체로 7 - 8 m/sec) 때문에 간과 

되기가 쉽지만， 사용되는 유체가 공기에 비하여 고밀도(약 많잉배)임을 고려 

하면 원자로내 냉각수는 상당한 동압력올 갖고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원자로 구조물이나 핵연료에 유해한 진동올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봉 

의 유체유발진동 해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첫째， 가압경수로의 부품 중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올 방호하는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 

기구(FIV Mechanism)를 규명하고， 둘째， 이런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올 

방지할 수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필수 부품인 지지격자 셜계에 적용하는데 

있다. 

단일 핵연료봉은 동적 구조물로서 지지격자 스프령과 덤플에 의해 지지 

되는 다점지지 단순보(multiply supported simple beam)이다. 이러한 핵연료 

봉은 지지격자체와 상 · 하단고정체에 의해 다발 형태로 되어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를 이룬다. 펌프 수차의 회전에 의해 고유의 맥동올 갖는 냉각수는 핵 

연료봉에 도달하기전 원자로 하부지지 구조물， 핵연료 하단고정체와 지지격 

자체를 통과하면서 난류화되어 핵연료봉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한다. 지지격 

자체 껄계의 요점은 냉각수가 전달한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핵연료봉과 냉 

각수의 강한 상호작용(coupling)을 방지하여 핵연료봉의 진동올 억제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냉각수 유동에 의한 핵연료봉 진동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정확한 기구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 봉 다발에서의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은 정확한 모텔이 개발되지 

않았다. 

- 가압경수로가 냉각수의 비둥올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핵연 

료봉 축방향으로 중간 위치에서부터는 비퉁이 발생하여 연료봉 하부에 

는 단상유동(Single-phase flow)이지만 상부에서는 이상유동(Two-

phase flow)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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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봉 진동은 힘 기<{l (force-excited)된 진동이다. 따라서 이의 해 

석올 위하여 필요한 힘 기여 함수(forcing function 즉 random 

press따e fluctuations)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damping and 

coupling)에 대한 수학적 모텔의 개발이 어렵다 

- 핵연료봉의 동적 거동이 비선형화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연소중지지 

격자와의 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냉각수가 연료봉으로부터 핵분열 에너지를 받아 핵연료봉 축방향올 

따라 흐르면서 자체의 상태(밀도， 온도 및 속도)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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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 Quick Release Top Nozzle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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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 Upper Tie Plate (AB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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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3. Upper Tie Plate Assembly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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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4. Top End Piece (Siemens/K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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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7. Debris Filter Bottom Nozzle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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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8. Triple Protection Against Debris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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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K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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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3. Integrated Debris Filter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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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5. Debris Filter Grid in combination with Low 

Pressure-drop Bottom Nozzle (Mitsubishi) 

Figure 2-4-16. Fine-Mesh Debris Filter Attached to New 

Type Bottom Nozzle (Mitsub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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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7. Anti-Debris Drilled Hole Type Model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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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8. Anti-Debris Fin and Anti-Debris 
Double Fin Type Model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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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9. Westinghouse ’ s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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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0. Zircaloy Spacer Grid (AB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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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1. Siemens/KWU ’ s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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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2. VANTAGE 5H Fuel Assembly Vibrati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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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3. SPC ’ s HTP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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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4. Spc's IFM Grid 

-161-



Figure 2-4-25. Configuration of I-type Grid and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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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6. Finite Element Model of Fragema ’ s Top End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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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7. Finite Element Model of KOFA ’ s Bottom End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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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8. Finite Element Model of KOFA ’ 5 Top End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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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핵염훌훌 성불평가기훌 

1. 핵연료의 장주기화 및 고연소도화 연구 개발 현황 

가. 외국의 핵연료 연구개발 현향[158，159] 

경수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원 

전연료의 고연소도화와 원자로의 장주기 운전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세 

계 각국의 원전연료 공급회사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하에서 원전연 

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고연소도， 고성능의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국외 핵연료공급사들의 핵연료개발 방향은 다옴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 

- 기계적 건전성 및 열적 성놓 제고를 위한 지지격자 

- 이물질에 의한 혜연료파손율 방지하기 위한 이물질여과장치 

- 고연소도용 핵연료 요소개발 

- 주기경제성 제고를 위한 개념도입 

- 수선이 용이한 상단고정체 

혜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써， 고연소도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가장자 

리에서 다공성의 영역이 생기고 핵분열 생성기체들의 방출이 급히 증가하는 

Rim Effect, Zircaloy 피복관에 수소 홉수량이 국부적으로 높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고연소도에서의 연료 

의 성능 저하에 의해 반용도 사고시 원전연료 손상이 기폰의 모형에 따른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에너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프랑스의 

CABRI 원자로 및 일본의 NSRR 실험결과에서 제기됨으로써 원전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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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서 고연 

소도에서의 연료 및 피복관의 성능변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실증용 데이 

터베이스가 필요함올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피복관의 부식에 집중되어 왔던 연구가 고연소도에서의 

피복관 및 소결체의 성능자료 생산， 반웅도 및 LOCA 사고시의 고연소도 핵 

연료의 거동， 고연소도에서 핵연료집합체의 휩에 따른 제어봉올 불완전한 삽 

입 등 고연소도 핵연료의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각 

국의 원전연료 사용현황 및 고연소도화 연구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연소도 증 

가계획올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PWR의 경우 현재 40，α)()-45，α)() MWDI 

MTU인 영역평균 방출연소도를 4-5년 후에는 55,000 MWDIMTU 정도로 

중가시킬 것올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소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운전 

주기 길이를 기존의 12개월에서 18-24개월로 증가시킨 발전소가 점차 중가 

하고 있다. 장주기 원자로 운전올 위해서 냉각수내의 붕소농도가 중가되는데 

적절한 pH의 조절올 위한 일차계통 수화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차계통의 최적수화학 조절올 통해 핵연료피복관 표면에 침전되는 부식생 

성물(CRUD)의 량올 최소화하여 피복관의 부식올 감소시키는 연구도 수행하 

고 있다. 

Westinghouse 사는 봉의 상하단에 는 농축 axi외 blanket pellet올 사용하 

여 천연 우라늄을 사용시에 비하여 우라늄 유용성올 증가시켰으며 연료봉 

중앙농축영역에서 농축도를 감소시켜 출력첨두인자를 감소시켰다. 또한 

Integral Fuel Bumable Absorber(IFBA)를 사용함으로써 제 어 봉위 치 에 신 연 

료를 위치 시킬수있도록 함으로써 장전모형의 유연성올 증가시켰다. 중간혼 

합기를 사용함에따라 증가한 열적여유도로 인하여 열속첨두치를 상숭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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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게 됩에 따라 장전모형의 여유도가 증가하였다. 

AB8-CE사의 진보된 핵연료는 아래와 같은 주기경제성을 위한 셜계특 

성을 포함하고 있다. 

- 고부가 펠렛 

- Axia1 81anket 

- Ebia Integra1 8urnable Absorbers 

- Increase Therma1 Margin 

고부가 펠렛은 펠렛의 체적올 증가시켜 봉에 장전되는 우라늄의 량올 증 

가시켜 장주기용 핵연료봉으로 사용가능하게 하였으며 중성자 경제성을 증 

가시 키 기 위 하여 Axia1 81anket을 채 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심 상하에 서 의 

중성자결손을 줄임으로써 주기경제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Erbia Integral 

8umable Absorber를 사용하여 열적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측면지지 나선류발 

생기를 지지격자상부에 부착함에 따라 증가한 열적혼합능력 상승은 Power 

Uprate와 핵연료가 장주기로 감에 따라 발생하는 Offset Higher Peak과 같 

은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랑스 

프량스에서는 현재 PWR용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가 47，αR 

MWD!MTU 이하를 유지하고 12개월 운전올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 3 배치의 16-18개월의 장주기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다. EdF사는 향후 10년 내에 최대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를 60，αm 

MWD!MTU으로 증가시킬 계획올 추진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주기길이를 

24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3) 독일 

독일은 12개월 운전이 표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주기 운전에 의 

한 원전 경제성 향상보다는 고연소도화를 통한 연료주기비율의 절감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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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고 있다.PWR은 현재 영역평균연소도가 40，α)()-45，α)() MWD/MTU인 

데 이를 55，α)() MWDIMTU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4) 일본 

일본에서는 핵연료의 개량목표를 연소도증가， 신뢰성향상 그리고 

장주기운전에 두고 있다. 핵연료의 고연소도화를 위해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동올 통하여 원전연료의 고연소도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 할 수 있는 성능개량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핵연료제조공정 

의 자동화 및 철저한 품질보증을 통해 핵연료의 신뢰성올 향상시켰다. 일본 

에서는 그동안 원자로의 주기길이률 1년으로하여 왔으나， 원자로의 운전효율 

올 증대시키기 위해 점차 주기 길이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2αU년대 까지 

핵연료집합체 평균연소도를 55，α)() MWDIMTU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올 추 

진중이며， 핵연료집합체 평균연소도 60，α)()-70，α)() MWDIMTU올 목표로 

차세대 경수로용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필요시 핵연료의 농축도를 현재 

의 규제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나. 국내외 핵연료 기술수준 비교 

구분 기술동향 기술수준 비고 

-성능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르칼로이 지지격자 및 피 
고연소도용 피복관 및 소재 복관 상용화(ABB-CE， W, 
개발 SPC, KWU) 

-low-디n Zircaloy-4 피 복관 

국외 
채돼 및 고성능 피복관 개발 
(ABB-CE) 

-Zr02 피 복관 개 발(W) 

-low-디n Zircaloy-4 피 복관 
채돼 (SPC) 

-Duplex 피 복관 개 발(K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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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동향 기술수준 비고 

-성능 향상올 위한 연료 및 가 -Erbia 가연소성 홉입봉 채태 
연성 홉입봉 소결체 개발 (ABB-CE) 

-농축 ZrB2 가연소성 홉입봉 
채태(W) 

-Gd 가연소성 독봉 채태 
(SPC) 

-신뢰성과 건전성， 열적성능 
제고를 위한 지지격자 개발 -고성능 지 E 칼로이 혼합날개 

가 부착된 지지격자 개발 

(ABB-CE) 
-ZIRLOT!'.’ 지 지 격 자， 이 물질 
포획격자 및 장형관마개 
개발 (W) 

국외 - Bi-metallic/HTP!HMP지 지 
격자 개발(SPC) 

-FOCUS 지지격자 개발 
(KWU) 

-수선편의성 및 이물질여과 -Guardian TM 상용화 
능력이 향상된 상하단고정체 (ABB-CE) 
개발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및 

수선편의성이 제고된 상단고 
정체 개발(딴) 

-FUELGUARD™ 
FUELGUARD™ insert 개 발 
및 수선편의성이 제고된 
상단고정 체 개 발 (SPC)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개발 
(K，^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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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동향 기술수준 

-피복관 -low-디n Zircaloy-4 피 복관 
채택 

-가연성홉입봉 소결체 -Gd 가연소성 독봉 및 

Waba (B4C) 채 돼 

-지지격자 개발 -열적혼합능력향상 및 기계적 

국내 특성이 향상된 지지격자개발 

및 특허 출원중 

-CE 16X16 핵 연료용 HTP/ 
f페fl> 지지격자를 SPC와 

공동개발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개발 -이물질여과 하단고정체 독자 

개발 

-CE 16X16 핵 연료용 
FUELGUARD™ 개 발 및 
수선편의성이 제고된 상단고 

정체를 SPC사와 공동개발 

L 

2. 핵연료 특성시험 및 노내 조사시험 

가. 핵연료 특성시험 

비고 

우리나라의 핵연료기술은 외국 핵연료공급사와의 공동셜계를 통해 

통상적인 설계기술은 자립된 상태이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핵연료개발 

올 위한 기반기술과 실증시험시셜 및 관련 기술올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개 

발된 핵연료의 성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필히 해연료 특성시험 및 노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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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하므로， 해연료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셜 및 관련 기술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에 원자력발전소가 상업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해연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혜연료 개발을 위해서는 핵연 

료관련 데이타베이스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를 위해서는 해연료 특성시험 및 노내조사시험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핵연 

료에 대한 특성시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의 핵연료 특성시험 

원자력 선진외국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핵연료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핵연료 특성시험 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know-how 및 

know-why를 모두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연료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은 해연료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특성시험별 

외국의 시셜 확보현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 기계/구조적 특성시험 

정적/동적 좌굴시험기술과 격자스프링 특성시험기술 및 시셜을 보유하 

고 있으며， 외국 해연료 공급사는 Columbia 대학의 시험 시설을 이용 

하고 있다. 

- 지지격자 열적성능시험 

핵연료집합체의 압력강하 및 이물질여과 시험시셜을 보유하고 있다. 

- 해연료집합체 구조특성시험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시셜을 모두 보유하 

고 있다. 

- 피복관 성능시험 시설 

피복관의 성능 시험올 위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 172-



(2) 국내의 핵연료 특성시험 

핵연료 특성시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핵연료 개 

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및 성능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펼요하다. 

국내의 핵연료 특성시험시셜 및 기술은 그동안 핵연료 국산화 및 함께 수행 

된 핵연료 개선과 관련된 일부 시험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음은 국 

내의 핵연료특성시험에 대한 시셜 및 기술확보현황올 요약한 것이다. 

- 기계/구조적 특성시험 

시험경험과 기술이 없음 

- 지지격자 열적성능시험 

시험시설이 없음 

- 압력손실 및 이물질여과 시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압력강하 및 이물질여과 시험시셜올 보유하고 있 

으며 KOFA에 대하여 자료를 생산한 경험이 있음 

- 핵연료집합체 구조특성시험 

시험경험과 기술이 없음 

- 피복관 성능시험 시설 

피복관의 성능시험올 위한 시설과 경험올 모두 갖추고 있다. 

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16이 

(1) 개요 

핵연료개발시 노내조사시험은 앞의 가.항에서 언급한 핵연료 특성 

시험과 함께 핵연료재료 개발 및 건전성평가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 

는 시험이다. 노내조사시험은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과 상용원자로 

를 이용한 조사시험으로 구분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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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나 원자로재료는 사용수명동안에 많은 양의 중성자에 피폭되므로 

이에 대용되는 중성자 조사량올 짧은 시간내에 얻기 위해서는 연구용 원자 

로의 중성자속이 발전용 원자로보다는 상당히 높아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는 미국의 ATR(Advanced Testing Reactor)과 같이 루프 

시험만올 위한 단일 목적으로 전용되는 원자로와 우리나라의 하나로연구로 

와 같이 조사시험외에 동위원소 생산， 핵물리적시험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원자로가 있다. 그림 2-5-1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로연구 

로의 노심단면도이다. 

하나로에는 높은 중성자속올 얻올 수 있는 노심 중앙에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의 조사시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CT와 IR 퉁 3개의 조사공이 있다. 그 

리고 노섬 주위 에는 핵연료의 조사시험올 위한 고온·고압수 루프가 있으 

며(그림 2-5-1의 LH) , 그외에도 동위원소 생산 동에 이용되는 조사공과 중 

성자 물리시험을 위한 중성자 범 포트 그리고 반도체 생산 둥 공학적 이용 

올 위한 조사공 둥이 설치되어 있다. 

발전용 원자로를 이용한 노내조사시험은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조사시험 

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후 상용화의 최종단계시험으로 핵연료의 원자로내 

안전성 및 건전성을 실증하는 단계이다. 

(2) 노내조사시 험 장치 

연구로내 노내조사시험은 시험루프(test }oop)을 이용하여 시편 

을 그대로 조사시키거나 레벗이나 캡슐에 넣어 조사시킨다. 래벗올 이용한 

조사시험은 연구로 가동중에도 시편올 장전하거나 인출할 수 있으나，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은 연구로 정지시 장전 또는 인출할 수 있다. 

(가) 조사 래빗 

래벗올 이용한 조사시험은 조사시간이 수초에서 수일의 단기 

간으로 조사량이 적으므로 기초적인 물성연구 등에 주로 활용된다. 래빗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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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를 셜치할 수 없어 조사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시편에 용도 

모니터를 셜치하여 조사후 온도모니터의 용융상태를 확인하여 최고온도를 

추정한다. 

(나) 조사 캡슐 

조사캡슐은 측정장치가 셜치된 계장캡슐과 껄치되지 않은 무 

계장캡슐로 분류하며， 무계장 캡슐은 냉각수가 캡슐내부로 흘러 시편과 냉각 

수가 접촉하도록 한 리크Oe와이캡슐과 시편과 냉각수의 접촉올 차단하기 위 

해 밀봉시킨 밀봉 캡슐 등이 었다. 

계장캡슐은 캡슐내부에 실험목적에 따라 시편의 온도를 측정 또는 제어 

하거나， 시편에 웅력올 가하고 시편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여러 형태로 셜계한다.표 2-5-1은 조사캡슐의 일반적인 종류를 보여주고 있 

다. 

(다) 조사시험 루프 

조사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용원자로에서 안전하고 건전성 

이 확보되는 핵재료의 개발과 그리고 개발된 핵재료의 검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단계의 조사시험은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분위기에서 

의 시험이 요구되는데， 캡슐올 이용한 조사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조건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발전용 원자로의 조건과 유사한 루프를 이용한 조사시험 

이 요구된다. 

조사루프는 소형의 발전용 원자로로 볼 수 있는 시험장치로 그 자체가 

원자로와는 독립된 별도의 냉각수 순환게통을 갖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의 

냉각조건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조사시험이 가능한 시험셜비 

이다. 그러므로 연료의 조사가속시험， 안전성 및 건전성 시험둥에 많이 이단 

계의 조사시험은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분위기에서의 시험이 요구되는데，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조건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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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원자로의 조건과 유사한 루프를 이용한 조사시험이 요구된다. 조사루 

프는 소형의 발전용 원자로로 볼 수 있는 시험장치로 그 자체가 원자로와는 

독립된 별도의 냉각수 순환게통을 갖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의 냉각조건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조사시험이 가능한 시험셜비이다. 그러므 

로 연료의 조사가속시험， 안전성 및 건전성 시험등에 많이 이용된다. 루프시 

험은 단순히 연료 및 재료의 조사거동만이 아니고 냉각수와의 반용 또는 냉 

각재의 화학적 연구와 그리고 연료 파손시의 거동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된 

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 • 장기계획사업의 지원을 받아 하 

나로 연구로에 정상상태 핵연료 시험 루프(Steady State Fuel Test L∞p)를 

셜치중에 있어， 이들 시셜셜비가 완료되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임계열속시험 

과 같은 일부 대형시험셜비를 제외하고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핵연료특성시 

험 및 조사시험올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셜을 확보하게 되며 또한 1980년대 

중반에 준공된 조사후시험시셜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연료개발시 대부분 

의 시험올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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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조사 캡 슐의 종류[160] 

무계장 리크 캡슐 원자로 냉각수가 캡슐내부로 흘러 시편과 직접 접 

캡 슐 촉， 재료 조사에 주로 이용 
밀봉 캡슐 캡슐 내부에 열 매개체 (Na， NaK, Al 둥)를 설치， 

연료 조사， 고온 조사 등에 주로 이용 
계 장 온도측정 캡슐 조사중에 시 료 온도를 측정 

캡 슐 
온도체어 캡슐 중성자속의 변화에 따른 조사온도의 변동올 방지하j 

기 위해 히터， 온도 조절용 진공 틈새 (gap) 둥을 설 

치 
회전 캡슐 조사중에 노섬부측과 반대측의 중성자 조사량올 균 

일하게 하기 위해 회전 기능을 보유 
FP 기체 유출 조사중에 핵분열 기체의 유출에 의한 연료봉내 압 

측정 캡슐 력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 
조사중에 캡슐내부로 헬륨순환 순환된 헬륨을 분 

석하여 핵분열 기체의 유출량을 연속적으로 측정 
In-pile 조사중에 시편에 하중을 가해 크림 변형율을 측정 

크링 캡슐 

열중성자 고속중성자로 연료를 조사하기 위해 여 Hf 둥으컨 
cut-off 캡슐 열중성자를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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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하나로연구로의 노심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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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철 종수훌용 심형핵연훌훌 개뚫 

중수로 핵연료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나 중수로 

핵연료의 제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였음. 

중수로용 핵연료의 국산화， 시험집합체(2다발) 노내조사 및 월성 1호기 

장전 등을 통하여 중수로 핵연료의 제조 및 셜계의 기초기술은 개발하였으 

나 핵연료 개량 및 파손 분석 둥의 고도의 분석 및 셜계 기술 관련 연구는 

수행한 실적이 없음.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연구는 없으나 국내에서 수행한 중수로 관련 대 

표적 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및 양산사업 

. CANFLEX(개량 중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TANDEM 핵연료 기술 개발 

· 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중수로는 카나다에서 자체 개발한 노형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 걸 

쳐 연구를 수행하고 었으며 중수로를 보유한 인도， 루마니아 및 아르헨티나 

동에서도 각각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중수로 관련 설계 및 제조기술 둥 모든 분야는 카나다가 주로 개발하였 

고 다른 국가는 사용자적인 입장이어서 중요한 성능 분석이나 셜계 둥은 초 

보적인 기술만 국내에서 확보되어있고 대부분의 기술은 국내 기술 자립이 

안되어 있음. 따라서 신형 중수로핵연료의 기반 기술확보는 한국형 중수로핵 

연료의 자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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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 장 샘홈개뿔 추행내활 웰 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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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3 짱 염구깨 밟 훈행내용 휠월 훌홉표} 

제 1 쩔 헬연릎피볼관용 신숭재 개밤 

1. 예비합금 설계 및 신합금 개발 방안 연구 

가. 합금 설계 방안 

고연소도 피복관에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부식가속현상이 

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중성자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Creep 현상이다. 

따라서 고연소도 피복관은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 

어야 한다. 신합금을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중성자 효과， 

제조단가， 가공성， 모상 Zr과의 합금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발 

표된 문헌조사를 근거로 각각의 첨가원소가 내식성， 기계적 특성， 크립특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1차적으로 

첨가원소가 결정되면 어떤 합금계를 구성할 것인가， 첨가원소량은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고유의 소유권올 갖는 신합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국외 특허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에 등록된 선합금의 범위를 

피해서 합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금설계시 고려된 인자들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성자 효과 

원자로내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질이 

중성자 흡수성이다. 중성자를 많이 홉수하는 재료는 neutron economy 관점 

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중성자 홉수성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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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수한 금속 원소로는 Be(O.아재 b따n) ， Mg(O.059 b따n) ， Zr(O.18 b없n) ， 

Al(O.22 b따n) 등을 들 수 있는데， Be은 고가이며 가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배제되며， Mg , AI은 고온강도 및 내식성 저하로 배제되고， 결국은 Zr합금 

이 기지 금속으로 선돼된다. Zr기지금속에 다른 원소틀이 첨가되어 합금을 

이룰 때 또한 중성자 홉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성자 성질 관점에서 일단 

제외되는 원소는 다음과 같다. 

높은 중성 자 홉수성 (Neutron Economy) : Li, B, Rh. Cd, In , Ir, 

Hg , Sn, Eu , Gd 둥 

핵 반웅 특성 (Undesirable Nuclear Properties) Tc, Po, At, Rn, 

Fr, Ra, Ac, Pm, U, pu 둥 

(2) 경제성 및 유용성 

합금셜계시 첨가되는 원소는 가격이 적절해야 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속 원소이어야 한다. 또한 합금제조시 Zr과 합금을 이루는 성질이 우 

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배제되는 원소는 다음과 같다. 

경 제 성 (High Cost) : Sc, Ga, Os, Pt, Tb, Tm, Lu 둥 

유용성 (A vailability) : Ru , Re, Ho 둥 

높은 증기 압 (High vapor Pressure) : He, F, Ne, Na, Mg , P , S , 

Cl, Ar, K , Pb, Cs 둥 

(3) 내식성 

원자로 재료는 항상 고온， 고압의 물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부 

식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합금설계시 내식성이 재료특성상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Zr과 합금을 형성할 경우에 내식성 관점에서 배제되는 

금속원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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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 성 (Corrosion Resistance) : C, N, Al, Ca, Ti, Mn, Ge, Sr, 

Y, Ag, Ba, La, Hf, W , Au, Tl, Pb, Bi 퉁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원소들을 배제시키고 1차적으로 

Zr에 첨가될 원소들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후보 첨가원소 V, Cr, Fe, Cu, Nb, Sn, Ta, 0 , Be, Mo 동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이 모상 Zr과의 Va1ance 양립성이다. 전자가 

(va1ance electron)가 4인 Zr이 산화될 때 산화막의 산소공공은 첨 가원소의 

가전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전자 차가 크지 않은 subva1ent 또는 

superva1ent 원소를 고려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superva1ent 원소가 내식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첨가 원자량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나 

므로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합금으로 첨가되는 원소에서 중요한 고 

려사항은 모상 Zr원소와 첨가원소 사이의 이온 반경차가 작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온반경차가 클 경우에 국부웅력장이 형성되어 산소나 수소의 침투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금원소의 선별기준은 일반적인 원 

칙올 나타내는 것이며 최근에는 매우 고가인 원소도 연구대상이 되며 증기 

압이 높아서 용해가 어려운 합금원소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 면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중요 첨가원소 효과 

(가) Sn 

Sn은 Zr 합금에서 a 안정화 원소로 작용하며 강도를 증가시 

키는 주요원소이다. 그러므로 Sn을 너무 낮추면 원하는 강도와 creep 저항 

성올 얻을 수 없다. 내식성 관점에서는 Sn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바랍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n량은 강도와 내식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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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0.9wt% 이하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Zr-Nb계에서는 (0.5-0.8)%의 Sn 첨가가 바랍직한 것으로 보고된다. 내 

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n량을 낮게 하려면 Sn 대신에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원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8wt% Sn 합금 

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셜계가 되었다. 

(나) Nb 

Nb은 β-안정화 원소로서 Zr내의 고용도는 0.5wt% 

(Siemens data)- l.Owt% (AECL data) 이다. Nb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 

로 다른 결과가 보고된다. Mitsubishi는 Nb이 0.5wt% 이하로 첨가될 때 내 

식성은 매우 증가하며 가공성도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W.H의 

ZIRLO나 러시아의 E635 합금의 경우는 1.0wt% Nb 첨가 합금에서 내식성 

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다. Nb은 수소 홉수성과 강도 관점에서도 유 

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b의 농도가 높아서 많은 량이 석출물이 형성 

될 경우는 Nb 첨가 합금의 특성은 열처리조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0.5wt%이하의 Nb 첨가 합금에 대해서 합금 설계가 수행되었다. 

(다) Fe와 Cr 

이들 원소는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 Fe 

는 O.l8wt% 이하와 0.6wt% 이상에서는 내식성을 저하시키며 일반적으로 

0.3wt%-0.6wt% 범위에서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Cr은 내식성과 무관한 것으 

로 보고되기도 한다. Fe와 Cr은 강도와 creep 특성에는 무관하며 수소 홉수 

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V 

V은 강도와 creep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0.05wt%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1% 이상에서는 내식성은 감소된다. 따 

라서 0.05-1% 정도가 고려되며 이중에서도 0.3wt%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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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또한 V은 수소홉수 관점에서는 유익하다. 

(마) Mo 

Mo은 V과 마찬가지로 강도와 creep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Mo량이 0.5 wt%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0.05 % 이상이 첨 

가되면 내식성이 매우 떨어지고 연신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0.5 % 이하의 

Mo 첨가가 바람직하다. 

(바) Te과 Sb 

Te과 Sb은 미량 첨가될 때 내식성이 향상되며 특히 수소홉 

수관점에서 매우 바랍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는 Zr내의 고용도가 1.9 

wt%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적은 량의 Sb 첨가는 석출물올 형성하지 않는다. 

또는 Sb는 Zr내에서 수소의 고용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사) Ta 

Ta은 내식성올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O.Olwt%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O.2wt% 이상에서는 내식성은 감소한다. 더군다 

나 Ta은 중성과 흡수성이 높기 때문에 (21 bar끼) 많은 량의 Ta올 첨가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예비 합금 셜계 

외국의 연구개발 현황분석 자료와 특허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여 합 

금 설계가 수행되었다. 최근의 연구대상 합금인 Sn과 Nb가 첨가하는 합금계 

를 고려함으로서 강도도 유지하면서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주요 첨가원소인 Sn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Sn량은 1.0wt% 이하 

로 첨가하는 것이 내식성 관점에서 유리하며 Jeong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 

및 LiOH에서 750일까지의 실험결과에서 Sn량을 0.6-1.1 wt%로 첨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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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0.8 wt% Sn을 첨가하는 것을 1차적으 

로 고려하였다. Nb량 첨가에 있어서는 문헌조사에 의하면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Nb량은 고용도 이하로 첨가하여 열처리 민감성 

올 줄이는 것이 유리하며 0.5 wt% 이하로 Nb가 첨가될 때 내식성이 향상되 

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0.4 wt% Nb에 대해 1차적으로 연구를 하기로 하였 

다. 

Fe와 Cr량 첨가에 있어서 Zircaloy에서는 Fe/Cr=2:1로 첨가되며 ZIRLO 

나 E635 합금에서는 Cr이 첨가되지 않고 Fe만 첨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Fe만올 첨가하는 방안과 Fe와 Cr올 동시에 첨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Fe량은 일반적으로 0.3-0.6wt% 범위에서 내식성이 증가하는 연 

구결과를 근거로 O.4Fe를 선정했으며 Fe와 Cr이 동시에 들어갈 때는 

Fe:Cr=2:1로 첨가하는 방안올 고려하였다. 신합금의 설계는 Nb와 Sn량을 기 

준으로 6개의 group으로 구분된다. 1 group은 Zr-Nb-Sn-X계의 합금이며， 2 

group은 Zr-Nb-Sn-Fe-X계， 3 group은 Zr-Nb-Sn-Fe-Cr-X의 6원계 합금 

으로 구성 된다. 4 group은 Zr-Nb-Sn-X 형 태 의 합금인 데 Nb량과 Sn량을 1 

group과 달리 조절하였다. 5 group은 low-Sn Zry에 미량의 Nb를 첨가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X 원소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6 group 

은 ZIRLO를 대치하기 위해서 Nb, Sn량을 l.Owt%로 ZIRLO와 같이하고 X 

원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모든 group의 합금계에 대해 X 원소가 첨가되는데 X 원소로는 V, Te, 

Sb, Mo, Ta, Cu, Zn, Ga, Bi, Mn, Ge, As 둥의 원소들이 첨 가되 었다. 이 들 

X 원소들은 문헌조사， 특허조사， 원소의 특성 둥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으며， 

일부원소는 지금까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소들도 선정되었는데 이는 

예비합금 설계에서 개발 가능성올 타진하고 국외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합금설계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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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합금 개발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신합금 피복관은 부식저항성이 기존 

의 Zircaloy-4와 미 국의 W.H에 서 개 발한 ZIRLO보다 우수하고 기 계 적 성 질 

이 기존의 Zircaloy-4와 유사한 합금올 개발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즉 핵 

연료의 고연소도 하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식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연소도 70，α)() MWD/MTU에서도 사용 가능한 초고연소도용 피복관올 개발 

하여 국내 고유 소유권을 확보하여 국내의 핵연료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가 

져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올 확 

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당해 연도 

에 수행된 타당성 조사연구와 예비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 

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합금개발관련 기초연구와 

자료조사를 보완하여 합금설계 database를 구축할 예정이며， 자료조사， 특허 

조사， 실험결과를 근거로 1차적으로 100여종의 신합금을 보완/설계할 예정이 

다. 이들 설계 합금은 본 연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정된 판재 제조공정에 

따라서 판재시편으로 제조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내식성이 우수한 일부 합금 

에 대해서， 기계적 특성， 크립특성， 미세조직 특성을 평가하여 1차적으로 20 

여종의 1차 후보합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합금의 성능은 합금원소에 의해 

크게 영향올 받지만 어떤 합금계에서는 제조공정， 열처리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올 받기 때문에 1차 후보합금 선정과정에서는 제조공정 영향 평가도 동 

시에 수행될 예정이다. 즉 제조공정 (냉간 압연율， 열간 압연율， 냉각/열처리 

반복횟수 둥) 확립연구， Annealing Parameter가 부식에 미치는 영향시험， 각 

종 합금의 재결정거동 평가시험 둥이 수행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20여종 합금에 대해서 최적화된 제조공정에 의해서 시편올 

다시 제조한 후 좀더 구체적인 부식시험， 인장시험， 크립시험， 미세조직 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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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10여종의 2차 후보 합금을 선정할 예정이다.2차 후보 합금에 대해 

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노내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며 노외성능 및 노내성능 

이 우수한 2-3종의 합금을 최종합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합금에 대 

해서는 국내.외 피복관 제조회사와 연계하여 선합금 피복관을 제조할 예정이 

며 제조된 신합금 피복관은 부식， 크립， 기계적 특성， PCI 특성， LOCA 특성 

동올 면밀히 검토한 후 path finder 연료봉으로 제조되어 상용로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단계별 연구추진 계획에 의해 연구를 추진해나가며 

일부 기초연구 분야는 학계와 연계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외국 

의 원전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신합금 용해공정 및 판재 제조공정 연구 

가. 상용피복관 제조공정 

(1) 개요 

Zirconium 광석인 zircon 광석으로부터 zirconium 합금 피복관올 

제조하는 공정은 첫째로 zlrcoruum 광석으로부터 Zr과 Hf를 분리하고 불순 

물올 제거시켜 순수한 zirconium sponge를 제조한다. 둘째는 zirconium 

sponge에 합금원소를 첨가하고 진공용해하여 zlrcoruum 합금 ingot올 제조 

하는 공정이다. 셋째는 zirconium 합금 ingot을 열간 또는 냉간가공하여 중 

간제품인 TREX(tube reduced extrusion}, shell, billet 둥올 제조하는 공정 이 

다. 마지막으로는 중간제품인 TREX 둥으로부터 냉간가공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인 피복관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zlrcoruum 합금 피복관의 제조공정을 그림 3-1-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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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irconium sponge 제 조공 정 

Zirconium은 지각에 니켈이나 구리보다도 더 많이 분포되고 있는 

원소이며 zircon sand가 주요 광물.이다. Zircon은 rutile, ilmenite 퉁의 광물 

과 함께 채광되어 여러 가지 정련공정을 통하여 zircon 정광을 얻은 후， 

cokes를 혼합하여 ba11 milling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의 zircon sand와 cokes 

의 혼합물을 얻는다. 이 혼합물은 1200 "c에서 염소와 반웅시켜 ZrC14와 

SiC14를 만든 후 ZrC14를 부분 웅축법으로 분리한다. 분리한 ZrC14에 H2Û와 

NH4CNS를 첨가하고 모래와 탄소 둥을 제거한 후 액체/액체 추출법으로 Zr 

과 Hf을 분리한다. 

Zirconium 용액 (ZrC14+ H20+ NH4CNS)은 황산과 반웅하여 Zr(OH)4를 침 전 

시키고 회전진공필터에서 거른 후， 1000 'C 에서 Rotary K.iln에 의해서 Zr02 

로 배소시킨 다음， cokes를 섞고 염소와 반웅시켜 순수한 ZrC14룰 제조한다. 

순수한 ZrC14는 800 .C 에서 Mg를 이용하여 환원시켜 Zr금속을 얻는다. 이 

Zr 금속을 진공증류로에 넣고 1000 'C 로 가열하면 잔류 Mg는 Zr금속으로부 

터 증류되어 제거되며 sponge와 같은 순수한 Zr금속을 얻을 수 있다. 

Zirconium sponge는 분쇄공정올 통하여 작은 덩어리로 부수고 아주 작은 조 

각은 scrap으로 재순환 시킨다. 

(3) Zirconium 합금의 ingot 제조공정 

순수한 Zr sponge, 재사용 scrap, 합금원소를 blender를 이용해서 

혼합한 후， 압축하여 block을 만든다. 압축 block을 chamber 내에서 plasma 

또는 전자 beam으로 용접하여 진공용해 용 전극올 제조한다. 이 전극 및 수 

냉 구리 도가니를 이용하여 진공 arc 용해로에서 용융시킨다. 균일한 합금조 

성올 얻기 위하여 첫 번째 용융단계에서 생산된 주괴를 소비전극으로 이용 

하여 다시 한번 동일한 진공 arc 용해로를 이용하여 용융시킨다. 주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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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t은 표면가공과 용융시 생긴 표면오염 둥올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가공을 

수행한다. 

(4) Shell 및 TREX 제 조공정 

Ingot은 열간단조 및 ß -quenching올 실시하여 적절한 크기의 

billet을 제조한 다음， milling에 의하여 중심부에 구멍올 만들어서 압출 용 

hollow billet을 만든다. 이러한 billet은 윤활제로서 혹연 둥올 도금한 후 유 

도가열하여 약 700 .C에서 열간 압출된 hollow로서 제조된다. 열간 압출된 

hollow는 pickling올 한 후 냉간방법에 의해 가공하고 진공 열처리 및 

broaching을 행하여 shell 또는 TREX를 제조한다. 

(5) 피복관 제조공정 

일반적으로 shell 또는 TREX로부터 피복관까지의 제조공정은 그 

립 3-1-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나. Zr 신합금 판재 제조 

본 연구에서 70여종의 Zr 신합금을 셜계하여 판재를 제조한 공정은 

그립 3-1-3에 계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으며 각 공정별 세부사항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1) Ingot 제조 

VAR(vacuum 하'C remel ting ) 방법 올 이 용하여 300 g의 buUon형 

태로 용해롤 수행하였다. 용해되는 동안 합금원소의 손실올 줄이고 균질성올 

향상시 키 기 위 하여 Zr sponge와 합금원소를 예 비 압분(pre-compacting)올 하 

였으며， 불순물이 편석되거나 합금조성이 불굵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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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4회의 반복용해를 실시하였다. 용해시 산화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 

여 1x lO• 4 torr까지 진공을 충분히 뽑은 다음 chamber 내에 Ar 가스를 주입 

하여 2x lO-1 torr 정도의 약한 부합상태에서 인가전류는 400 A, 냉각속도는 

1 kgJcm2, 직 경 70 mm의 수냉 구리 도가니 에 서 용해 를 약 3.5분 동안 실 시 

하였다. 용해 후 시편이 냉각되는 동안 시편표면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진공을 다시 1x lO• 4 torr로 유지한 후 Ar 가스를 주입하여 냉각시켰다. 

냉각된 ingot에서는 ß -quenching 시켰을 때 나타나는 basketweave조직 

과 parallel plate 조직이 생성되어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의 ingot 제 

조시에 나타나는 수지상 조직과는 다른 형태로 ingot의 크기가 매우 작고 냉 

각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2) ß-열처리 

p 영역에서 용체화처리하여 ingot 내의 합금조성을 균질화하기 위 

하여 p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열처리에 이용된 전기로의 chamber 길이는 48 

cm이며 항온구간은 중심부에서 15 cm 정도이다. 시편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1 mm두께의 stainless steel 판으로 시편올 c1adding하여 1050 .C 에서 30분 

동안 유지한 후 100 L 물이 담긴 욕조에 떨어뜨린 뒤 봉으로 교반하여 수냉 

시겼다. 그리고 c1adding 내부에 잔류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50 'c에 

서 24 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하였다. 

(3) 열간압연 및 열처리 

열간압연은 100 ton 규모의 압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700 

℃에서 20분 동안 예열한 후 1 pass에 약 70 %의 압하율로 압연하였다. 열 

간압연 후 c1adding을 제거한 후 불산:질산:물=5:45:50의 부피비의 산세용액 

올 이용하여 ß-열처리나 열간압연 시 발생한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또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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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에도 국부적으로 남아 있는 산화막은 전동 wire brush를 이용하여 기 

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였다. 

(4) 냉간압연 및 열처리 

열간압연 후 잔류하는 웅력올 제거하고 1차 냉간가공시 시편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700 't에서 2 시간 동안 annealing한 후 70 ton 용량의 

압연기를 이용하여 1 pass에 약 0.5 mrn 두께감소로 30 % 압하율로 1차 냉 

간압연올 수행하였다. 1 차 압연 후 610 .C 에서 2 시간 동안 중간 재결정올 

시킨 후 압하율 30 % 및 50%로 2차， 3차 냉간압연을 수행하였다. 냉간압 

연 후 발생한 웅력올 이완시키고자 얘o 't에서 3 시간 동안 최종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다. Ingot 용해조건 개선 

(1) 제조상의 문제점 발견 

1차적으로 나항에 기술한 공정에 따라서 70 여종의 합금(Batch 

2)올 셜계하여 제조한 후 부식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 하였다. 400 't 에 서 3일 부식 시 험 한 시 편 의 측면 에 sandwich형 

태의 벼정상적인 산화막이 생성되었다. 즉 외부 양쪽은 정상적인 검은색 산 

화막은 나타내지만 내부는 부식이 급격히 진행되어 이미 회백색으로 변했다. 

이와 같은 부식현상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sandwich형태로 부식된 시편 

을 횡단면으로 절단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림 3-1-4는 비정상적인 

부식현상을 일으킨 시편의 횡단면을 etching하여 관찰한 미세조직을 보여주 

고 있는데 가운데 부위는 결정립이 조대한 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바같쪽은 

가공상태의 조직올 보여주고 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차이는 비정상적인 부 

식거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즉 조대한 결정부위에서 부식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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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2) 문제점 해결 

앞에서 기술한 비정상적인 부식을 보이는 현상이 성분원소의 불 

균일성에서 오는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00 't에서 3일 부식시험한 

후 2종율 선택하여 횡단면에 대해서 EPMA로 점분석올 실시하였다. 그림 

3-1-5에 나타낸 결과는 부식시험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올 때 이 시편 표면 

은 회백석으로 산화되었고 가운데는 sandwich 형태의 비정상적인 부식올 일 

으키 고 있는 a110y 10으로 명 명 된 Zr-Nb-Sn-Ti으로 구성 된 합금을 EPMA 

룰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Zr 합금의 

내식성에 매우 큰 영향올 미치는 Sn과 Nb의 함량이 시편의 한쪽 표면과 가 

운데 부분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이와 같은 부식현상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금원소로 첨가한 Ti도 Sn 또는 Nb와 유사한 불균일한 분포 

를 보여서 합금원소가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그리고 

그림 3-1-6은 그림 3-1-5와 통일한 조건에서 부식시킨 a110y l1a로 명명된 

Zr-Nb-Sn-Fe-Cr 계의 합금의 횡단면을 EPMA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 량 

분석한 것이다. 400 't에서 3일 부식시험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a110y 

lla는 alloy 10과 달리 표면은 검은색으로 산화되었고 가운데만 sandwich형 

태로 부식되었다. 그림 3-1-6에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 Sn과 Nb의 함량 

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없이 가운데 부분만 줄어들었다. 합금원소로 첨 

가한 Fe와 Cr도 가운데 부분에서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미세조 

직의 불균일성과 합금원소의 불균일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는 곧 

비정상적인 부식에 영향을 미쳤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1-7은 합금원소의 불균일한 분포가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 냉간가공된 alloy 94(Zr-Nb-Sn-Te-Sb 계)에서 시편올 

채취하여 EPMA로 정량분석한 결과이다. 1차 냉간가공한 시편에서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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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합금원소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합금원소의 불균 

일성은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합금의 용해단계에서 발생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ingot 제조를 위한 고온의 용해 도중에 합금원소는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확산되어 가운데 부분에서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불균일한 합 

금조성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내부식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Sn이나 

Nb와 같은 합금원소의 급격한 감소는 재결정 온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합금원소 함량이 감소한 가운데 부분의 재결정 온도는 가장자리 보 

다 낮게 되어 같은 열처리 온도조건이라고 하여도 재결정은 가운데에서만 

완성되어 결정립의 조대화를 초래하였다. 조대한 결정립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합금원소의 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부 

분만 심하게 산화되어 sandwich 형태의 비정상적인 부식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부식현상은 ingot 상태에서 합금원소의 조성을 균질하게 

분포시키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균일한 합금조성을 갖는 ingot을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하게 되었다. 첫째는 arc를 발생시키는 인가전류를 400 A에서 500A로 증가 

시켜서 arc intensity를 높여 합금원소가 충분히 용해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용해횟수도 4회에서 5회로 중가시켜 보다 균일하게 합금원소가 분포하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arc 불꽃이 button 전체를 한번에 덮을 수 있도록 

button의 양을 300g에 서 200 g으로 감소시 키 고 button~ 크기 를 70 mm에 

서 60 mm로 줄였다. 표 3-1-1은 균일한 합금 조성을 갖는 ingot을 제조하 

기 위하여 제조변수를 변화시킨 것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3-1-8은 개선 

된 용해공정으로 제조한 button을 두께방향으로 EPMA를 이용한 점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3-1-8에서 (a)는 button~ 가운데에서 채취한 것이고， (b)는 

반경의 중간지점에서 채취한 시편이며 (c)는 button~ 최가장자리에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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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편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선된 용해방법으로 제조한 button은 

두께방향 및 반경방향 모두 균일한 합금조성올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ingot 용해방법올 개선하여 제조한 button으로 앞의 나항에서 언급한 제조공 

정에 따라 판재시편 (Batch 3)을 만들어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 sandwich 

형태의 비정상적인 부식거동은 보이지 않았다. 

라. 판재 제조공정별 미세조직 

(1) 개요 

앞의 다항에서 기술한 개선된 ingot 제조방법으로 Zr 신합금 

button을 예비로 제조하여 합금원소의 균질성올 평가한 후 나항에서 언급한 

공정에 따라서 Batch 3 판재시편올 제조하였다. Batch 3의 판재제조 조건은 

단지 button의 크기가 200 g으로 감소하여 button 두께가 약 2 mm 정도 감 

소하여 압하율올 다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항에서 언급한 Batch 2의 

제조공정과 동일하였다. 200 g button으로는 처음 판재를 제조하는 까닭으로 

열간가공시 예측한 압하율(70%) 보다 많이 가공되어 압하율이 약 78 %까지 

열간가공되었다. 열간 가공한 시편은 700 .C 에서 2 시간동안 annealing 시킨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채취하였다. 열간가공 후 annealing 

한 시편은 압하율 30 %(1차)， 30 %(2차)， 50 %(3차)로 냉간가공올 수행하였 

다. 냉간가공 사이에 시편은 610 .C 에서 2 시간 동안 재결정 열처리시겼고 

최종 냉간가공 후에는 얘o 't에서 3 시간 동안 stress-relief annealing올 수 

행하였다. 각 단계 별로 열처리된 시편에서 마세조직올 관찰하기 위하여 시 

험편을 채취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판재제조 공정단계 별로 합금의 종 

류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합금의 정확한 

조성은 국내/외 지적 소유권과 관련되어 공개할 수가 없었어 임의로 명명한 

번호로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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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oy- lO, -20, -30, -40, -50, -60 

그림 3-1-9는 약 78 %의 압하율로 열간가공한 시편을 700 oc 에 

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시편을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미 

세조직사진을 관찰한 결과 머loy- lO， 머loy-30， 머loy-50은 압연조직은 모두 

사라지고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립이 매우 크게 성장한 상태였으며 

머loy-40은 재결정은 완성되었으나 결정립은 매우 작은 상태였다. 그리고 

alloy-20은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 립이 alloy-lO과 alloy-40의 중간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였다. 한편 alloy-60은 결정립의 형성 없이 용력완화만 일어난 

가공조직올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림 3-1-10과 3-1-11은 1차 및 2차 냉간가 

공 후 610 "c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시편을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각 

각 나타낸 것이다. 1차 냉간가공 후 재결정 열처리시켰올 때 머loy- lO， 

alloy-30, alloy-50은 압연연조직은 없어졌고 재결정은 완성되어 매우 큰 결 

정립을 보이고 있었으며 alloy-20은 압연조직 형태가 아직 약간 남아있는 중 

간 크기의 결정올 보였다. 그리고 alloy-40은 재결정이 완성된 작은 결정조 

직을 보였으나 alloy-60은 부분적으로 재결정된 조직을 나타냈다. 2차 냉간 

가공 후 재결정 열처리한 경우 alloy-30은 재결정이 완성되어 비교적 큰 결 

정립을 형성하였고 alloy-lO은 1차 재결정 열처리 후와 비교할 때 결정립 크 

기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alloy-50은 압연조직 사이에 재결정이 시작하 

고 있는 부분 재결정 조직을 보이고 있었고， alloy-20, alloy-40, alloy60은 재 

결정이 완성된 작은 결정립 조직올 나타냈다. 그림 3-1-12는 왜o OC 에서 3 

시간 동안 stress-relief annealing한 미세조직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금에 따라서 압연조직의 형태가 약간 다를 뿐 모두 웅력완화만 일어 

났다. 

(3) Alloy-11 , -21 , -31 , -41 , -51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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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에 서 3-1-16까지 는 외loy-ll ， -21 , -31 , -41, -51, -61 

의 6종 신합금의 제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3은 열간압연 후 냉간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열처리한 것으로 떠loy-ll 

은 결정립 크기는 비교적 크나 부분 재결정이 일어난 상태이고 a11oy-21은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립의 성장이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였다. 또한 

alloy-31과 a11oy-51은 재결정은 완성되었으나 결정립의 크기는 중간 정도였 

고 alloy-41과 외loy-61은 재결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웅력완화로 회복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4는 1차 재결정 열처리 후와 그림 3-1-15 

는 2차 재결정 열처리 후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었다. 1차 냉간가공 후 열처 

리하였을 때에는 a11oy-1l, alloy-21 , alloy-31은 모두 재결정되어 결정 립이 

크게 성장했으며 머loy-51도 재결정이 일어나 중간 크기의 결정을 보였다. 

alloy-41은 재결정은 일어나서나 결정의 크기는 매우 작았고 a11oy-61은 재 

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조직을 나타냈다.2차 냉간가공 후 열처리한 시 

편들 중에서 재결정이 완성되어 작은 크기의 결정상태를 보이는 것은 

외loy-31과 외loy-61 이 고 나머 지 alloy-ll , -21 , -41 , -51은 부분 재 결 정 된 상 

태였다. 마지막 열처리 후 미세조직은 그림 3-1-16에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응력완화만 일어난 가공조직을 간직하고 있었다. 

(4) Alloy-12, -22, -32, -42, -52, -62 

그림 3-1-17은 열간압연 후 700 .C 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 합금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Alloy-12는 작은 결정조직을 

보이면서 부분 재결정된 상태이고 머loy-32는 큰 결정조직올 보이면서 부분 

재결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a11oy-22는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이 크게 성장 

한 상태이고 머loy-52는 재결정은 완성되었지만 결정립이 작게 성장한 상태 

였다. 또한 alloy-42와 머loy-62는 재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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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냉간가공 후 열처리하였을 때 미세조직은 그림 3-1-18에 나타냈다. 

Alloy-12와 머loy-32는 결정 립의 크기가 작게 부분 재결정되었으며 alloy-42 

와 alloy-62는 웅력완화만 일어났다. 그리고 alloy-22는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이 크게 성장되었고 alloy-52는 결정의 성장이 크지 않았다. 그림 

3-1-19는 2차 재결정 열처리한 후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머loy-12만 가공조직올 유지한 웅력완화상태였고 alloy-22와 alloy-42는 

부분 재결정된 상태였으며， 머loy-32， alloy-52 , alloy-62는 재결정은 완성되 

었으나 결정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림 3-1-20에서 보듯이 최종 

열처리 후 모든 합금은 용력완화 조직올 보였다. 

(5) Alloy-13, -23, -33, -43, -53, -63 

그림 3-1-21에서는 보여주는 미세조직은 열간압연 후 열처리한 

다음 시편을 채취하여 관찰한 것이다. Alloy-13은 재결정이 완성된 중간 크 

기로 결정이 성장한 상태였고 alloy-53은 재결정은 완성되었으나 결정은 작 

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alloy-23, alloy-33, alloy-43은 결정 립 크기는 크지 

않으며 부분 재결정이 일어났고 alloy-63은 재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1-22와 3-1-23은 1, 2차 냉간가공 후 재결정 열처리한 상태를 보여 

주는 미세조직 사진이다. 1차 재결정 열처리한 경우 alloy-13과 alloy-53은 

재결정이 일어나서 결정립이 약간 성장하였으며 나머지 alloy-23, alloy-33, 

머loy-43， alloy-63은 부분 재결정만 되었고 결정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 한 

편 2차 재결정 열처리한 경우에 alloy-43은 재결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 

지는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의 성장이 약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종 열처 

리 조직은 그림 3-1-24에 나타냈는데 모두 용력완화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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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loy-24, -25, -26, -27, -28, -29 

그림 3-1-25에서 그림 3-1-28까지는 동일한 합금 계에서 제 5원 

소만 다른 경우로 제조단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3-1-25는 열간가공 후 열처리하였올 때 합금원소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모든 합금은 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 5원소의 종류에 따라 결 

정립의 성장속도가 확연히 달랐다. 그림 3-1-26은 1차 재결정 열처리한 후 

관찰한 미세조직이다. Alloy-24는 재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외loy-28은 부분 재결정이 일어났다. 그리고 외loy-25， 외loy-26， a11oy-29는 

재결정이 완성되어 결정이 성장하였으며 외loy-27은 결정의 성장이 더욱 많 

이 진행하였다. 2차 재결정 열처리하여 관찰한 미세조직은 그림 3-1-2:7에 

보여주는데 외loy-25와 외loy-2:7은 부분 재결정되었고 alloy-24, a1loy-26, 

alloy-28, 며loy-29는 재결정되어 결정립이 약간 성장하였다. 마지막 열처리 

하였올 때의 미세조직을 관찰하면 모두 웅력완화 조직형태를 보였다. 

(7) Alloy-21O, -211 , -212, -A, -B, -C 

Alloy-21O, -211 , -212, -A, -B, -C에 대하여 제조공정에 따른 미 

세조직의 변화는 그림 3-1-29에셔 3-1-32까지에 나타냈다. 열간압연 후 700 

℃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한 미셰조직은 그림 3-1-29에 보였는데 재결정은 

모두 일어나서 결정의 성장이 일어났다. 1차 재결정 열처리하였을 때 

외loy-211만 재결정되어 약간의 결정성장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부분 

재결정만 발생하였다. 그리고 2차 재결정 열처리하였올 때는 외loy-21O과 

외loy-A, - B, -C는 부분 재결정이 발생하였고 외loy-211과 alloy-212는 재결 

정되어 약간의 결정성장이 발생하였다. 최종 열처리한 시편에서는 모두 응력 

완화가 된 조직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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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loy-70, -71 , -72, -73, Kaeri-Zirlo, Kae디-Zry4 

그립 3-1-33에서 3-1-36까지는 떠loy-70， -71 , -72, -73 및 상용 

Zirlo 또는 Zircaloy-4의 합금조성으로 본 연구소에서 제조한 Kaeri - Zirlo와 

Kaeri-Zry4에 대하여 제조공정별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그림 3-1-33은 열간 

압연 후 열처리한 시편의 미세조직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떠loy-70과 

떠loy-73은 열간압연 조직 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alloy-71과 떠loy-72는 재 

결정이 이루어져서 결정의 성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연구에서 제조한 

Kaeri - Zirlo와 Kaeri-Zry4는 재결정이 완성되었고 Kaeri - Zirlo는 결정의 크 

기가 아주 작았으며 Kaeri-Zry4는 결정의 크기가 중간 크기 정도였다. 그림 

3-1-34는 1차 재결정 열처리한 경우의 미세조직으로 그림 3-1-33과 비슷한 

경향올 보이고 있다. 죽 떠loy-70과 떠loy-73은 가공조직이였고 떠loy-71과 

떠loy-72는 부분 재결정 조직 이 였다. 한편 Kaeri - Zirlo와 Kaeri-Zry4는 결정 

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재결정이 완성된 조직 이였다. 2차 냉간압연 

후 610 "c에서 2 시간 동안 재결정 열처리하였을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 

는데 떠loy-70과 떠loy-73은 부분 재결정되었으며 나머지 합금은 재결정은 

완성되어 작은 결정올 갖고 있는 미세구조를 보였다. 그리고 최종 열처리 후 

미세조직은 모두 웅력완화된 조직형태였다. 

(9) 요약 

지금까지 개선된 용해조건에 따라서 button을 만들어서 판재제조 

단계별로 합금조성에 따른 미세조직이 어떻게 변하는 고찰하였다. 첨가된 합 

금원소의 성분에 따라서 동일한 가공조건이고 열처리 조건이라고 하여도 재 

결정 정도가 매우 달랐다. 제조공정별 얻은 미세조직은 향후 보다 나은 성능 

을 갖는 신합금 제조시 기본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표 3-1-2에 다시 정리하였다. 각 grou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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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합금 계로 제 5원소의 종류만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각 group 내 

에서는 거의 바슷한 재결정 거동을 보였다. 따라서 재결정 거동은 합금원소 

의 조성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합금조성을 고려해서 열 

처리 및 가공조건올 최적화시켜야 우수한 특성을 갖는 Zr 선합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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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Manufacturing parameters of button before and after 

improved melting process 

Parameters Before After 
‘ ..... ~ .. -:.=.. •••••••••••••••••• -.-.-••• -.-.-••• -•• O:oJC.-:.-.-.-.-.-.-.-.-.-.-.-.-.-.-.-.-.- ............. ‘ .... . .................... ~ .................. u. ‘ .......... “ .......... 

Number‘ of arc me1ting 4 times 5 times 

Applied current 400 A 500 A 

Holding time 3.5 min. 3.5 min. 

Speed of coolant 1 kgrlcm~ 1 kgr/cm~ 

Weight of button 300g 200 g 

Diameter of button 70 血 60 血

Th ickness of button 14 mm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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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icrostructures of new Zr alloys with manufacturing 

process 

Annealing 
1st Rx 2nd Rx 

Group I. D. 
(700t. 2hrs) 

annealing annealing 

(610t. 2hrs) (610t. 2hrs) 
•• ‘‘ ‘- ••• _._._.-- .... _.-'-'-'- ............ -'.-'‘-'-._ ••••••••• ••• ‘ •••• ~LO ’ ~ .•.•...... .... ““--- ‘ A “·“ ‘ 

alloy-IO Rx , LG Rx , LG 

alloy-II PRx , LG Rx , LG 
alloy-12 PRx , SG PRx , SG 

alloy-13 Rx , ‘,Kì Rx , SG 
alloy-20 Rx , ~Kì Rx. ~Kì 

alloy-21 Rx , LG Rx, LG 

alloy-22 Rx , LG PRx , SG 

alloy-23 PRx , SG PRx , SG 

alloy-24 Rx , SG Rx , SG 

alloy-25 Rx. ~Kì Rx. ~Kì 

2 alloy-Z6 Rx, ~Kì Rx. ~Kì 

alloy-27 Rx. LG SR 

alloy-28 Rx. LG PRx. SG 
alloy-29 Rx. ~Kì Rx. ~Kì 

alloy-210 Rx. LG PRx. SG 

alloy-211 Rx. ~Kì Rx. SG 

alloy- 1I2 Rx. ~Kì PRx , SG 
alloy-30 Rx. LG Rx, LG 

3 
alloy-31 Rx. ~Kì Rx. LG 
alloy-32 PRx. LG PRx. SG 
alloy-33 PRx , SG PRx. SG 
alloy-40 Rx , SG Rx. SG 
alloy-41 SR Rx. SG 

4 
alloy-42 SR SR 

alloy-43 Rx. SG Rx. SG 
alloy-50 Rx. LG Rx. LG 

alloy-51 Rx, ~Kì Rx. ~Kì 
5 

alloy-52 Rx. SG Rx. SG 
alloy-53 Rx. SG Rx. SG 
alloy-60 SR PRx 

6 
alloy-61 SR SR 

alloy-62 SR SR 
alloy-63 SR PRx. SG 
a l1 oy-70 SR SR 

a l1 oy-71 Rx. SG PRx. SG 
7 

alloy-72 Rx. ~Kì PRx. SG 

a l1 oy-73 SR SR 
Kaeri -Zirl。 Rx. SG Rx , SG 

Ref 
Kaeri-Zry4 Rx, ~Kì Rx. SG 

Note : Rx=recrystallized, PRx=Partial Recrystallized, SR=Stress-relieved 

LG=Large Gr려n어， MG=Medium Grain어， SG=Small Gr밍n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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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Overall process of tub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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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Manufacturing process of claddin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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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뼈AR) 

Beta Quenching 
(1050"C , 30 mln) 

T 

Anr‘'"‘애ea려lIing 
(700"C 2hr) 

-L、(

1st Recrystallization 
(610"C, 2hr) 

2nd Recrystallization 
(6100C, 2hr) 

Stress-relief Annealing 
(4800 C, 3hr) 

Fig. 3-1-3 Manufacturing process of new Z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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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Alloy profile of #10 specimen after corrosion test 

at 400 "c f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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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Alloy profile of #l1a specimen after corrosion test 

at 400 0C f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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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Alloy profile after 1st-cold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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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eriphery of button after improving mel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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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lO Alloy-20 

Alloy-30 AUoy-40 

Alloy-50 A lIoy-60 

Fig. 3-1-9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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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l0 Alloy-20 

Alloy-30 Alloy-40 

Alloy-50 Alloy-60 

Fig. 3-1-10 Microstructures of l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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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loy-l0 A11oy-20 

Alloy-30 A11oy-40 

A11oy-50 A l1oy-60 

Fig. 3-1-11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Jlized specimens after 

cold -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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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loy-10 AJJoy-20 

Alloy:-30 Alloy-40 

Alloy-50 AlJoy-60 

Fig. 3-1-12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lief annea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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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ll Alloy-21 

Alloy-31 Alloy-41 

Alloy-Sl Alloy-61 

Fig. 3-1-13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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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ll Alloy-21 

Alloy-31 Alloy-41 

Alloy-51 Alloy-61 

Fig. 3-1-14 Microstructures of lst-recrγ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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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ll A lIoy-21 

AlIoy-31 Alloy-41 

Alloy-51 Alloy-61 

Fig. 3-1-15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1ling 

-220-



Alloy-ll Alloy-21 

Alloy-31 Alloy-41 

Fig. 3-1-16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lief annea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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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12 Alloy-22 

Alloy-32 Alloy-42 

Fig. 3-1-17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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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12 Alloy-22 

Alloy-32 Alloy-42 

Fig. 3-1-18 Microstructures of I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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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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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12 Alloy-22 

Fig. 3-1-20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lief annealed specimens 

-225-



Alloy-13 Alloy-23 

Alloy-33 Alloy-43 

Fig. 3-1-21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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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Microstructures of 1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 -rolling 

-227-



Alloy-13 Alloy-23 

Alloy-33 Alloy-43 

Fig. 3-1-23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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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13 

Alloy-33 AlloY-43 

Fig. 3-1-24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1ief annea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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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4 Alloy-25 

Alloy-26 Alloy-27 

Fig. 3-1-25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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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4 Alloy-25 

Alloy-26 Alloy-27 

Fig. 3-1-26 Microstructures of l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 -ro1lì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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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4 Alloy-25 

Alloy-26 Alloy-27 

Fig. 3-1- '2:7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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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4 Alloy-25 

Fig. 3-1-28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lief annea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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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10 Alloy-211 

Alloy-212 Alloy-A 

Fig. 3-1-29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맺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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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10 Alloy-211 

Alloy-212 Alloy-A 

Fig. 3-1-30 Microstructures of l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1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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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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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210 

Fig. 3-1-32 Mícrostructures of fína1 stress-relief annealed specí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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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Zry4 

Fig. 3-1-33 Microstructures of annealed specimens after ho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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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72 Alloy-73 

Fig. 3-1-34 Microstructures of 1st-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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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70 Alloy-71 

Alloy-73 

Fig. 3-1-35 Microstructures of 2nd-recrystallized specimens after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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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72 Alloy-73 

Fig. 3-1-36 Microstructures of final stress-relief annea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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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젊 옳훌훌체 개훌훌 

1. 첨가물이 U02 소결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U02 핵연료 소결체의 노내성능윤 미세조직에 크게 영향올 받는다 

고 알려져 있다[39]. 예를들어， 노내 고밀화는 기공크기 및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고[40，53] ， 핵분열기체방출은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감소하게 된다[13]. 

큰 결정립은 특히 고연소도에서 노내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연소 

도 핵연료 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룰 차지한다. 

소결온도를 높이지 않고 결정립을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첨 

가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첨가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 

는데 [15,18,54,55] , 대표적인 것은 Nbz05, Ti02, LizO, MgO, SiOz, Al 계 화 

합물 이고 이것들의 훌합물도 사용된다. U02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치밀화， 

크림[56] ， 결합구조[57]에 대한 첨가물의 영향이 어느정도 알려져 었다. 

본 연구는 여러 첨가물의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률 생산활 목적으로 UOz 

소결체의 밀도， 결정립 크기， 미세조직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나. 실험 방법 

본 실험에는 AUC 공정으로 제조한 UOz 분말이 사용되었고， 첨가 

제 (do맹nt)는 Nbz05, TiOz, LizO, ZnO, Vz05, Al(OHh, MgO가 사용되었다. 

첨가제의 첨가량은 0.1 , 0.2, 0.3, 0.5 wt% Nb205, 0.05, 0.1, 0.2 wt% Ti02, 

0.05, 0.075, 0.1, 0.2 wt% LizO, 0.02, 0.1 wt% ZnO, 0.1, 0.2 wt% V203, 

0.05, 0.3 wt% Al(OHh, 0.05, 0.2 wt% MgO이 다. U02에 첨 가제 를 각 조성 

에 맞추어 첨가된 분말올 Turbula 혼합기에서 2시간 혼합한 후， 성형 die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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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윤활유를 도포한 상태에서 분말을 3 ton!cm2 압력으로 성형하여 원주형 

성형체를 제조하였였다. 성형체의 밀도는 5.7:!.:O.l g!cm3 범위안에 있었다. 

성형체를 소결로 알루미나 튜브에 장입한 후 알곤 기체로 purge 시키고， 

소결 분위기 기체를 흘려주면서 분당 5"C로 일정하게 숭온시키고 7(X)"C 에서 

1시간 유지 시킨 후 1680
0

C 까지 분당 5
0

C 로 숭온하고 1680
0

C 에서 4시간 유 

지시켰다. 소결 분위기는 건조 수소기체 분위기로 하였다. 다만 NbzOs 첨가 

한 시편은 건조 수소 분위기에서 소결할때 첨가제가 U02 기지에 고용되지 

않아서， 소결 분위기를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부피 비로 1% 혼합한 기체 분 

위기로 실험하였다. 이때의 산소 포텐살은 SOLGASMIX 프로그램으로 계산 

하였는데， 산소 포텐살은 -410kJ/mol 이하의 값이다. 

소결체의 밀도와 개기공은 대기중 무게(W ðry)와 물속 무게 (Wimp) , 개기공 

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무게 (Wsus)을 측정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했 

다. 

P pellet= 

Pop= 

젠빡-- ~ 
Wjmp - W sus ,.,.% 

W._^ W써 
'"'"11 •• Uη -_ - x100 , % 

W;...- WM‘.. W.〓-드프-
‘ -'J P TD 

소결체를 길이 방향으로 잘라서 연마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결정입계 

를 노출하기 위 하여 CQz 분위 기 에 서 1250 "C 로 2시 간 열 에 칭 (thermal 

etching)을 하였으며， 결정립 크기는 직선 교차법으로 측정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순수 U02와 U02에 NbzOs를 0.1, 0.2, 0.3, 0.5 wt% 첨가한 분말， 

TiOz를 0.05, 0.1 , 0.2 wt% 첨가한 분말 및 LizO를 0.05, 0.075, 0.1, 0.2 wt% 

첨가한 분말을 혼합 · 성형하여 수소분위기 (Nb20s 첨가한 성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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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νH2=0.01 분위기)로 1680"C에서 4시간 소결했을 때 소결체의 밀도와 결 

정 립 크기를 표 3-2-1에 나타냈다. 그림 3-2-1은 NbzOs, TìOz 및 LizO의 

첨가량과 소결밀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순수 U02의 소결밀도는 96.1% 

TD이며， Nb20S를 0.1 wt% 첨가한 경우 소결밀도는 94.8% TD로 감소하고， 

첨가량이 많아지면 밀도는 다시 증가하여 첨가량이 0.5 wt%에서 밀도는 

97.4% TD이다. Tì02를 0.05 wt% 첨가한 경우 밀도 변화가 적었으나， Ti02 

를 0.1 wt% 첨가하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7.8% TD로 되고， Ti02 첨 

가량이 0.2 wt% 까지 많아져도 밀도 증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Li썩 

를 0.05 wt% 첨가한 경우 밀도가 94.7% TD로 감소하고， 첨가량이 0.075 

wt% 까지는 밀도가 다시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조성에서는 밀도가 다시 감 

소한다. 이 결과로 보아 NbzOs와 Ti02를 0.1 wt% 이상 첨가할 경우 소결체 

의 치밀화(densification)에 큰 효과를 보인다. 

Ti02올 첨가한 소결체의 기공 조직을 그림 3-2-2(a) , (b) , (c), (d)에 보였 

다. 그림 3-2-2(a)는 순수 U02, 그림 3-2-2(b)는 U02-0.05 wt% Ti02, 그 

림 3-2-2(C)는 U02-0.1 wt% TiOz, 그림 3-2-2(d)는 U02-0.2 wt% Ti02 

소결체의 미세 조직이다. Ti02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작은 기공이 소멸하여 

UOz 기지의 기공 수는 감소하고 기공 크기는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NbzOs올 첨가한 소결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2-3은 U02에 Nb20s를 첨가한 분말과 TiOz올 첨가한 분말올 혼 

합 • 성형하여 1680
0

C 에서 4시간 소결했올때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를 나타낸 

결과이다. 순수 U02의 결정립 크기는 6.48 μm이고， Nb20S을 첨가한 경 

우 첨가량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0.1 , 0.2, 0.3, 0.5 wt% 

조성에서 결정립 크기는 각각 10.4, 17.8, 28.4, 46.6 μm 이다. 첨가제로 

Ti02를 0.05 wt% 첨가할 때 결정립 크기는 11.2 μm으로 순수 U02 결정립 

보다 크며， TiOz가 0.1 wt% 첨가된 경우 결정립 크기는 61.1 μm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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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그 이상 조성에서는 완만한 결정립 성장 효과를 보인다. 

표 3-2-2는 순수 UÛ2와 UÛ2에 ZnO를 0.02, 0.1 wt% 첨 가한 분말， VzÜ3 

올 0.1, 0.2 wt% 첨 가한 분말， Al(OHh을 0.05, 0.3 wt% 첨 가한 분말 및 

MgO를 0.05, 0.2 wt% 첨가한 분말을 혼합 · 성형하여 수소분위기로 1680 "C 

에서 4시간 소결했올때 소결체의 밀도와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3-2-4는 ZnO, VzÜ3, AHOHh 및 MgO의 첨가량 따른 소결밀도 결과이 

다. ZnO, V 203, Al( OHh올 첨가할 때 첨가량에 따른 밀도변화는 적으며， 

MgO를 첨가한 경우 첨가량이 0.05 wt%에서 밀도가 95.3% TD로 감소하다 

가 0.2 wt%에서 밀도가 96.1% TD로 다시 증가한다. 

그림 3-2-5는 UÛ2에 ZnO, V203, Al(OHh 및 MgO 첨가한 시편을 수소 

분위기로 1680
0

C 에서 4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를 보인다. ZnO와 

MgO을 첨가한 경우 첨가량에 따른 결정립 크기 변화는 거의 없으며， VzÜ3 

을 0.1 wt% 첨가할 때 결정립 크기는 11.9 μm으로 증가하고， 그 이상 조성 

에서는 결정립 성장 효과가 없다. 실험 결과 ZnO, VzÜ3, Al(OHh 및 MgO 

첨가제는 건조 수소 분위기로 1680
0

C 에서 4시간 소결했을때， 소결체의 치밀 

화와 결정립 성장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소결 분위기 

로 건조 수소기체를 사용할 경우 첨가제가 U02 기지에 고용되지 못해 소결 

체의 치밀화와 결정립 성장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결론 

UÛ2 분말과 첨가제(Nh205， TiÛ2, LhO, ZnO, V 20s, Al( OHh, MgO) 

를 혼합 • 성형하여 수소분위기(Nh205첨가 시편은 COνH2=0.01)로 1680
0

C 에 

서 4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소결거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올 수 있었다. 

(1) Nh205와 TiÛ2의 첨가량에 따라서 U02 소결체의 결정립이 매우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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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결밀도는 약간 증가한다. 

(2) Li20는 UÛ2 소결체의 결정립을 가장 크게 하지만 소결밀도를 약간 떨 

어뜨린다. 

(3) ZnO, Vz05, Al(OHh, MgO은 U02 소결체의 결정 립 크기와 소결밀도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 

2. 분말 및 소결분위기가 UOz-Gdz03 소결체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UOZ-Gd203 핵연료는 LWR 원자로실에서 주기초의 잉여 반용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UOZ-Gd203 핵연료의 제조기술 

은 UÛ2 핵연료의 기술을 기초로 해서 개발되었다[58]. 따라서 분말 혼합， 

성형， 소결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UOZ-Gd203 핵연료는 U02 핵 

연료보다 치밀화가 어렵고 미세조직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그 가공에 더욱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초기에는 UOZ-Gdz03 핵연료에서 Gdz03의 함량이 

낮았는데， 장주기 노섬운전 때문에 Gdz03 의 농도가 점접 높아져서 현재는 

8- lOwt% 정도가 PWR에서 사용되고 있다. 

UÛ2-Gdz03 핵연료에서 Gdz03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제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Davis 

and Potter[33]는 여러 분말에서 얻는 UOZ-Gdz03 성형체의 소결성을 연구하 

였고， Riella 등[42]은 분말제조 route7t 밀도와 Gd의 균질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이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침 (U， Gd)Oz 분말이 U02와 

Gd2Û3 분말을 혼합한 경우 보다 더욱 우수한 성질을 갖는 UÛ2-Gdz0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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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결 분위기가 UOrGd2Û3 핵연료 소결체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되었다. Ho와 Radford[49]는 U02-9wt% Gd2Û3를 수소 분위기에서 소결하 

면서， 수분을 3종류로 (dry, wet, very wet) 첨가하였다. 그들은 수소 분위 

기 중의 수분합량이 높아질수록， 축 산소 포텐살이 높아질수록，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Gd 이온과 U5
+ 

또는 lf+ 이온이 복합 결함(defect complex)을 형성해서 우라늄 이온의 확산 

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Yuda와 Une[47]는 소결 분위기로서 

CO/CÛ2 혼합기체를 사용하고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텐살올 조절하였다. 그들은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텐살이 증가하면， 소결 

밀도가 감소하면서 이와 동시에 큰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지금까지 U02-Gd203 핵연료 소결체의 제조에 대한 연구는 분말의 종류 

와 소결 분위기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U02-Gd2Û3 해연료 소결기술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분말의 종 

류 및 소결 분위기가 소결체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나. 실험방법 

전반적인 시험 절차는 그립 3-2-6에 나타냈다. 3종류의 분말을 사 

용하였는데， 첫째는 AUC 공정으로 제조한 U02 분말(AUC-U02)과 Gd203 

분말올 혼합한 것， 둘째는 ADU 공정으로 제조한 UÛ2 분말(ADU-U02)과 

Gd씨3 분말을 혼합한 것이다. 균질한 혼합을 위해서 2단계 혼합을 실시하였 

다. 즉 1단계에서는 UÛ2 분말과 같은 무게의 Gd2Û3 분말을 polyethylene 병 

에 넣고서 “Turbula" 011 서 2 시간 혼합하여 예비 혼합 분말을 만들고， 2단계 

에서는 Gd2Û3 조성에 맞추어 UÛ2 분말을 추가로 투압하고 다시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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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분말은 AUC-UQz 분말과 Gd2Û3 분말올 함께 분쇄 (co-mìlling) 했다. 

본 실험에서 Gd에3의 농도는 2, 5, 10 중량% 이다. 

3가지 방법으로 만든 분말에서 3개의 샘플올 채취해서 화학분석을 실시 

한 결고， Gd의 농도는 매우 균일했다 Laser light scattering 방법으로 입 

도분석한 결과， Gd203 분말의 평균 입도는 8.5μm이고， AUC-U02 분말은 20 

때1， ADU-U02 분말은 1때I 였다. 

분말들올 3 ton/c마 압력으로 성형했고， 성형체 밀도는 5.8 i: O.lg/c미 범위 

안에 있었다. 성형체를 alumina boat에 넣고 수평로에서 700.C까지 가열하 

고 1시간 유지한 후 다시 1680.C 까지 가열하고 4시간 유지했다. 소결 분위 

기로는 순수 수소 그리고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기체를 사용했다. 기체 

혼합 비율은 C0v'H2 = 0, 0.05, 0.15, 0.30 이다. 이것들을 여기서는 H2, 

5C02-H2, 15C02-H2, 3OC02-H2로 표기한다. 소결온도 유지 후 냉각 중에 

는 항상 수소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H2와 CQz 기체는 반응해서 CO, HzO, 

oz 기체를 생성하는데， 이들 사이의 반웅은 복잡하므로 SOLGASMIX 

program[59]올 사용해서 산소 분압을 계산하였다. 각 소결 분위기에서 산소 

포텐살(RTlnPoz)올 온도에 따라서 그림 3-2-7에 보였다. 산소 포텐살은 온 

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CO싸12의 비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텐살은 소결온도를 기준으로 -400 - -300 

kJ/rnole 범 위 안에 있다. 

소결체 밀도는 침적법으로 구했고[6이， 소결체를 길이 방향으로 잘라서 

mounting하고 연마하였다. 기공조직을 광학 현미경 또는 전자 주사 현미경 

으로 관찰하였고， 결정립 크기는 직선 교차법올 사용해서 구했다. 성형체 및 

소결체 단면에서 Gd 분포는 주사 전자 현미경에 부착된 WD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정립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125<)"C 로 1 

시간 동안 열에칭 (thermal etching)을 실시했으며 결정립 크기는 직선교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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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했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AUC-U02 분말， ADU-U02 분말， co-milling한 분 

말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형태조직올 그림 3-2-8에 나타냈다. 

AUC-UÛ2 분말은 구형이고 평균 입자크기는 약 20때I이다. 하나의 입자는 

매우 작은 crystallite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많은 nucropore가 존재 

한다. ADU-U02 분말은 크기가 약 1.0따1 이고 분말들은 서로 뭉쳐져 있다. 

이러한 분말 뭉치의 크기는 매우 불규칙하다. co-milling 된 분말은 크기가 

약 1.5띠n 이다. Gd2Û3 분말은 입자크기가 약 4때1 이다. 

성 형 체 단면에 서 Gd 분포를 분석 한 결과를 보면 (area mapping) [61], 

AUC-UÛ2와 G~03 분말올 혼합해서 성형한 경우， Gd는 둥근 UÛ2 입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혼합이 잘되었올 때 U02 입자가 마치 Gd로 코팅된 것처 

럼 나타나고， 가끔 Gd2Û3 분말이 뭉쳐서 큰 덩어리로 존재한다. ADU-UÛ2 

와 Gd203 분말을 혼합한 경우， Gd2Û3 분말 뭉치가 존재하는데 어느 특정 영 

역에서는 Gd203 분말 뭉치가 집중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반대로 Gd203 분 

말 뭉치가 거의 없는 현상이 관찰된다. Co-milling된 분말의 성형체에서는 

큰 Gd2Û3 분말 뭉치가 없어서 Gd 분포가 매우 균일하다. 

3종류 분말 성형체를 소결했을 때 소결 밀도를 Gd2Û3 함량에 따라서 그 

림 3-2-9(a), (b)에 보였다. 수소 분위기 소결에서는 (그림 3-2-9(a)), UÛ2 

소결체는 분말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UÛ2-Gd에3 소결체의 밀도는 크게 달라진다. AUC-UÛ2 와 G&Û3 분말올 

혼합한 경우， 2wt% Gd에3 함량에서도 소결밀도가 90 %TD 까지 크게 감소 

하고 Gd203 함량이 높아져도 소결밀도에 더 이상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 

다 ADU-U02 와 Gd203 분말을 혼합한 경우， Gd2Û3 함량에 따라서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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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감소한다 Co-milling 된 분말을 사용했을 경우， Gd203 함량에 따 

른 밀도 감소가 매우 작아서 가장 높은 소결밀도를 얻는다. 

분말 종류 및 Gd2Û3 함량에 따른 소결밀도의 변화는 다른 소결 분위기에 

서도 거의 비슷하다. COνH2=0.30 인 소결 분위기에서 얻은 소결밀도를 그 

림 3-2-9(b)에 보였다. 분말 차이에서 비롯하는 소결밀도 차이가 여전히 크 

고， Gd2Û3 함량에 따라서 소결밀도가 비교적 서서히 감소한다. 

UOr lO wt% Gd써3 소결체에서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텐살과 소결밀도 

의 관계를 그림 3-2-10에 보였다. C02.쩌2 비가 높아지면， 즉 산소 포텐살 

이 증가하면， 소결밀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분말 차이에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AUC-UQz 와 Gd쩌3 분말을 혼합한 경우 소결밀도가 가장 크게 

갑소한다. 

이 소결체의 기공 조직올 그림 3-2-1Ha) , (b) , (c), (d)에 보였다. 그림 

3-2-1Ha)는 수소 분위 기 , 그림 3-2-1Hb)는 COνH2=0.05， 그림 3-2-1HC)는 

COνH2=0.15， 그림 3-2-11(d)는 CO짜-12=0.30에서 얻은 소결체 미세 조직이 

다. 산소 포텐살이 높아질수록 많은 기공이 새롭게 형성되고， CO야-12=0.15 

에서 COνH2=0.30으로 변할 때 기공 성장이 관찰된다. 따라서 산소 포텐살 

이 높아질수록 U02-Gd203 핵연료의 소결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기공 갯수 

증가 및 기공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UQz-5wt% Gd2ÜJ 핵연료의 결정립 조직올 분말 종류 및 소결 분위기에 

따라서 그림 3-2-12, -13, -14에 보였다. AUC-U02 와 GdzÜJ 분말을 혼합 

한 경우(그림 3-2-12) , 결정립 조직은 비교적 균일하다. 결정립 크기는 산 

소 포텐살에 의해서 약간 증가하며， 3종류 분말 중에서 가장 큰 결정립 크기 

를 갖는다 ADU-U02 와 Gd2Û3 분말을 혼합한 경우(그림 3-2-13) , 결정립 

조직은 균일하지 않다. 한 영역은 보통 크기의 결정립올 갖고 반면 다른 영 

역은 매우 작은 결정립을 갖는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불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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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소 포텐살아 높아져도 여전히 남아있고， 다만 결정립 크기는 증가한다. 

Co-milling된 분말을 사용한 경우(그림 3-2-14), 결정 립 조직은 매우 균질하 

며 산소 포텐살이 높아지면 결정립이 현저하게 성장한다. 

ADU-UQz 와 Gd2Û3 분말을 혼합한 경우 발생하는 불균일한 결정 립 조 

직에 대해서 Gd 농도의 line profile을 그림 3-2-15에 보였다. 작은 결정 립 

뭉치와 큰 결정립 뭉치가 공존하는 마세조직에서 Gd 농도는 작은 결정립 뭉 

치에서 높고 편차가 큰 반면 큰 결정립 뭉치에서는 낮고 편차가 작다. 따라 

서 결정립 조직의 불균일성은 Gd 분포의 불균일성과 직접 관계가 있다. 

UQz-Gd2Û3를 소결할 때 U 원자와 Gd 원자의 상호확산은 매우 느리기 때문 

에 [62] ， 소결체의 Gd 분포는 성형체의 Gd 분포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DU-U02 와 Gd203 분말을 혼합한 

경우 성형체에서는 Gd 가 집중된 영역과 Gd 가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 

라서 성형체에서 Gd가 집중된 영역은 소결후 결정립이 작고 반면에 Gd가 

없는 영역은 소결후 결정립이 크다고 생각된다. 소결체에서 넓은 범위에 걸 

친 Gd 의 균질도는 소결보다는 분말 혼합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판단된다. 

소결분위기의 산소 포텐살이 높아지면 Gd 농도의 line profile은 편차가 

감소한다[611 따라서 좁은 범위에서 Gd의 균질도는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 

텐살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올 받는다고 생각된다. 

분말 종류와 산소 포텐살에 따른 결정 립 크기 변화를 그림 3-2-16에 나 

타냈다. 혼합된 분말이 Co-milling된 분말보다 결정 립 크기가 크다. 그리 

고 이 차이는 산소 포텐살이 낮올 경우에 심하고， 산소 포텐살이 높아지면 

결정 립 크기 차이가 감소한다. 산소 포텐살이 높아질수록 U02-Gd2Û3 소결 

체의 결정립 크기는 증가한다. 결정립 성장은 일반적으로 기공， 2차상， 미세 

조직의 불균일성에 의해서 방해 받는다. Gd 농도가 균일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농도 사이의 계면은 결정립계의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산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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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살이 높아지면 Gd 농도가 균질해지므로， 결정립계의 이동은 방해를 덜 받 

올 것이다. 

UQz-Gdz03 소결체의 밀도 및 결정립 크기는 분말 종류와 산소 포텐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Co-mil1ing 된 분말을 사용한 경우 소결 밀도와 결정 

립 크기를 산소 포텐살에 따라서 함께 표시하면 그림 3-2-17과 같다. 

UQz-5wt% Gdz03 핵연료는 수소 분위기에서 소결밀도는 96 %TD이지만 결 

정립 크기는 약 2 때로서 매우 작다. 산소 포텐살이 높아지면， 소결 밀도는 

감소하지만 결정립 크기는 증가한다 COνH2=O.3일 때 소결밀도는 94.5 

%TD로 감소하지만 결정립 크기가 6 때로 성장한다. 따라서 소결밀도와 결 

정립 크기 모두 spec 허용 범위를 충족한다. 

라. 컬 론 

3 종류 분말을 사용하고 소결분위기의 CO야f2 비를 조절하면서 

U02-Gdz03 핵연료를 소결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다. 

(1) 분말 종류가 소결 밀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Co-mil1ing된 

분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당한 소결밀도를 얻는다. 넓은 범위에서 Gd의 

균질도는 분말 혼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결에 별로 영향올 받지 않는다. 

(2) 소결 분위기의 산소 포댄살이 높아지면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고， 소결 

밀도는 감소한다. 또한 좁은 범위에서 Gd 균질도가 개선된다. 

(3) 적정한 소결밀도， 결정립 크기 및 Gd 균질도를 갖는 UQz-Gdz03 해연 

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소결 변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얻은 소결변수는 분말처리는 co-milling 방법 과 산소 포텐살은 -300 

kj/m이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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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Sinter‘ed density and grain size of impurity 

do뼈d pellets(Nb20s• Ti02. Li 20). 

dopant content(wt~) 
sintered 

grain size(때) 
density( !/6fD) 

0 96.1 6.48 

0.1 94.8 10.38 

Nb20S 0.2 95.9 17.78 

0.3 96.7 28.44 

0.5 97.4 46.62 

0.05 96.0 11. 16 

TiÛ2 0.1 97.8 61. 13 

0.2 98.0 63.50 

0.05 94.7 

0.075 96.4 126.0 
Li2Û 

0.1 95.5 118.4 

0.2 94.1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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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Sintered density and grain size of impurity 

doped pellets(ZnO, VZ03, Al(OH)3 , Mg이. 

content(wt96) 
sintered 

grain size(때) I dopant 
density( "'I'D) 

0 96.1 6.48 

강10 0.02 96.1 7.43 

0.1 96.2 7.35 

0.1 96.3 11.94 
V203 

0.2 96.1 11. 83 

0.05 96.0 8.50 
Al (OHh 

0.3 95.1 7.80 

0.05 95.3 7.0 
MgO 

0.2 96.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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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Porosity distrihutions for 따 doped with 꺼iÛ:!: 
(a) pur<:' UOz I (h) 0.05. (c) 0.1, (d) 0.2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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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SEM microgrnphs showing morphologies of powders. 
(a) ^UC-UO.!. (b) ADU-UOz. (c) co-mil1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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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h; ll1ge in [)ore structure ()f COz- lOwt%C'r(h( ->J fuel due to 
ox\'gcn notcntia l. 
(a) H2. (b)CC컨까-12==0.0:) ， <C )CC};;꺼4’ =0.1 J. (d lC01/llz=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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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Grain structurc of sintered UÜ;z-5wt%Gd2ÜJ fuel 
made by mixing AUC-UÜ;z and GdzÜ:J powders. 
(a) Hz. (blCC)z/Jb=O.05. (C )CÛ2께~=O.l5， (d)COνHz=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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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 3 Grain structure of sintet빼 U아-5wt%Gd2ÛJ fuel 
m쳐c hy mixing ADU-UOt and Gd2Û3 powders. 

(n) H2. (b )CQνH2=O.05， (c )COνH~O.l5， {d)CChIll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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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J-2-14 GnJiI1 stnlcturc ()f 넌ntcfcd l ’ 02- :ïwt O

‘;(i-chO:l fucl 
m;lde by co-millillg :\l •C-l’ (h <lnd (버.i)3 l1uwdC'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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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Profile of Gd concC'ntrntion across inhomogeneous 
grmn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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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 활 행염훌훌 냉강성툴 및 이醫여과 성뿔 

1. 유동장 분석코드(CFX-F3D) 평가 

가. 개요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 다발은 대부분 삼각형 또는 사각형 배열 

의 연료봉과 냉각수가 흐르는 부수로(SubchanneI)로 구성된다. 핵연료 봉은 

일정한 간격의 지지격자(Spacer Grid)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 고정되며 핵연 

료 봉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통 혼합날개를 지 

지격자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핵연료 다발의 개발에서는 기계적 

건전성 뿐만이 아니라 열전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동장은 일반적으로 3차원， 난류 유동이며 대류 열전달 현상을 포함하고 있 

다. 지금까지의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통장 분석은 대부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이 루어 져 왔다 ([80]-[91]). 그러 나 최 근에 는 전산유체 해 석 기 법 의 발달 

과 컴퓨터 성능의 혁신적인 향상올 바탕으로 수치해석 방법이 시도되고 있 

다 ([92]-[93]). 수치해석올 통한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통장 분석은 실험적 

방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고 바용도 적게 소요되는 잇점이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핵연료 다발 개발올 위해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동장 분석이 최종 검증실험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다수의 범용 CFD(Computational Fluid Dynarnics) 코드들이 유동장 

수치해석을 위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있다([94]). 이들 범용 CFD 코드들은 

대부분 Pre-processor, Solver 와 Post-processor로 구성된다. 

Pre-processor는 CAD 개념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형상과 전산격자를 생성하 

고 Solver에서 유동장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 (또는 유한요소법)으로 계산 

한다. Post-processor는 유통장 특성 인자들(속도， 압력， 난류 운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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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유동장 분석올 용이하게 해준다. 현재의 범용 

CFD 코드들의 Solver는 SIMPLE 알고리즘올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류항 

의 차분법도 대부분 동일하다. 또한 난류모렐도 k-é 모텔을 기본으로 하여 

3-4개의 전형 적 인 난류모텔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상유동 모텔은 아직 균질 

유동 모텔과 같이 간단한 모텔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Solver의 차이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ost-processor의 경우도 대부분의 범용 CFD 코 

드들이 유동장 분석이 편리하도록 주요 유동장 특성 인자들을 그래픽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동장 분 

석을 위해서는 지지격자 및 유동 혼합날개 동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의 편 

리한 모렐령과 효율적인 전산격자의 생성이 가능한 Pre-processor가 제공되 

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상 유동장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유동모텔의 

결합도 손쉬운 코드 체계가 요구된다. 주요 범용 CFD 코드들의 비교는 표 

3-3-1과 같다. 현재까지 주요 범용 CFD 코드들의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CFX-F3D가 사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 모텔령이 용이 

하며 계산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또한 

CFX-F3D는 사용자가 개발한 모델을 CFX-F3D와 간편하게 연계하여 사용 

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다상유동 모텔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참고로 미국 ABB^t는 CFDS-FLOW3D (CFX-F3D 이전 버전)를 사 

용하여 유동 혼합날개 형상에 따른 핵연료 다발내 난류 유동 특성을 분석하 

였다 ([92]). 따라서 여기서는 CFX-F3D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유동장 문제를 

분석하여 보았다. 

나. CFX-F3D 코드 소개 

CFX - F3D[95]는 영 국의 AEA Technology사가 개 발한 범 용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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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Multi-block 개 념 을 사용한 유한체 적 법 (Finite Volume Method)을 기 

본으로 하는 상용 코드이다. Multi-block 개념을 이용하므로써 복잡한 형상 

의 유동장을 적절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CFX-F3D의 기본적인 

해석 알고리즘은 SIMPLC이며 대류항의 차분법은 HYBRID Scheme, 

UPWIND Scheme 및 QUICK Scheme 둥이 었다. CFX-F3D는 다상유동， 

입자 이동， 연소， 화학반웅， 복사 열전달， 압축성/비압축성 유동， 다공성 물질 

유동과 혼합 열전달 둥의 모텔올 포함하고 있다. 난류 유동은 k- ε 모텔， 저 

Reynolds 수 k- ε 모텔 RNG(Re-Nonnalized Group) k- ε 모텔， 

ASM(AlgebraÍc Stress ModeI} , DSM(Differential Stress ModeD 및 

RFM(Reynolds Flux ModeI} 등을 사용하여 모텔링할 수 있게 되어있다. 

Pre-processor로는 CFX -MESHBUILD와 CFX-BUILD를 사용하여 기 하 

학적 형상 및 전산격자를 생성한다. 이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Multi-block 

개념을 이용하므로써 복잡한 형상의 유동장올 적절히 모텔링할 수 었다. 

CFX-BUILD는 CFX -MESHBUILD에 비해 다소 사용이 편리하며 CAD 입 

력파일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CFX-BUILD만올 

Pre-processor로 사용할 에 정 이 다 Post-processor로는 CFX-VIEW, 

CFX - VISUALIZE, CFX - LINEGRAPH 둥이 있으나 CFX -VISUALIZE가 다 

른 Post-processor틀의 기능 이외에 추가로 유동장 분석에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Post-processor도 CFX -VISUALlZE로 통합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 유동장 분석 및 평가 

범용 유동장 분석코드인 CFX-F3D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동장을 분석해보았다. 상용 CFD 코드들의 비교를 위해 참고문헌[94] 

에서 사용했던 문제와 해연료 다발에서의 부수로 유동 문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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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The Backward-Facing Step Problem 

U。

--률 

싸 

준욕잎좌 

유체 : 공기 

Re= U o(2h) e=--•-
v 

200mm 

Uo 균일 입구 속도 

v 공기 점성계수 

s 수로 계단 높이 

x2 

Xl 재 탈착(Reattachment) 거 리 

XZ 유동 분리 (Separation) 거 리 

Xs 유동 분리 후 재 탈착 거리 

X3 : X2 와 Xs의 합 

계산 겸과 빛 겪토 

xs 

L 

H= 1O.2 mm 

이 문제는 정상상태 ， 2차원 층류이며 Reynolds 수에 따라 유동의 분리와 

재 부착(Reattachment) 길이가 변하게 된다. CFX-F3D를 사용하여 전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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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수치해석 기법에 따른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를 실험 결과와 함께 표 

3-3-2에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동의 분리와 재 부착 현상을 잘 

모사하고 었다. Reynolds 수가 450 이하인 경우에는 유동의 분리와 재 부착 

길이가 수치해석 기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험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러나 Reynolds 수가 lOOO인 경우에는 전산격자 수와 수치해석 

기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Reynolds 수 범위에서 

Higher-order UPWIND 기 법 이 다수 결과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산격자 수의 증가가 반드시 수치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2) Uniforrn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준욕와좌 

UoD 
Ke = -----''-

v 

D: 실린더 직경 

Uo: 자유유속 

ι : 유체 점성계수 

U。

-톨 

----þ-

-융 

-흩 O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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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겸과 빛 컴토 

이 문제는 Reynolds 수가 60 이상에서 Vortex Shedding에 의한 불안정한 

후류(W밟e)가 생성되는 과도상태， 2차원 유동 문제이다. 따라서 Reynolds 

수를 변화시키면서 유동장의 변화를 CFX-F3D로 예측해보았다. 예측된 유동 

장으로부터 V ortex S treet 존재여부와 이 문제의 특성 인자인 Strouhal 수를 

계산하였다. 표 3-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X-F3D는 측정 결과와 같이 

Reynolds 수 60 이상에서 Vortex Street의 존재를 예측하였으나 Strouhal 수 

는 측정 치 와 다소 큰 차이 가 있다. 그림 3-3-1과 그림 3-3-2는 Reynolds 수 

증가에 따른 속도장올 나타내는 것으로 실린더 뒤 쪽에서 V ortex S treet가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Reynolds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와류(Vortex)가 뚜 

렷하게 나타난다. 

문제 3) Rod Bundle Crossflow Mixing (Rowe et al. 1974) 

준욕와좌 

유체:물 

D: 연료봉 직경 (1 inch)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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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료봉간 거리 (P/D=1 .25) 

W: 벽과의 거리 (W/D= l.25) 

1 : 벽 및 내부 수로 

11: 모서리 및 벽 수로 

계산 겸과 및 컴토 

이 문제는 Rowe 퉁[80] 이 지지격자가 없는 핵연료 다발에서 난류 유동구 

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여기서는 정상상태， 3차원 난류 유 

동으로 가정하여 계산올 수행하였다. 내부 수로와 벽면에 인접한 수로에서의 

Reynolds 수에 따른 유동장(축방향 속도와 난류강도 둥)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벽 및 내부 수로(1)와 모서리 및 벽 수로(II)에서의 난류모텔에 따른 축방 

향 속도 분포는 그립 3-3-3에 Rowe 등의 실험 결과와 함께 나타나 있다. 

예측된 수로의 중심에서의 속도는 증가하고 연료봉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난류모텔(k-é 모텔， 

Algebraic Stress Model, Differential Stress ModeD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 

지만 k-é 모텔의 결과가 다소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림 3-3-4은 CFX-F3D로 예측된 수로 I과 수로 11에서의 축방향의 난류강 

도를 나타낸다. 그립 3-3-4(a)에 나타난 수로 I에서의 난류강도는 실험결과 

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며 난류모텔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다. 벽면에서 

최대가 되고 수로 중섬에서 최소가 되며 연료봉 사이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수로 11에서의 축방향의 난류강도(그림 3-3-4(b))는 

실험결과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점선으로 나타낸 DSM(BC) 결과 

는 실험결과와 매우 근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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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난류 인자 경계조건을 코드내에 내장된 초기값이 아닌 완전발달 유 

동상태에서의 난류 인자의 대략적인 평균값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유동장 특성에 적합한 난류인자에 대한 입구 경계조건의 적절한 설 

정이 필요하다. 그림 3-3-5는 Reynolds 수에 따른 벽 및 내부 수로(I)에서의 

축방향 속도 분포로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상의 비교결과를 종합해보면 k-é 모델은 수렴성과 유동의 평균유속 

분포 정확도가 우수하지만 각 방향 난류강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 

며， Algebraic Stress ModeHASM)은 유동의 평균유속 분포는 물론 각 방향 

난류강도를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수렴성이 다소 떨어지고， Differential 

Stress ModeI(DSM)은 ASM에 비해 수렴성이 우수한 반면에 계산시간이 길 

다는 단점이 있다. 수치해법은 핵연료 다발내 유동과 같이 상류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UPWIND 해법이 적절하지만 각각의 유동장 특성에 알맞게 선정되 

어야 한다. 

라. 결론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동장 분석에 필요한 전산코드의 선정과 선정 

된 코드를 평가해보았다. 다수의 전산유체 코드중 Multi-block 개념을 사용 

하므로써 비교적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의 모텔링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개발 

한 유동 모델(특히 다상유동 모텔)의 연계사용이 가능한 CFX-F3D를 선정 

하였다. CFX-F3D를 사용하여 몇가지의 유동장 문제를 계산하여 실험 결과 

와 비교해보았다. CFX-F3D로 계산된 결과는 각각의 유동장 특성올 잘 나타 

내고 있으나 실험 결과와의 정량적 오차는 (특히 난류 유동인 경우)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는 기하학적 모렐링의 적절성과 전산격자의 최 

적화， 유동 경계조건， 유동 모탤 등이 대상 유동장의 특성에 맞게 구성이 된 

다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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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수의 범용 전산유체 해석용 코드가 상용화 되어 있으나 핵연료 다 

발에서의 유동장처럼 기하화적으로 복잡하고 3차원， 난류 열전달 문제를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코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존의 

범용 전산쿄드중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의 모텔령이 가능하고 다양한 유동 

모텔올 갖추고 있는 CFX-F3D를 기본으로 하여 핵연료 다발에서의 유동장 

특성에 맞는 유동모텔올 추가한다면 냉각성능이 뛰어난 핵연료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압력손실 예측 모델 평가 

질량 보폰에 근거한 가압경수로형 이중 겹판 지지격자(HTP Spacer 

Grid)의 압력손실예측 모텔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지지격자간 교차류 

발생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부수로의 입구 유량을 조절하여 부수로간의 압력 

손실 구배 발생올 억제하였다. 

가. 개요 

가압 경수로형 노심은 축방향 유동에 의해 봉에서 냉각재로 열전달 

되는 핵연료 사용을 개념으로한다. 이러한 봉다발 기하형상의 수력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핵연료 개발 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봉다발의 압력손 

실 계산의 문제점은 지지격자에 의한 압력손실 예측 모텔이 많지 않음에 있 

다. 비 압축성 등온 유통에서 정압손실 L1P= P2 -P\은 측정길이 L1L에 배열 

된 n개의 지지격자를 통해 유량 Q가 흐를 때 측정된다. 이때 측정된 압력손 

실 L1F는 봉다발에서의 마찰 압력손실 L1PB와 지지격자 압력손실 L1PA로 이 

루어 졌다: 

L1P= L1PB + nL1PA • 식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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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U일 때 봉다발에서 지지격자 압력손실은 

L1PA = CB융 따， 식 (3웅2-2) 

여기서 CB는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이며 p는 유체 밀도이다. 

봉다발에서의 유동 레이놀즈 수 ReB는 다음과 같다 

ReB=팎 식 (3-3-2-3) 

여기서 ν는 점성계수 이며 De는 유동 면적이 A이고 유로의 원주가 S일 때 

4NS로 정의되는 등가직경이다. 

de Stordeur[96]가 개발한 상관식은 소수의 시 험 자료에 근접하였다. 

Rehme[97]는 여러 기하형상의 지지격자에 대한 시험을 근거로 압력손실 상 

관식을 개발하였다. 상관식은 

L1Psg= C폼2융 p강， 식 (3응2-4) 

여기서 E은 지지격자에의한 유로 폐쇄률이다. Rehme는 Re>105 인 경우 CB 

를 6에서 7 사이의 값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값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Kim[98]은 힘의 균형식의 간단한 이론에 근거한 PWR형 지지격자의 상 

관식을 개발하였다. 상관식은 

L1P쟁=(Cd+C，잭 )-，.흐- 4 u2 , 식 (3-3-2-5) 
d I '-'f t I (1- E)2 2 f" 

여기서 t 는 지지격자 두께이며 h는 지지격자 높이다. 식에서 Cd 와 CJ 는 

모텔링이 필요하다. 이차원 판의 종횡바에 따라 앓은 박판의 경우 Ca는 

0.8에서 1.0의 값을 선돼하여 사용하며 CJ는 덤플과 스프링의 마찰 영향을 

무시한 지지격자 내 평판유동 해로부터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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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해는 지지격자의 leading edge 영향을 고려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로 별 유량 분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나. 분석 모형 

Westinghouse 형 안내관을 갖는 HTP 지지격자에 대해 압력손실을 

예측하였다. 사각형 배열에서 부수로 해석을 위한 봉다발의 단면은 부수로들 

로 이루어졌다. 부수로는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중앙 수로， 벽면 수로， 안 

내관 수로 및 모서리 수로이다. 중앙 수로와 모서리 수로는 단지 하나의 기 

하형상으로 특정지워 진다. 중앙 수로의 경우 피치 대 직경비인 P/D로， 모서 

리 수로의 경우 벽면길이 대 직경 비인 W/D로 특징지워 지는데 벽면 수로 

의 경우 P/D 및 W/D로 특정지워진다. 안내관 수로는 피치 대 안내관 직경 

비인 PIDt로 특징지워진다. 각 수로는 유속이 빠른 전형 수로와 유속이 비 

교적 느린 gap 수로로 각각 나눌 수 있다. 

부수로 내에서 동일한 압력손실과 연속정의 죽 총유량은 각 부수로의 유 

량의 합과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 아래의 식올 얻는다. 

_1_ 등훌-L (쯤엔 )2 (fL)3 
K /o1 ~ Ki ' Si I 'F /01 

식 (3-3-2-6) 

여기서 S는 유체 접촉 원주이며 F는 유통단면적이고 첨자 i는 각 수로를 나 

타내며 tot는 전체 봉다발을 나타낸다. 

지지격자 전체 수력 항력은 형상항력과 마찰력의 합으로 얻어진다: 

F= Fdrag+ F /ric' 식 (3-3-2-7) 

각 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tr.앵등 L1P dragA = R C얘c융 pU융 식 (3-3-2-8) 

.1 _rr2 _ r {<ll! \ 11 .1. F jric = L1PjricA = Cj A s2 pU;쟁= CJ<2 '; )AC2 pU;앵 식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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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a는 형상 압력손실이며 CJ는 마찰 압력손실계수 Usg는 지지격 

자 내 유체속도 A는 맨봉다발 유동면적이며 Ac는 격자 투영 면적이며 As 

는 지지격자 표면적이고 h는 지지격자 높이 t는 지지격자 두께를 나타내며 

R은 입구 형태에 따른 압력손실인자를 나타낸다. 

지지격자 내 유속 Usg는 맨 봉다발의 압력손실과 관련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식 (3-3-2-10) 

따라서 압력손실 식은 다음과 같다: 

L1Psg= L1Pdrag + L1Pfric = (RCd + C 싫)-;:--흐-4p강 식 (3-3-2-11) ric-\H'-'r''-'f t' (l -E)2 2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L1Psg= K융 p앙 식 (3-3-2-12) 

이로부터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는 다음과 같다: 

2h , E K= (RKd + Cf~~' ) ,. <:. ,? 식 (3-3-2-13) 
d' '-'f t '(l -E)2 

여기서 R, Ca 및 CJ는 모웰링되어야한다. 

R 값은 지지격자 업구 형상에 따라 0.1에서 1이며 [99]， Cd는 지지격자의 종 

횡 비에 따라서 앓은 사각 평판일 때의 0.8에서 1.0의 값과 지지격자 혼합날 

개에 의한 영향올 나타내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 지지격자 마찰손실계수 CJ 

는 맨 봉다발의 마찰 압력손실계수 상판식을 적용하였다. 마찰 압력손실계 

2 
햄
 
F 

과
 
때
 

。
-
n
nU 

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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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다발 임계열속 예측 성능 평가 

가. 개 요 

원자로 안전의 중요한 인자중 하나인 임계열유속의 정확한 예측은 

안전성 확보뿐만아니라 운전여유도 증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계열유속은 매우 복잡한 이상유동 현상으로서 아직 그 발생 메카니즘 및 

특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하므로， 열수력 셜계나 안전해석시 펼요한 임 

계열유속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분석대상 연료와 동일한 형상 및 노심조건을 

에대해 수행된 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상관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 

나 새로운 형상의 신형핵연료 혹은 신형원자로용 핵연료에대한 노심분석의 

경우는 유사한 형상에대한 시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운전영 

역 또한 상이하므로 예비분석단계에서의 열수력 셜계 및 안전해석에 어려움 

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위해 임계열유속을 적절히 예측하며 적용범 

위 또한 넓은 범용 임계열유속상관식이 펼요하다. 

지금까지 원형관에대한 임계열유속 시험 자료는 상당히 많이 축척되어 

있으며 그 유동조건도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원형관과 핵연료다발과 

는 기하학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임계열유속 기구는 서로 유사한 것으 

로 보여지므로， 이 본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형관 상관식을 기초로하여 

핵연료다발의 고유한 특성은 별도의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핵연료다발의 임 

계열유속을 예측하는 방법이 위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 

토되고 있다. 원형관 상관식으로는 임계열유속표가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 

는데， 이 예측도구는 AECL의 Groeneveld둥[100]이 1986년에 15，000여개의 

관시험 임계열속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CANDU 핵연료다발에 적 

용하기 위한 보정인자도 제시하였었다. 최근 캐나다 AECL과 러시아 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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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기관이 보유한 원형관 임계열속 시험자료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정 

된 Look-UP Table를 1996년에 발표하였다[101]. 이 예측방법은 관형상에 대 

한 임계열속 예측 도구로서는 잘 정립된 것이므로 국내외의 관련 전문가 그 

룹은 이 Look-UP Table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었다. 그 근거로 Look-UP Table의 광범위 

한 상관식 적용범위 지금까지의 폭넓은 적용 및 평가경험 그리고 추가 자료 

확보시 손쉬운 개정등에 었다. 

본 평가에서는 우선 원형관 CHF 자료로 개발된 L∞k-up Table의 열수 

력인자에대한 특성이 해연료다발 CHF자료로 개발된 상관식과 동일한 경향 

올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이를위해 설계시 사용하는 상세 상관식틀을 선정하 

여 그 적용범위내에서 CHF관련 주요인자의 경향 분석을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L∞k-up Table을 해연료다발에 적용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예측성능의 

한계를 알아보기위해 분석대상의 해연료다발 CHF 자료의 유통영역과 통일 

한 조건내에 있는 KAIST 원형관 CHF 자료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Look-up 

Table를 실제 핵연료다발의 CHF 자료에 적용해 보았으며， 그 예측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위해 다른 상관식들과도 비교하였다. 선정된 상관식은 

W-3R 및 EPRI-1상관식 [102]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계열유속표와 핵연료다발 보정인자들을 기존 경수로 

해연료 및 신형경수로 해연료에 적용해 봄으로서 이 방법의 예측성능을 평 

가하고，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해연료 및 신형원자로둥의 예비 노섬분석시에 

이 방법의 활용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나. 분석방법 

(1) 부수로 해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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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 발생지점에서의 유동국부조건을 계산하기위한 부수로 해석 

코드로는 COBRA-IV-i가 사용되었다. COBRA-IV는 원자력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 열수력부수로 코드로 이상유동에대해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냉조건을위한 subcooled void 

상관식과 slip 효과를 고려한 void-quality 관계식도 포함하고 있다. 

(2) Bundle CHF Data Base 

혜연료다발의 CHF 자료는 사각형 수로의 경우 Westinghouse 

[102]및 SPC [103]사의 23개의 다발에대한 1.958개이며 삼각형 수로의 경우 

는 EPRI 및 jAERI [104] 의 5개 다발에 대 한 227개 로 총 2185개 이 다. 

Westinghouse형 다발은 7개로 혼합날개를 가진 5x5다발이며 기하학적으로 

는 17x17를 모사하고 있다. 그 중 3개 다발은 96인치이고 나머지는 168인치 

이다. 또한 2개다발은 안내관을 가지고 있고 2개는 불균일 축방향 출력분포 

를 가지고 있다. SPG사의 16개 다발은 다양한 해연료 공급자의 연료를 모사 

한 것으로 역시 5X5이다. 그들중 12개 다발이 안내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개는 CE사의 연료를 모사하는 큰 안내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4개의 

다발은 불균일 축방향 출력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가열길이는 모두 4가지 

(2.41, 2.99, 3.66, 4.27 m) 가 있다. 한편 삼각형 수로의 경 우는 EPRI의 1 개 

다발과 jAERI의 4개 다발에대한 것으로 모두 균일 축방향 출력분포를 가지 

고 있다. EPRI 다발은 전체적으로 육각형 형상이며 19개의 봉으로 이루어졌 

다. jAERI의 다발은 7개봉과 4개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 혜연료다 

발에대한 임계열속 국부조건의 영역은 표3-3-4에 기술되어 있다. 

(2) 최소 CHFR 계산 방법 

CHFR은 처음 CHF를 가르키는 부수로에서 최소 CHFR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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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에서 평가되었다. CHF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HFR= T'he Predicted CH~ • E 
The Measured Local Heat Flux M 

분모의 측정열유속은 최소 CHFR을 보인 지점에서 연료봉 표면의 실제 열 

유속이며 분자의 CHF 예측치는 그 지점의 CHF상관식에의한 예측값이다. 

CHF의 예측치는 부수로 해석코드로부터 계산된 국부조건을 직접 CHF 상관 

식에 대입하여 계산되었다. 

(3) 분석에 사용된 CHF 상관식들 

예측성능 및 CHF 인자의 경향에대해 Look-up Table 방법과 비 

교되는 CHF 상관식은 목적에따라 서로 다르르다. 우선 관형상에대해 개발 

된 Look-up Table과 핵연료다발 시험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상관식의 인 

자에대한 영향을 비교하기위하여는 W-3R, ERB-3, CE-l 및 EPRI-l 이 선정 

되었다. 이때 비교영역은 각 상관식의 적용 범위내인 PWR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 CHF 예측 성능 비교 평가에서는 국부조건형 상관식인 W-3R과 

EPRI-l(L)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국부조건형 EPRI-l(L)은 원래의 EPRI-l 

올 열평형식과 Bowring의 Subchannel 1mbalence Factor를 이용하여 입구조 

건 인자들을 국부조건 인자만으로 변형한 상관식이다. 이들 상관식의 적용범 

위는 표 3-3-5에 기술되어 있다. 한편 Look-up Table과 함께 핵연료다발 

의 CHF 예측을위한 보정인자는 표 3-3-6에 기술되어 있다. 

다. 주요 변수 변화에대한 상관식들의 예측 경향 

CHF의 주요인자인 압력， 질량유속， 증기질 및 수력직경에대한 CHF 

경 향 비 교에 는 Look-up Table, W-3R, ERB-3, CE-l 및 EPRI-l상관식 들 

이 적용되어었다. 이때 비교된 인자들의 영역은 상관식의 적용범위내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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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 출구 증기질의 영향 

출구 중기질의 변화에따른 영향은 그림 3-3-5에 제시되었는데 기 

준조건은 PWR 운전조건으로 압력 140 bar, 질량유속 3000 kg/m2s, 입구과 

냉각 500 kJ/Kg , 수력직경 10 mm 및 가열길이 4m이다. 포화비등영역에서 

는 Look-up Table과 다른 상관식들이 서로 유사하나 과포화비둥영역에서는 

Look-up Table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식들의 경 

우 출구 증기질에따라 CHF가 선형적으로 반벼례하는 것으로 나타냐고 있는 

데 이는 기본적으로 상관식들의 함수 형태가 증기질에따라 선형적으로 반비 

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2) 압력의 영향 

압력변화에따른 CHF의 영향은 그림 3-3-7에 제시되었으며 기준 

조건은 질량유속 2000 kg/m2s, 출구 증기질 0.1, 입구과냉각 500 kJ/Kg, 수 

력직경 10 mm 및 가열길이 4m이다. 상관식의 경우는 100 bar에서 170 bar 

사이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CHF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수 있으며 특히 

CE-1경우는 거의 선형적이다. 한편 look-up Table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 

소하지만 140 bar에서 150 bar 사이에서는 압력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look-up Table과 상관식이 압력에대해 특별히 

다른 경향올 보인다고 볼 수 없다. 

(3) 질량유속의 영향 

질량유속에따른 CHF의 영향이 두 가지의 출구 증기질에서 버교 

되어 그림3-3-8에 제시되어 었다. 일반적으로 환상유동영역인 높은 증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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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질량유속이 커질수록 Entrainment가 증가되어 액체막의 두께를 앓게 

하므로 Dryout 열유속이 낮아지는 반변 기포유동영역인 낮은 증기질에서는 

질량유속이 커질수록 기포의 활발한 Agitation으로 인한 난류혼합이 증가하 

여 CHF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 영향평가에서는 상관식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출구 증기질이 -0.1 과 0.1인 경우에대해 비교하였는데 출 

구증기질이 -0.1인 경우 모든 경우 거의 동일한 민감도를 가지고 예측한 바 

와 같이 유량이 증가할수록 CHF가 커지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나 

Look-up Table의 경우 다른 상관식에 비해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출구증기질이 0.1인 경우는 각기 상이한 경향올 보이고 있는데 

W-3R는 분석범위내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고 ERB-3, CE-1 및 EPRI-1(L)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증 

기질이 0.1 인 경우 완전한 환상유동양식으로 넘어가지않은 Chum 또는 Slug 

유동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상관식에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ook-Up Table의 경우는 질 

량유속이 낮은 2，아)() Kg/m2s이하에서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CHF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질량유속의 영향은 낮은 증기질일 

때는 기존 상관식과 Look-up Table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약간 높은 

증기질일때는 상관식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4) 수력직경의 영향 

수력직경의 변화에대한 영향은 그림3-3-9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 

준조건은 압력 140 bar, 질량유속 3아)() kg/m2s, 출구 증기질 0.1 , 입구과냉각 

500 kj!kg , 수력직경 10 mm 및 가열길이 4m이다. 관직경의 영향에대해서는 

L∞k-Up Table과 W-3R의 경 우는 감소， ERB-3의 경 우는 증가， CE-1과 

EPRI-1의 경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인자에대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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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같이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따 

라서 폭넓은 수력직경범위에서는 상관식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 

로 이 인자에대한 자세한 평가 및 시험이 수행되어 CHF에 대한 정확한 영 

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계열유속관련 주요 인자들에대한 L∞k-Up Table의 

특성이 PWR Vendor 상관식들의 특성과 비교될 때 핵연료다발 상관식들간 

에도 차이를 보이는 관지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경향이 서로 동일 

하다. 

라.L∞k-Up Table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오차 추정 

선정된 핵연료다발에대한 CHF 시험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lρok-Up Table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보는 것은 의마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일단 사각형 수로의 경우에 대해서만 

추정해 보겠다. 그 방법으로는 KAIST 원형관 CHF data bank중 표 3-3-4 

의 판와 SPC 연료의 유동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뽑아내어 이를 

L∞k-Up Table로 평 가하는 것 이 다. 왜 냐하면 Look-Up Table은 원 형 관 자 

료로부터 개발된 것이므로 핵연료다발에 대해 원형관 이상의 예측성능올 보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원형관 CHF 자료 

는 3757ß 였으며 최소 오차의 추정치는 평균이 1.039이고 표준편차가 0.1472 

이다. 

마. 핵연료다발에대한 예측 평가 

혜연료다발에대한 사각형 수로와 삼각형 수로에대한 CHF 시험자료 

를 Look-Up Table로 분석하였고 기존의 혜연료다발에대한 상관식과도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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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각형 수로에대한 시험자료 평가 

PWR 연료를 대상으로한 사각형 수로의 1958개의 시험자료에 대 

해 Look-up Table, W -3R 및 EPRI-1(L)이 적용되었으며 그 통계분석 결 

과는 표 3-3-7에 제시되어있다. 

Look-up Table의 경우 평균이 약 9%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0.1567 %이다. 표준편차 관점에서는 거의 최소 오차 추정치인 0.1472에 근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PRI-l(L)은 평균이 6% 정도 CHF를 낮게 예측 

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0.2044 %이다. W-3R는 평균이 17.5 %정도 높게 

CHF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핀 14X14 핵연료에대해 개발된 R 그리드인자 

를 본 분석의 17X17 핵연료둥 다양한 유동단면에대해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표준편차는 약 33%인데 이는 분석자료중 상관식의 질량유속 및 

증기질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예상된 바와같이 경험적 상판식의 경우는 적용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림 3-3-10는 μok-up Table의 합력， 질량유속 및 증기질에대한 P!M 

의 오차로서 평균을 중심으로 P!M의 분포가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림 3-3-11은 W-3R의 경우로 각 인자의 변화에 따른 P!M의 분포 

를 보면 낮은 합력과 낮은 질량유속으로 갈수록 CHF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 

올 알 수 있다. 그림3-3-12는 EPRI-l(L)에 대한 각 인자별 P!M의 분포로 

전반적으로는 뚜렸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Look-up Table 만큼 평균 

에 대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된 상판식들중에서는 Look-up Table이 P!M의 분산이 

작고 각 인자들의 변화에 대해 Systematic Error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예측방법임올 알 수 있다. 다만 낮은 예측에 대해서는 지지격자 

및 비가열봉 효과를 고려해주는 보정인자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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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형 수로에대한 시험자료 평가 

육각형 집합체를 대상으로한 삼각형 수로의 2277H CHF 시험자료 

를 분석하였는데 W-3R은 적용범위를 많이 벗어나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Look-Up Table과 EPRI-I(L)가 적용되었다. 통계적 분석결과는 표 

3-3-8에 제시되어있다. 

Look-up Table의 경우 분석결과는 평균이 2.722 표준편차가 1.237이고， 

EPRI-I(L)은 평균이 3.607 표준편차가 4.9687로서 두 경우 모두 상당히 높 

은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Look-up Table의 질량유속에대 

한 P!M의 변화가 그림 3-3-13에 나타나있다. 그 결과를 보면 Look-up 

Table이 EPRI-19봉의 경우 모든 자료에 대해 매우 잘 예측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고 JAERI-4봉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높게 예측하고 있지만 

JAERI-7 봉의 경우는 저유속이 될수록 예측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14는 EPRI-I(L)의 질량유속 변화에 대한 P!M의 분포로 

질량유량 1000kg/m2s 이상에서는 JAERI-7 봉올 제외하고는 적절히 예측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00 kg/m2s 이하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 

여야 할 것이다. 

바. 결 론 

핵연료들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상이한 운전조건에대해 일반적 

으로 적용 가능한 입계열속 예측도구로 제안된 Look-Up Table을 부수로 

해석코드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 평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핵연료다발의 CHF 경우 Look-Up Table의 예측 결과는 10% 정도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표준편차의 경우는 약 16%로서， Look-Up Table올 

원형관에 적용되었올 경우 표준편차 결과인 15% 및 4%와 비교하여 큰 차 

이가 없으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원형관상관식을 핵연료다발의 임계열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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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 특정 핵연료에대한 임계열유속 시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Look-Up Table은 열수력설계 및 안전해석을위한 예비분석시 CHF를 예측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w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서는 핵연료다발 형상에 따른 보정함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열수력 시험 자료 분석 

신형 핵연료 개발시 핵연료 성능 평가를 위해 기준 열수력 시험 자료 

들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이 database에는 임계열속 시험자료， 압 

력손실 시험자료 및 열 혼합 시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가. 임계열속 및 열혼합 

수집 된 임 계 열속 자료는 KWU, Westinghouse, SPC 및 CE 사에 대 

해 확보되었다. KWU 사는 다른 핵연료 vendor에 비해 시험 자료가 많고 

시험 자료의 영역도 넓다. 표 3-3-9에는 CHF에 영향올 미치는 시험 집합체 

기하인자인 부수로의 크기， 부수로 형상， 지지격자 간격， 혼합날개 형상， 가 

열길이， 집합체 크기， 시험 집합체 벽과 봉간의 간격 둥으로 구분하여 나타 

내었다. 수집된 자료 중 KWU 사는 모두 축방향으로 균일한 출력 분포에 

대한 것이다. Westinghouse, SPC 및 CE사의 시험 자료는 균일한 축방향 

출력 분포 외에도 여러 형태의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를 포함하고 었다. 

수집된 KWU 열 혼합 시험의 시험 자료 범위는 표 3-3-10와 같다. 

KWU 사가 임계열속 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험 영역은 임계열속 

시험 영역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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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압력손실 

수집된 압력손실 자료의 기하형태는 표 3-3-11에 나타나었다. 표 

3-3-11의 지지격자는 각 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시험은 최대 레이놀즈 수 

6X105 까지 수 행 되 었 다. HID-IB와 HTP-calvert 지 지 격 자 시 험 레 이 놀즈 수 

의 범위는 정상운전시 노심의 값 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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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주요 유통장 해석 코드 비교 

코드명 FLUENT FLOW3D PHOENICS FLOTRAN 
항목 (CFX) 
사용가능 PC, W/S , 

W/S , 슈퍼컴 W/S , 슈퍼컴 W/S, 슈퍼컴 
기종 슈퍼컴 

이산화 

수법 
FVM FVM FVM FEM 

직교격자， 직교격자 직교격자 사각/삼각요소 

BFC 격자， BFC 격자 사면체/육면체 

GRID 비정렬 Non-staggered 요소 

격자 격자 

BFC 격자 
비정렬 격자 

k- ε 모텔 k-é 모텔 k- ε 모델 k-ε 모텔 

RNGk-ε 모 RNGk-é 모 RNG k-é 모 
난류모텔 텔 텔 텔 

DSM DSM,ASM , DSM 
RFM 

다상유동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모텔 

유체-구조 
고려 불가능 고려 불가능 고려 불가능 고려 가능 

상호작용 

특이사항 
신속/정확 ABB-CE 사 ANSYS 연계 
해석결과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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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유동의 분리 와 재 부착(Reattachment) 거 리 비 교 

수치해법 

거리 측정치[15] 전산격자수 HYBRID Higher UPWIND 

QUICK 

Re=200 
5.0 90 x 40 3.90 5.03 N/A 

xJs 

Re=450 

xJs 9.5 7.31 8.46 (7 .13) 7.31 
90 x 40 

xt!s 7.6 0.0 7.31 (5.6) 6.16 
035 x 60) 

x3l's 11.3 7.35 10.8 0 1.8) 10.8 

x.!s 3.7 7.35 3.49 (6.2) 4,64 

Re=lαm 

xJs 16.3 14.4 (7.1) 10.9 0 1.0) N/A 
90 x 40 

xt!s 13.5 7.3 (4.8) 8.5 (8.7) N/A 
035 x 60) 

x3l's 21.7 12.0 00.2) 20.4 (22.3) N/A 

x.!s 8.2 4.7 (5.4) 12.0 03.7)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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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원형 실린더 주변 유통 분석 결과 

Re 수 수치해법 Vortex Street Sσouhal 수 

60 HYBRID 발생 0.079 

60 Higher UPWIND 발생 0.083 

60 Measured 발생 0.14 

100 HYBRID 발생 0.074 

225 HYBRID 발생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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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봉다발 임계열유속 자료의 변수 범위 

HTP w EPRI jAERI Total 
.... ,., •• ‘ •••••••••••• _'-'. ’，，~~~ •••••••••••••••••••••••••• “-- ‘.-,‘-^‘--- ---’‘ •••• ‘ J‘ •••••••••••••••••• ••••••••••••• ‘ •••••••••• _. 

Channel Shape Rectangular Rectangular Triangular Triangular 

Pressure (bar) 122.4-167.2 103.1 -167.9 103.0 11.0-39.0 11.0-167.9 

Mass f1ux (때1m’ .s) 128.1 -4914 1335-6117 1226-3κ끓 347-3754 347-6117 

Quality (-) -0.129-0.344 -0.10-0.323 0.024-0.284 0.122-0.658 0.129-0.658 

Hydraulic Dia. (mm) 9.7-13.5 9.4-11.8 12.86 3.8-5.6 3.8-13.5 

Heated Dia. (mm) 11.6-15.6 11.8-13.6 12.86 3.8-5.6 3.8-15.6 I 

Heated Length(m) 2.0-4.27 2.44-4.27 1.52 0.5-1.0 0.5-4.27 

Grid Spacing(m) 0.23-0.63 0.56-0.66 0.38 0.2-0.24 0.2-0.66 

표 3-3-5. 선정된 상관식들의 적용 범위 

L∞k-up 
W-3R EPRI-} 

Table 
ERB-3 CE-} PI-3P 

..... u ..... ‘ ...... ...................................... 

Pressure [barJ 1. 0-200 100.3-168 13.8-169.0 99.6-168.6 123-166.5 2.8-187 

MassVel [kg/ 111'. sl 6.0-없)()() 2170-5020 271.3-6240 1220-4970 1220-4340 36-7500 

Quality -0.5-1. 0 -0.15-0.15 -0.25-0.75 -0.233-0.327 -0.16-0.2 -0.2-1. 0 

Hydraulic Dia. r .. 1 3.0-40.0 5.08-17.8 6.35-13.97 9.45-15.3 9.11-13.8 5.0-19.0 

Heat혀 Length [m1 L/D)80 2.44-4.27 0.7-4.27 1. 45-4. 27 2.13-3.8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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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Subchannel Specific Separate Effects 

훌 Kl : Size (Tube diameter) 

Kl = CHFoICHFSmm = (D/sr l12 

훌 K2 : Bundle GeometTy 

K2 = considered by Subchannel C때e 

훌 K3 : Flow Obstructions or Grid Spacers 

K3 = 1 + 1.5Ko
.
5GO

.
2exp( -0.1 L.μnhy) 

훌 K4 : Heated Length 

K4 = exp(Dhy!L exp(2 a 0 L/Dhy 능 5 a evaluated from HEM 

훌 K5 : Axial Heat Flux Dist ’n 

K5 = Tong F-factor 

훌 K6 : Subchannel Orientation 

K6 = 1 for vertic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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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사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예측 성능 

No; 

Westinghouse I 480 

SPC I 1478 

.918 

.899 

Total 1958 I .903 

.l583 

.1560 

l.201 

1.166 

.278 

.347 

.l567 I 1.175 I .잃17 

.970 

.928 

.938 

표 3-3-8 삼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예측 성능 

EPRI 11 I 1.086 I .0754 .855 

19-Rod % | 1773l .3748 N/A 1.203 

JAERI 166 I 3.129 1.189 4.513 

4-Rod 

JAERI 

7-Rod 

Total l g | 2.722 I 1.237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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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2044 

.1336 

.4559 

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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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열속 시험자료 71략인자 특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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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임계열속 사험자료 가하인자 특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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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임채열속 서험자료 기하인자 특성 (3/5) 

(West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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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D WALL GRID MlXll‘G AXIAL GRID 
LEN. GAP SP. VANE POW. MAT 

Imm] Imm_1 [띤핀l 
3.66 2.64 239 
3.66 2.64 231 
3.66 2.69 244 

3.66 269 569 

3.66 2.67 422 

3.66 2.79 218 

3.66 2.79 457 

2.99 2.69 330 

3.66 269 였0 

2.99 2.41 483 

2.99 2.69 330 

2.99 2.69 541 
3.66 2.41 465 
4.27 2.59 422 
2.41 257 429 
4.27 2.59 203 

표 3-3-9 임계열속 서험자료 71하인자 특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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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임계열속 시험자료 깨하인자 특성 (5/5) 

( CE) 

FILE NAME 

ce1n.hwp 
ce1n.hwp 
ce1n.hwp 

ce1n.hwp 

GRID 

LOSS 

COEF. 
? 

? 

? 

? 

TDC 

、r
·

、r
·

‘2
r
·

‘2
r
·

HEA TED WALL GRID MIXING AXIAL GRID 

LEN. GAP SP. VANE POW. MAT 

Imm] fmmJ fmmJ 
3.81 3.43 442 
3.81 3.12 361 
3.81 3.43 442 

3.81 3.12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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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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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범위 표 3-3-10 열혼합 시험자료 

Mass Flux 

[kg/s. m2J 
InIet Temp. 

['C J 

Pressure 

[barJ 
SG Span 

!mmJ 
Rod D피 

ImmJ 
Rod Pitch 

[mn얘 

No. of 

Bundles 
No. of Pts. Fuel Vendor 

600-3650 90-330 70-165 272-545 9.5 -10.80 12.32-14.30 48 932 KWU 



표 3-3-11 압력손실 사험자료 기략인자 특성 

Parameter KWU CE SPC 

SG Type AH86 AH277 HID-1B HID-1 HID-2 HTP-EDF HTP-Calvert 

Rαi Array 16X16 17X17 16X16 16X16 16X16 17X17 14)(14 

Rod Diameter Imml ([in]) 10.75 9.49 9.7(0.382) 9.7(0.382) 9.7(0.382) 9.55(0.376) 11.18(0.440) 

Rod Pitch Imml (lin]) 14.3 12.6 12.85(0.506) 12.85(0.506) 12.85(0.506) 12.6(0.500) 14.7(0.579) 

Strap Thickness [mmJ ([in]) 0.575 0.502 0.485(0.따3) 0.485(0.023) 0.635(0.025) 0.381(0.015) 0.356(0.015) 
g 

Strap Height lmml 42 40 34.9 34.9 50.8 44.5 44.5 

Flow Area !mm‘l 28673 24651 23쟁6 23쟁6 23쟁6 24410 26263 

Upper Bound Reyn이ds 7XHt' 7XHt' 1X10' 7X10' 7X10' 5X10' 3X10' 

Hydraulic Dia. Imml 11.8 10.2 12.3 11.86 11.86 10.02 14.03 

Materi려 Zr. Zr. Zr. Zr. Zr. Zr. Zr. 

Mixing Vane n。 yes n。 no no nozzle nozzle 

File Name 뻐86.hwp 하t277.hwp guardian.hwp hid-l.hwp hid-2.hwp edf15.hwp ca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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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속도장 비교(Re=225); (위) CFX-F3D 계산 결과. (아래)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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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0.8l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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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0.4 

0.2 

0.0 

(a) 

0.0 0.2 0.4 0.6 0.8 1.0 1.2 1.4 1.8 1.8 2.0 

Distance from wall (inch) 

1.2 

1.0 - -• 
~OO.8 

훌홍 0.8 

혹띤 0.4 

0.2 

~ 

• 
‘ . 

0.0 0.2 0.4 0.8 0.8 1.0 1.2 1.4 

Distance frα11 wall (inch) 

1.8 1.8 2.0 

그림 3-3-3 축방향 속도분포; (a) 벽 및 내부 수로(1)， 

(b) 모서 리 및 벽 수로(11) 

-309-



• 
• 

----
• 

풀 O뻐 

R 

g 
E 
률 0여 

뭉 0.02 

0‘ 12 

‘ 0.10 
:s 
그 

(a) 

2.0 1.8 1.8 0.6 0.8 1.0 1.2 1.4 

Distance trom wall (ìnch) 

‘ 
、
、

0.4 0.2 
0.00 

0.0 

• 
• • • • 

• • l • • • • 

• 

0.14 

0.12 
1 

-‘ 

그 

0.10 

갇 
” 둥 O얘 
c 

~ 0.06 

오 

률 0.04 
긍 

믿 
혹 0.02 

(b) 

2.0 1.8 1.6 0.8 0.8 1.0 1.2 1.4 

Dìstance trom wall (ìnch) 

0.4 0.2 
o∞ 

0.0 

내부 수로(1)， 및 분포; (a) 벽 

수로(II) 

-310-

벽 

축방향 亂流햄度 

및 (b) 모서리 

그림 3-3-4 



1.4 

1.2 

1.0 

딩 [ . 
ag-‘ 0.8 

g O6 

잊띤 0.4 
Re Measured k-ç ASM 

1.0E5 • 
0.2 2.0E5 • 

0 ‘O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Distance from wall (inch) 

그림 3-3-5 Reynolds 수에 따른 벽 및 내부수로에서의 축방향 속도분포 

-311-



6000 

5000 

￡Q 
3000 

2000 

1000 

o 

i 
P-1 -40 ba .... 0-3000KgIm .,.t!rr.t-“.-Il00 

0-10 nvn. L- ‘ ’” 

-0.2 -0.1 0.0 0.1 

8xit quality 

Lo。“-Up-

W-3 
ERB-3 - -
CE-1 
EPRI-1 _ .. -

0.2 0.3 

그림 3-3-6 주요 상관식들의 건도에대한 경향 

-” 

2500 

1500 

’000 

ωak-llp

W.3 

ERø.3 - -
CE.1 
EPRι1 --

100 

、、

‘-

120 

‘ “‘ “-

G-2OOOKglm 1, AH __ 500 
。-10 mm， l-4m，x.q얘 1 

140 

PressUIII 뼈n 

160 160 

그림 3-3-7 주요 상관식들의 압력에대한 경향 

-312-



50∞ 

E 

흥 4000 ... z 
‘J 

30∞ 

2000 

10∞ 

... 
t~ __ - • 

.... , -‘ •.• 

".,‘, ..... ，μ - -

P.l -40 W. Qh.10 。’‘’， L_‘ 0 ... 
X.-D' 

t .' t 

,.‘ 
,.' 

_.-τ，

-‘~"， . “ "τ-...... ~ 
~:II':‘-

." ,.' .,-:,:I"" ... -.. :::;." 
• - • ••• 

-, • 

p.뼈아 Qh. 10.0 1TIft'I, l".O m 
.... :t:::.. x. 0.1 

‘- • -

‘.' ,,' ----=:: 
、←-→-=.=-‘，........，‘느누--
-그.===:::"'=’츠츠 드-~ 
.-=. =二--

10∞ 2000 30∞ 4αm 5000 

Mas.V.생1y(K따nsJ 

그림 3-3-8 주요 상관식들의 질량유속에대한 경향 

i 

뚱 
u 

1.4 

1.2 

i:i: 1.0 
I 
u 

0.8 

0.6 
0.6 

P. 140 a.r. G- 3000 Kg/m2., X- 0.10 

‘ ‘ 

‘ ---..... ，--.~ ._ .. _ .. _ .. _ .. - .. _ .. _ .. _ .. _ .. _ •. _,._ ..... _. -"-"-"-"-~"-"-"-"-."-"---_._._-_ .. 

0.8 1 ,0 1.2 1.4 1.8 

0/8 

그림 3-3-9 주요 상관식들의 직경에대한 경향 

-313 -



2.0 
NO = 1958 

l 
t I-L = .903 

15 

f 1.0 

05 

0.0 
100 12。 140 160 160 

(a) Pressure [Ba깨 

2.0 

+~ 

1.5 

I 1.0 

05 

0.0 
1000 2000 3000 4000 5000 

2 
(b) Mass Flux [Kg/m s1 

2.0 

+ 

1.0 

0.5 

0.0 
-0 .1 0.0 0.1 0.2 0.3 0.4 

(c) Quality 

그럼 3-3-10 사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CHF 표의 예측 생눔 

一 314-



+ * 
*1+ 좋 

2.0 

1.5 

1.0 

0.5 ;. 률 

녕 ... • + 
+100 120 1 ‘。 1ea + 180 

“ + 
+ 

향1 
(a) Pre55Ura [Barl + 

z 。

1.5 

1.0 

。 5

0.0 
1000 +" 200。 30∞ 4000 500。

‘ + a 
+ (b) Ma55 F’ux [Kgfm 51 

20 

Rg 
10 

05 
T 

’-.-~: "'. 
l l ! l ’ +. 

-<)1 00 01 0.2 。 3 04 

(c) Qua’Ity 

그림 3-3-11 사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W-3R의 예측 생능 

-315 -



20 
+ No - 1956 

i 

1.5 

1.0 

0.5 
+ 
+ 

l l l 

100 120 140 160 160 

(s) Pressure [Bar) 

2.0 
++ 

15 

1.0 

0.5 

00 
1000 2000 3000 4000 5000 

2 

(b) Msss F’ux [Kg/m 5) 

2.0 

++ 

1.0 

0.5 

0.0 
-0.1 0.0 0.1 0.2 0.3 0.4 

(c) QUI헤ity 

그럼 3-3-12 사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EPRI-1(L)의 예혹 생능 

-316-



10 

9 

8 

7 

6 

흔 5 
ι 

4 

+ 

+ 

t 

훌 + 

L∞k-up TOO뻐 (05M) 

|빼l1gR。D D | 
JAERI 4-ROO 。

JAERI7-ROO + 

혔變tg혔싫C∞∞ -

3 

2 

o 
o 1000 2000 3000 

Z 

Mass vel∞i1y [Kg/m s) 

4000 

그림 3-3-13 삼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CHF 표의 예측 성능 

10 

9 f 
* 

*+* + + + 
+ 
+ 
+ 

흔마 5 

4 

3 

1는 
o 

o 1α)() 

+ + 
+ 

EPR’-1(L) 

EPRll 9-ROO 디 

JAER’4-ROO 。

JAERI7-ROO + 

。

。 OCP

2아m 3000 4000 
2 

Massvel야i1y[째1m 8) 

그림 3-3-14 삼각형 배열 집합체에대한 EPRI-l 의 뼈측 성능 

-317-



제 4 젊 햄쁨훌훌 二규훌북훌훌훌 캘첨성 향상기슐 

1. 상단고정 체 관련 특허 분석 

가. 상단고정 체 관련 특허 분석 

상단고정체와 관련하여 미국내에 둥록된 특허 7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119] 상단고정체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냉각수 유통으로 인한 핵연료의 부양(uplift) 이 방지되도록 충분한 훌 

다운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올 위해 흘다운 스프링의 형 

상올 개선하는 방향으로 특허가 되고 있다. 

- 핵연료 교체/수리과정이 간단하면서도 교체/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야 하며， 또한 교체/수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품 폐기물의 발생 

을 최소로 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올 위해 교체/수리가 용이하 

게끔 구조가 변경된 것들이 특허로서 출원되고 있다. 

- 핵연료의 해체/조립 (Reconstitution) 능력이 좋아야 한다. 

- 유체유발진동(Fluid-Induced Vibration :FIV)으로 인한 흘다운 스프링 

의 피로 파피방지 및 상부노심판과 안내 기퉁 사이의 미끄럼 운동으로 

인한 상부노섬판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연소도 연료에 부합되도록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연료봉의 조사성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단고정체에서 

빈공간(dead space)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조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상단고정체 유로판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특허가 출 

원되고 있다. 

- 냉각수의 압력강하량이 되도록 적게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로판의 유로구맹 형상을 개선하거나 냉각수 유통방향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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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를 부착하는 개념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의 연구/개발 사례들 

은 주로 핵연료 보수/수리시 상단고정체가 분리 가능하도록 개발이 이루어 

져 왔으나 무결함 핵연료를 지향하는 차기 신형 핵연료에서는 상단고정체의 

분리 편의성은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서 크게 부각될 주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고연소도용 연료에 부합되도록 상단고정체의 구조강도 향상 

방안 빛 형상 최적화가 수반된 상단고정체의 개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 

구개발 방향으로 사료된다. 

2. 하단고정체 관련 특허분석 

가. 하단고정체 관련 특허분석 

하단고정체와 관련하여 미국내에 둥록된 미국 특허중 특정적인 것 

8종올 선정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119] 하단고정체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이물질에 의한 연료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여과 능력 및 

포획능력올 제고시켜야 한다. 

- 고연소도 연료에 부합되도록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연료봉의 조사성장공 

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단고정체에서와 

같이 하단유로판의 유로형상 및 유로판 두께를 최적화하거나 구조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올 사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 냉각수의 압력강하량이 기존 핵연료에 사용되는 하단고정체의 그것보 

다 되도록 작아야 한다. 이것은 기존 연료와의 훌다운력 및 연료간 

의 횡류 양립성 관점에서 중요하다. 

- 핵연료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연료봉을 교체할 때 수리/교체작업이 용 

이하도록 하단고정체 분리 및 재구성 능력이 좋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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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하단고정체는 기계/구조적인 기능과 수력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기에서 기술한 모든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 들의 

하단고정체들을 살펴보면 구조적 성능면에서 설계여유도가 커서 구조적인 

설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주로 이물질 여과나 포획능력 둥을 향 

상시켜 이물질에 의한 연료의 손상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중대한 압 

력강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개발된 

개념들로 이물질 여과 및 포획능력은 어느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하단고정체의 연구/개발 방향은 이물질 여과기능을 

가지면서 고연소도용 연료에 부합되는 구조강도 향상 방안 및 형상최적화 

연구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지격자체 관련 특허분석 

미국내에 둥록된 지지격자체 관련 특허를 인터넷올 통해 검색하고 검 

색된 특허중 137종을 수집하여 특허의 주목적， 특허내용둥을 분석하였다. 

특허를 분석한 결과[131] 연료봉 지지조건의 개선 지지격자체의 구조적 강 

도 증가 그리고 핵연료 취급시 인접한 연료와의 간섭올 배제하는 둥과 같은 

기계/구조적 관점의 특허와 핵연료봉 주변의 냉각 수로에서 냉각성능을 개 

선하며 냉각수의 압력강하를 줄이려는 열.수력적 관점의 특허로 대별되고 있 

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핵연료 개발 및 공급자들이 핵연료 손상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 

여 온 주된 분야는 손상 원인 중 대부분올 차지하였던 이물질에 의한 손상 

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발된 방법은 하단고정체에 이물질 여과 기 

능을 갖도록 설계 개션올 하거나 이물질 여과 장치를 지지격자체 형태로 개 

발하여 추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핵연료 설계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 변경 

으로부터 수반되는 냉각수의 압력강하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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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압력강하가 셜계요건올 만족하는 범위를 만족하도록 하며 이물질 여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개발되어 이물질에 의한 손상은 

거의 극복하게 되었다. 

이물질에 의한 핵연료봉의 손상이 해결된 후 무손상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해연료봉의 프레탱 마모 손상이다. 이 

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 방향과 대치되는 면이 많으며 

프레탱 현상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물질 손상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처럼 

해연료 부품의 설계 변경을 쉽게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층 어려움을 갖 

고 있다. 

이와 같이 열적 성능의 제고 뿐만 아니라 프레탱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 

관이 있는 지지격자체의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 출원 및 공고된 

지지격자체 관련 미국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허 수집 및 분석 

의 최종 목적은 핵연료 성능 제고를 위한 우리의 독창적인 지지격자체 개발 

에 있으며 기존의 특허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지지격자체의 개선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내면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를 발 

견할 수 있었다. 

총 137 건이 수집된 특허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이때의 분류 

항목으로는 특허 번호， 출원인， 출원인의 소속， 공고일， 제목， 특허의 주 목적 

둥이었다. 또 주 목적은 다시 기계 구조적인 내용으로서 프레탱 방지 및 핵 

연료봉지지 관련， 강도 제고 관련， 제조성 향상 관련， 운송 및 취급 관련， 핵 

연료봉 또는 집합체의 휩 관련 그리고 이물질 여과 관련의 여섯 가지로 분 

류하였으며 또 열수력적인 내용으로서 냉각 성능 향상 관련 및 압력 강하 

억제 관련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3-4-1에서는 총 137 건의 수집된 특허를 출원 기관 <Assignee)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많은 91 건의 출원을 한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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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에서 32 건， ABB-CE사에서 33 건이 공고되어 미국 전체의 출원 공고 

중 71.4%를 차지하고 있어 핵연료 개발에 있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었다. 그 다음으로 현재 Siemens 산하 기관인 SPC-사와 그 전신인 

Advanced Nuclear Fuel (ANF)사， Exxon 사에서 총 10 건， Babcock & 

Wilcox 사에서 9 건이 공고 되어 두 번째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 

에 서 출원 된 20 건 중 Fragema, Framatome 및 Compagnie Genera1e Des 

Mattieres Nucleaires에서 15 건올 차지하여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KWU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 유럽에서는 이들 회사 

가 주된 핵연료 개발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8 건 중 7 건올 

미쓰비시사가 출원한 것으로 역시 상당한 개발 능력을 갖고 있옴올 보여 주 

고 있다. 

한편， 수집한 특허를 연도별 및 출원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그림 

3-4-1에서 나타낸 기계/구조적인 분야의 특허를 살펴 보면 핵연료봉과 지지 

격자 스프링 또는 덤플과의 접촉부위의 지지력 및 프레탱 손상에 관한 내용 

이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지격자체의 일차적인 목 

적 중 하나가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데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 

는 결과이다. 또 다른 기계/구조적 혹변의 초점으로서 지지격자체 제작 및 

조립과 관련한 특허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대로 지지격자체 

는 두께가 앓은 판재를 여러 형태의 스프링과 덤플올 프레스에 의한 펀칭 

가공으로 제작하거나 별도의 스프링을 제작하여 지지격자판에 끼워 조립하 

는 등 제작 중 불량이 발생하기 쉬운 부품이므로 이러한 불량율을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에 관한 특허가 많이 출원되었다. 1988년에서 91년까지의 특 

허에서는 핵연료 취급과 관련한 지지격자체 특허가 다수 출원되었다. 

그림 3-4-1에서 보면 지지격자체 강도 제고에 관한 특허도 꾸준히 출원 

되고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면 충격에 대해 건전성을 위해받지 않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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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출원국 및 출원 기관별 특허 건수. 

출훤국 출원기판 
록허 

계 (빽붐율) 
건수 

Westin~house (W) 32 
Combustion En~ineerin~ (CE) 33 

Babcock & Wi1cox (B&W) 9 
Advanced Nuc1ear Fuel (ANF) 4 

미국 Exxon 4 91 (66.4%) 
Department of Ener~y (DOE) 4 

General Electric (GE) 3 
Siemens Power Cooperation 

2 
(SPC) 

Framatome & 
Compagnie Generale Des 12 

Mattieres Nuc1eaires 
Compagnie Generale Des 

1 
프랑스 Mattieres Nuc1eaires (CGMN) 2004,6%) 

Fra~ema 1 
Framatome 1 

Commissariat a 1’Energie 
5 

Atomique (CEA) 

독일 
Siemens 9 

15 00.9%) 
Kraftwerk Union (KWU) 6 

Mitsubishi 7 
일본 

Hitachi 1 
8 (5,8%) 

스웨덴 Asea-Atom 2 2 (1.5%) 
스위스 Sulzer 1 1 (0,7%) 

지격자체의 개발은 지지격자체의 재질이 중성자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코넬에 

서 지르칼로이 -4로 바캠에 따라 저하된 재질의 강도를 보상하기 위한 측면 

이 많다. 이물질 여과에 관심을 둔 지지격자체 특허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지지격자체 보다는 일차적으로 하단고정체의 설계 변경을 통하여 이물 

질 유입 손상을 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물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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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하단고정체의 설계 변경에 의해 거의 해결된 91년 이후에는 지지격 

자체에 의한 이물질 여과장치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지지격자체 특허에 대한 기계/구조적인 관점의 분류와 별도로 열수력적 

관점에 대한 분류를 나타낸 것올 그림 3-4-2에 보여 주고 있다. 열수력적인 

분류로서는 냉각수의 혼합 능력을 높임으로써 냉각 성능을 제고하거나 압력 

강하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류하였다. 열수력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기한 두 가지 초점이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열수력적인 관점에서 지지격자체는 재질이나 제조성， 또는 강도 둥에 대 

해서는 영향올 받지 않으며 주로 형상 (특히 냉각수 방해 영역으로서의 단 

면의 형상 및 혼합 날개의 형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형상 

관점에서는 압력 강하 억제나 냉각수 혼합 능력의 제고를 별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 결과， 핵연료 개발 방향의 하나인 열수력적 성능 제고 

와 관련하여서도 꾸준히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올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근래까지 외국의 핵연료 제조회사에서 개발 

된 지지격자체들올 살펴보면 열.수력적 성능올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격자판 

상단에 혼합날개를 부착하거나 노즐형 HTP 지지격자를 채택하여 지지격자 

체 상단에서 난류와 swirling flow가 생성되도록 하여 연료봉으로부터 냉각 

수로 열전달올 촉진시킴으로써 열적 성능올 어느정도 개선하여 왔으며 연료 

봉 지지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프레탱 마모에 의한 연료봉 손상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 연료봉 지지 스프령의 형상을 개량하여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지격자체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 두가지 관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핵연료공급자들도 핵연료 지지 건전성 관련 메카니즘 규 

명 및 지지격자의 구조적 강도에 대한 수치적 평가둥과 같은 기반기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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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지격자체를 개 

발하고 제조한 경험이 없다해도 10여년간의 핵연료 설계경험과 핵연료 설계 

/제조 연계경험을 바탕으로 고 열적 및 고 기계/구조적 성능을 갖추어서 열 

전달을 촉진시키고 연료봉 손상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며 지지격자판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의 기본 

형 개발에 노력하고 아울러 지지격자체 개발과 연관된 기반기술올 확보해 

나가면 기존의 핵연료 공급자 들이 제안한 최신 핵연료에 대항할 수 있는 

고유모렐로 핵연료 선진국과 능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지격자체 개발울 위한 Guideline 도출 

국외의 핵연료 공급자 들이 개발한 최신 핵연료에 대한 소개자료와 

최근 10년간 미국내에 둥록·공고된 지지격자체 관련 특허 137종올 검토 분 

석한 결과들， 그리고 그동안의 핵연료집합체 설계경험(통상설계 및 손상 핵 

연료 검사， 처리 경험동)올 이용하여 연료봉의 기계/구조적 건전성 및 열.수 

력적 냉각 성능올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격자체의 개발시에 고려해야 할 여 

러 항목들의 장·단점과 사용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표 3-4-2 참조) 

표 3-4-2를 살펴보면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과의 접촉면적이 넓고 접 

촉길이가 긴 것이 연료봉의 프레탱 마모 손상 방지 관정에서 유리하며 스프 

링 변위 변화량에 따른 스프링력의 민감도가 되도록 작은 즉， 스프링의 강성 

도(s디ffness)가 연한 스프링은 연료봉 직경 변화에 따른 스프링력의 저하률 

이 작으므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지격자체의 화굴강도를 강화 

시키는 장치나 충격시에 지지격자 스프링이 과도하게 변형되는 것올 방지하 

는 스프링 보호장치가 있는 것이 유리하며 냉각성능 향상올 위해 냉각수를 

혼합시켜주는 기구나 장치의 부착이 요구된다. 그 외에 핵연료 장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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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에 인접 핵연료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지지격자체 모서리부위의 형상 

이 매끄러운 것이 유리하며 횡류에 의한 연료봉의 진동올 감죄시키기 위해 

skirt형의 지지격자체를 사용하거나 연료봉을 하단고정체 위에 밀착시키는 

개념도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 평가시험 분석 

Siemens!KWU사， 댄사 그리고 ABB-CE사둥에서 지지격자체의 구조 

강도를 평가할 때 수행한 시험방법， 평가방법둥에 대한 기술자료들을 검토하 

고 분석하였다. 이들 핵연료 공굽자 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방법 및 평가 

방법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의 방법을 우리가 차용하기 보다 

는 각 회사의 방법올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험방법올 도출하였 

다.[13어 이것은 향후 우리 고유 모형의 지지격자체 개발시에 개발된 지지 

격자체 구조강도 평가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도출된 시험방법은 

표 3-4-3과 표3-4-4에 나타나 있다. 

표 3-4-3 새로운 지지격자에 적용할 정적 압축 시험 

(1) 상온 빛 고온에서 하중一변위 선도 측정 
1. 시험 목적 (2) 좌굴 강도 측정 

(2) 각 격자판의 웅력 측정 
2. 시험 기준 좌굴 (Bucklin~) 
3. 적용 범위 5x5 다발(연료봉 삽입). 실제 지지격자 

(1) 하중 변화율: 0.5 mrrνmm 
(2) Pre-load : 23 - 90 kg 

4. 시험 방법 
(3) 고온 시험: 320 .C 
(4) Load cell 위치: 안내관 주변， 중앙， 외곽젤의 

세로판 및 가능하면 교차접 
용접 부위 

5. 시험 장비 만능 시 험 기 , L VDT, load cel1, thennocouple, 
오븐 (혹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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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새로운 지지격자에 적용할 충격 시험 

(1) 좌굴 강도 측정 

1. 시험 목적 (2) 충격 강성도 결정 
(3) Restitution 계 수 결 정 

2. 시험 기준 좌굴 (Buckling) 

3. 적용 범위 설물 지지격자 

(1) 질 량 낙하 (혹은 진자) 

(2) 사용 질량: 시편 무게와 동일 
(3) 낙하 높이: 사전 시험으로 결정 

4. 시험 방법 
진자각도:3-5 도 

(4) 고온 시험: 320 oc 
(5) 작용하중이력: 관련 보고서 참조 
(5) Load Cell 위치: 충격면의 반대 끝쪽 셀 몇 

개 중 안내관 근처포함 

만능 시험기 혹은 진자 시험기 (제작 필요)， 
5. 시험 장비 Load cel1, velocity transducer, L VDT, 

Actuator, 기 타 치 구 

6. 핵심 구조부품 개발과 연관된 연구방향 

가. 상 • 하단 고정체와 연관된 연구 방향 

(1) 상 · 하단 고정체 구조강도 평가방법론 개발 

구조강도 시험에 의한 상 · 하단 고정체의 구조강도 평가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개발단계에 있는 여러 후보들에 대하여 시험올 수 

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치해석적 평가방법이 근래에는 선호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일반적으로 구조강도 시험에서 얻은 웅력(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부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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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부위에서 웅력을 나타내나 수치해석적으로 얻은 

응력은 유한요소내의 절점 혹은 유한요소의 기하학적 중섬에서 얻은 응력이 

며 응력구배가 심한 부위에서는 시험결과와 연관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유한요소법에서 얻은 웅력장은 연속체내에서 연속이어야 하는 응력이 

유한요소 경계에서는 불연속일 뿐만 아니라 응력구배가 심한 부위에서나 부 

적절한 크기의 유한요소를 사용할 경우 웅력의 불연속 정도가 심화되고 있 

어서 웅력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펼요하 

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수치해석 방법론 개선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 

하는 주요 관심사이다. 신뢰할 만한 정확도를 갖는 연속 웅력장을 계산하는 

것은 웅력이 제한조건이 되는 형상 최적화 설계에서 펼수 불가결한 전제조 

건이다. 따라서 상 • 하단 고정체에서 구조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로 

구멍 및 두께의 형상을 최적화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연속응력장 계산 방법 

론의 설정이 전제가 된다. 아올려 형상최적화 및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강도 

평가 방법론이 셜정되면 상 · 하단 고정체의 높이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서 

고연소도 연료에 부합되는 상 · 하단 고정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신뢰할 만한 웅력장 개선 방법론을 개발하여 형상최적화 기법에 적용하 

고 ASME code의 응력강도 규정에 부합되는 구조강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 

하는 것이 상.하단 고정체와 같은 구조 부품 개발에서 추구해야할 연구방향 

으로 사료된다. 

(2) 훌다운 스프링의 특성해석 모텔개발 및 형상최적화 

경수로형 핵연료에 사용되는 훌다운 스프링은 판형 훌다운 스프 

령과 코일형 흘다운 스프링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이들 흘다운 스프링의 기 

능 유지 여부는 스프링의 특성곡선에 크게 의존한다. 현존하는 코일형 훌다 

운 스프링에서 스프링의 특성은 잘 정형화된 스프링 특성곡선으로부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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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질 수 있으나 판형 훌다운 스프링에서 륙성곡선은 해석적으로 예측하기 

가 곤란하여서 주로 스프링들에 대한 특성시험올 수행하여 얻어졌다. 그런 

데 판형 흘다운 스프링의 특성을 해석적으로 혹은 수치해석적으로 예측하려 

는 작업의 일환으로 근래에 변형에너지법을 이용하여 판형 흘다운 스프링의 

탄성강성도 특성을 해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아울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성강도 해석모텔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으로는 판형 훌다운 스프링의 특성중에 일차적인 셜계자료로 알려진 탄 

성강성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나 소성거동에 대한 스 

프링의 특성올 에측하는데는 미홉한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성거동 

도 포함한 탄소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형 훌다운 스프링의 특성해석 

방법론 및 모텔을 확장하고 정립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앞의 6.의 가.(1)에서 

언급한 유한요소해의 연속웅력장 개선방법과 형상최적화 기법올 병행하여 

훌다운 스프링이 주어진 기능올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흘다운 스프링의 셜치 

공간올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다운 스프링의 형상올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나. 지지격자체 개발과 연관된 연구방향 

(1) 연료봉 지지 건전성 해석 

지지격자체의 연료봉 지지조건은 연소도의 합수로 변하며， 현재 

이를 해석하기 위한 KOFA형 모탤은 개발되었다. 이 모텔은 비록 노내에서 

의 조사후 자료의 부족으로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연소도의 중가에 

따라 변하는 연료봉의 지지조건의 변화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형 

핵연료를 위한 지지격자체는 그 형상과 성능이 재래의 것과는 상당한 차이 

를 가질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노내 조사에 의해 변화하는 인자들은 기 

정립된 모텔을 적용할 수는 없올 것이며， 새로운 형상과 성능을 가진 지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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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연료봉 지지거동의 해석을 위한 모텔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 

은 노내에서 지지격자체의 연료봉 지지거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해석결 

과는 프레팅에 의한 연료봉의 마모기구의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료봉에 대한 동특성 해석 및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연료봉의 동특성은 지지격자체의 제조시 조건과 연료가 노내에서 조사됨에 

따라 지지조건이 변화하게 된다. 연료봉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지지 

격자의 위치에서는 연료봉과 지지격자의 덤플 및 스프링과 간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때의 동특성 해석올 위한 모텔은 비선형 모텔이 된다. 따라 

서 연료봉 지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단일 연료봉의 동특성 해석올 위한 비선 

형 모텔의 정 립과， 실험올 통한 해석모텔의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연료 

봉의 동특성 해석과 실험은 또한 유체유발진동(FIV)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연료봉 지지조건의 해석과 동특성 해석 및 실험 

은 우리 고유 모형의 지지격자체 개발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방향 

이다. 

(2) 유체유발진동 해석 

현재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연료봉 프레팅 마모는 장시간의 작은 

진폭의 진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료봉의 고유진통수와 일치하는 공진 

으로 야기되는 큰폭의 진동 즉， 유체유발 불안정 (Fluidelastic instability)기구 

에 의한 연료봉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새로운 모텔의 지지격 

자를 개발 할 때에는 공진올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셜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셜계를 위한 예측방법은 공개된 문현으로부터 설계에 필 

요한 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셜계 

기준이 없다고 보아야겠다. 왜냐하면 국내에 유입된 3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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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KWU사， ABB-CE사 및 딴사)의 셜계 기술이 었지만 그것은 그 

각사의 고유 설계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핵연료에 범용으로 적용 

할 셜계기준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론올 만들기 위 

해 매진하기전 6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공개된 문현으로 부터의 

이론올 섭렵하여 새로운 핵연료에도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셜계 기준올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기본적인 과제로 생각된다. 

최근의 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체에는 열적 성능의 향상올 위하여 혼합날 

개를 장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핵연료에서 그동안 논외로 

하였던 횡류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 들이게 되었다. 횡 

류에 의한 진동기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고 한 

다.[149-153]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기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fluidelastic instability, turbulence buffetting, 그리 고 vortex shedding 둥이 

그것이다.[154] 이중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fluidelastic instability는 논외로 

하고 두가지 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혼합날개로 

야기되는 횡류는 연료봉의 지지점에서 발생하여 최대가 되고 연료봉 축방향 

을 따라 감소하다가 다음의 지지점에서 다시 발생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혼합날개 형상에 따른 연료봉 주위 유동장의 엄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횡류가 빠른 축류와 함께 전체적으로 연료봉에 영향올 미치게 된 

다. 축류에 의한 유체유발진동 연구는 W없nbsganss[l55] ， paidoussis[l56] 

및 Shin[157] 둥의 연구자에 의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 졌다. 축류에 의한 

유체유발진동의 수학적 모텔은 크게 1) self-excited, 2} forced vibration , 3} 

parametric excitation퉁의 3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2번째의 forced vibration 

이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수학적 모텔이 

라고 하는데 이 경우 축류에 의한 진동기구의 해석올 위하여 가진함수 

(forcing function)올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가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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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연구자에 의하여 이의 모텔이 

발표되기도 하지만 실제 측정한 data와 큰차를 보이고 있어서 근래에는 연 

료봉 주위 의 pressure fluctuation에 대 한 p.s.d. (power spectral density)를 각 

각의 고유모탤로 부터 실제 측정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외국 유수 연구 기 

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 

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우리도 p.s‘d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인 다. 현 재 까지 는 Conner, Paidoussis, Chen, 그 리 고 Wambsganss 

퉁이 제안한 진폭에 대한 실험식 혹은 반 실험식올 셜계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연료봉 프레탱 마모 해석 

연료봉의 프레탱 마모해석에는 연료봉 지지부위의 지지조건에 따 

른 연료봉의 진동해석， 유체흐름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해석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나 5.2.3의 기반기술과는 별도로 프레탱 마모 방지를 위한 대책올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프레탱 마모에 대한 메카니즘올 규명하고 프 

레탱 마모기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모텔올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가) 프레탱 손상의 고체역학적 해석 (Solid Mechanica1 

Ana1ysis) 

프레탱 손상이란 두 물체가 상호간에 접촉 압력(하중)을 갖고 

있으면서 미세한 진폭의 상대 변위가 발생할 때 접촉 표면에 발생하눈 균열 

및 균열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 파괴 혹은 마모 현상을 말한다. 핵 

연료봉의 프레탱 손상에서 접촉하는 두 물체는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딩플이며 접촉 압력은 격자내로 핵연료봉이 장입된 후 발생하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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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스프령의 변위에 해당하는 스프령 힘과 이에 대한 덤플의 반력으로 생 

각할 수 있고 미세한 진폭의 진동은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통 현상 (지지격 

자 스프령 또는 덤플의 진동 영향이 고려된)올 의미한다. 

프레팅 손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형태가 끌열 성장이든 마모 현상이 

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균열의 성장 거동이므로 프레탱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접촉 표면에서의 균열의 발생， 성장등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프레탱 손상의 해석 및 억제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는 균열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괴역학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한편， 접 

촉 표변에서의 균열 발생 및 성장은 표면 접촉응력(하중)과 접촉 표면 아래 

의 웅력 및 변형률 분포에 의존하므로 이러한 해석올 바탕으로 하는 고체역 

학， 더 나아가 접촉역학의 도엽이 필요하다. 

한편， 핵연료봉의 프레탱 손상올 해석하기 위해서는 파괴역학 및 접촉역 

학을 포함하는 기존의 고체역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올 

고려하여야 한다. 

@ 지지격자와 핵연료봉의 접촉 형태가 원통형 웰과 탄성 변위를 갖는 

스프령 판의 접촉으로서 강체 판 상호 간의 접촉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존 

의 접촉역학 문제를 확장하여야 한다. 

@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덤플)과 핵연료봉의 접촉 길이에 대한 핵연료봉 

튜브 두께의 비를 고려하여 접촉 부분의 길이가 핵연료봉 튜브 두께에 비하 

여 무시할 수 없올 때 (예로써 HTP Grid 같은 경우) 기존 접촉역학에서 사 

용하고 있는 고전 탄성론을 이용하여 웅력 해석을 할 수 없으며 Fourier 

Transfonn 또는 유한요소해석 방법올 이용하여야 한다. 

@ 마모 이탈물의 생성올 위한 균열 진전 시에 균열의 방향 전환(표면 

균열이 성장하며 인접 표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전하여야 마모 이탈물이 

생성되므로)에 필요한 파괴역학적 기준(Criteria)올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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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의 @에서 언급한 혜연료봉 웅력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마모 

이탈물 생성에 필요한 표면 균열의 각도에 따른 파괴역학 변수(parameter)의 

도입을 검토하여 탄소성 범위로의 확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기한 사항들은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접촉이 아닌 경우에， 즉 기존의 프 

레탱 손상 해석 문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핵연료봉 프레팅 손상 해 

석올 위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법이다. 

핵연료봉의 프레탱 손상올 연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혜연료 수명 기간 

중 프레탱 손상으로 인한 혜연료봉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핵연료집합체에서 우선적이면서도 최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지격자체의 개선이다. 더욱 좁게는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덤플) 그 자체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즉， 기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 

석하여 핵연료봉 프레탱 손상 억제를 위해서는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덤플) 

과 핵연료봉 사이에서의 접촉이 어떠하여야 하며 (점， 선 또는 면 접촉， 접 

촉 부위의 개수 및 위치 둥)， 핵연료봉에 가하는 지지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 

야 하며(적절한 스프링 상수 또는 탄성 변위의 범위， 특히 접촉 접선 웅력올 

제한할 수 있는 방법둥) 이를 바탕으로 지지격자내에서 유체유발진동에 의 

한 혜연료봉의 궤적은 어떠한 것이 바랍직한지 (Mixing vane의 형태， 각도 

둥) 하는 것들올 추적해 내는 것올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의 방향은 지지격자와 혜연료봉 사이의 접촉 현상 분석과 접촉 

표면 손상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체역학적 

(파괴역학 및 접촉역학)인 접근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실험을 통한 프레팅 손상 모렐링 (Experimenta1 Ana1ysis & 

Fretting Damag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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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프레팅 손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손상을 

정량화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프레탱 하중 조건에서 표면 균열의 진전율 

이나 마모량 등을 정량화 하는 것은 셜계에서 미리 손상에 대한 예측을 가 

능케 하여 젤계 방법 또는 대상 물체의 수명올 제고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파에서는 핵연료 

공급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핵연료봉의 마모량올 예측할 수 있는 모텔 

(Archard model)을 프레탱 마모연구의 초기단계인 1950년대에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실제의 손상을 거의 예측할 수 없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핵연료봉의 프레탱 손상이 고체역학적인 해석방법에 의해 타당 

하게 분석된다면 해석 변수를 이용하여 프레팅 손상의 정량화가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정량화 작업의 검증은 실험을 통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핵연료봉의 프레탱 손상을 

정량화 하기에 적합한 실험 장비 및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향후 핵연료봉의 프레팅 마모를 정량화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Steam 

Generator U - Tube의 프레팅 손상을 많이 연구하여 왔던 NRC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또는 AECL(Atomic Energy Canada Limited) 의 

CRNL(Chalk River Nuclear Laboratory)동에서는 유사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지지격자체 좌굴강도 해석모텔 개발 

근래까지 지지격자체의 구조특성(좌굴강도 동적강성도동)은 주로 

실험적 방법에 의해 얻어졌다. 보통 1개 형태의 지지격자체에 대하여 구조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이상의 지지격자 

체 시편에 대해 상온 및 고온( -3000C)에서 좌굴강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대용량의 전산기와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기법 빛 이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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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 

용한 상업용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지격자체와 같이 복 

잡한 구조물의 구조특성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예측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격자체의 구조특성 파악을 주로 시험에 의존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지격자체의 좌굴강도 시험결과와 웅용역학의 지식올 

이용한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는 동시공학적인 접근방법( Simu1taneous 

Engineering Approach)으로 수행함으로서 개발된 모텔의 신뢰성올 높이고 

향후에 개발될 지지격자체에 대한 구조특성 파악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지지격자체의 구조특성해석은 full size 시편보다는 우선 5x5 배열올 갖는 시 

면모형에 대하여 구조강도시험 및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하여 해석모델올 

개발한 연후에 해석방법론 및 해석모텔올 full size 시편올 다룰수 있도록 확 

장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언 

핵연료의 해심구조부품으로 분류된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 그리고 지 

지격자체둥에 대하여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 들의 최신 해연료 개발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들 부품들을 개발하는데 확보해야 할 기반기술과 연구방향올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단고정체에서 해연료 수리 및 교체시의 용이성 및 폐기부품을 줄이 

는 방향과 고연소도 연료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단고정체 설치공간올 줄이 

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에 연구방향으로는 유로판에 대한 구조강 

도 해석 방법론 개발， 훌다운 스프링의 특성모텔 개발 그리고 형상최적화 방 

법론 개발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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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단고정체에서는 이물질 여과 기능을 강화하고 고연소도 연료에 부 

합되도록 설치공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에 연구방향으 

로는 유로판에 대한 구조강도 해석 방법론 개발 및 형상최적화 방법론 개발 

등으로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지격자체에서는 냉각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개발과 연료봉의 

기계/구조적 손상원인을 줄이기 위해 격자의 형상 변경， 스프링의 특성개선 

등의 방향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 해석 

모텔 개발， 연료봉의 비션형 동적해석 모텔 개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의 

해석모텔 개발 그리고 연료봉의 프레팅 마모방지를 위한 격자형상개선 및 

프레팅 손상 메차니즘의 규명등의 기반기술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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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 . Guide1in옳 뼈vantage Disadvantage ReMrks 

1 
BiJletallic Spacer Grið. Stiff 앨ring Less 뻐nufacturability - 톨상개산을 고려하면 함.의 지지격자훌도 

Irraðition Re1axation 보상 Less Neutron Ec뼈)ID}' 가놓 (사용예 : FOCUS ) 

스프팀과 연훌륭간의 정혹연쩍 흉기 - 점 접혹보다논 션 업혹이 바함찍 

- Circ:umf erential Contact Area of FR - Redu야 Local Pealc Stress of FR - 사용예 HTP.가빼PSIG 

2 - Redu∞ FR Fretting 찌ear πRBO 연료의 1 spring 

- Ax ia1 Cont8ct Area of FR -(Pr。벌'>ly) • Perfor뻐nce 연료의 스프링 

FOCUS 연료의 Arcb혐 스프팀 

3 스프링 변위예 대한 하흥 민강도 감소 -스프팅획이 스프횡 변위에 당 민감 스프링의 톨상 개선과 연윈 

스프횡의 탄성범위 흉기 - 소샘 변톨탕 감소 - Cantilever 톨태보다는 앙단 지지보 톨상이 
4 바함칙 

- 륙흥 ̂ ll링 

5 스프뀔 보효장치(혹은 Back맹 51:πing) - 스프링의 과도 변톨 반지 AFA-3G 21 객 cellspriDg예 Oefor.ation 

l피iter .. 착 

6 Less F10ll B10dtage - ðP 감소 

7 F10ll MixiDg - 얼칙 여유도 흥감 - ðP 흥가 

- FR Vib. 유밟 

지지격자 좌을강도 중강 - Sei해ic Resistance 제고 (예) - strap 놓011투께 흥가 

8 - 용업 비드 크기 흥기 

- 용용 갚미 흥가 

빼연료 장전 및 민를의 흥미성 - 그리드 손상 가놓섬 감소 - 모서리 strap 톨상 변경 

9 .d필lIfer 가공 

. Btrap 용섭*위 위치 변경 

훌|하단 그리드의 연료륭 지지조건 - 뭘류예 의한 손상가눔섬 감소 -FR 대pture 기늄(예 :G때DIAllIII Grið) 를 

10 
- skirt .칙 강는 지지격자쩌도 고려 가놓 

- 연료톨예서 free-enð. 길이톨 를임 

- 연료륭 하*톨 하단고정쩌 상*예 밑착 

11 똥an 1ength 즐일수특 훌다-

^I 재 Z춰자 7뼈밟 관련 표 3-훌-2 

| 

〕
〕
∞
l 



15 

훌훌 Frel뼈 & SUPpor’ 
짧펴 sνe얘빼 

嚴갱협 F빼빼lIon 

~ t §껑 f빼ndling 

[그8owil1g 

ξ~ Oebri, 

o 

5 n ~ n ~ ~ u ~ ~ æ 

Year 

Figure 3-4-1. Number of Issued US Patents in view of 

Mechanical/Structural Point 

15 

훌훌 @얘ngp에Qnn8nc8 

o PraSSUI'8 Digp 

o 

5 n ~ n ~ M ~ ~ æ M 

Year 

Figure 3-4-2. Number of Issued US Patents in view of 

Thermal/Hydraulic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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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5 靈 랩쁨훌훌 성불평가기옳 

1. 핵연료봉 성능해석 모델 개선 방향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사용중인 핵연료봉 성능해석 코드들을 고연소 

도 핵연료의 성능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성능모텔 분야는 다 

음과 같다. 

가. 열전도도 모델 

핵연료의 연소도 및 온도에 따른 소결체의 열전도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모텔이 핵연료봉성능해석코드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고연소도 소 

결체의 다기공의 Rim 영역에서의 열전도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텔이 필요 

하다. 소결체의 열전도도 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zrOz의 정확한 열전도 

도는 피복관의 부식， 크립 및 변형 둥의 해석에 필요하다. 

나. 핵분열기체방출 모텔 

고연소도 소결체는 Rim 영역의 형성 둥의 미세구조상의 변화에 의 

해 핵분열기체의 방출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연소도 소결체의 

정상 및 과도상태에서의 핵분열기체방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현재의 단순 

한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소결체 팽윤 및 크립 

고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소결체 팽윤 모텔은 충분히 검증되었으 

나， 핵분열기체에 의한 맹윤에 대한 모텔의 개선이 필요하다. Intergran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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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이 소결체 치수변화의 주요 요인이나， Intragranu1ar 팽윤에 대한 이해 

및 치수 변화에 주는 영향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결체의 팽윤은 소 

결체 크립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소결체 크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PCI 

에 의한 피복관의 기계적 거동 해석에 필요하다. 

라. 연료봉의 열적/기계적 종합 거동 모텔 

연료봉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현상올 동시에 고려 

해야 한다. 연료봉은 비등방성을 띠고 압축 및 인장 조건에서의 거동이 서로 

다르고， 여러 현상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코드 

에서와 같이 피복관의 변형률올 각각의 기구에 의한 피복관 변형률의 합으 

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고연소도핵연료 피복관의 연성 

및 강도 변화에 대한 자료 풍의 잘 특성화된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현상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텔링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피복관 및 안내관의 조사성장 

핵연료집합체가 고연소도에서 휩으로 인해 제어봉이 불완전하게 삽 

입되어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올 준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중의 하나 

가 고연소도에서의안내관 조사성장의 가속화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 

복관 및 안내관의 제조조건에 따른 고연소도에서의 조사성장에 대한 모렐 

개선이 펼요하다. 

바. 고연소도 핵연료의 과도상태 거동 

과도상태시의 핵연료거동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자료는 조사되지 않 

은 핵연료와 연소도가 30，α)() MWDIMTU 내외인 핵연료에서 수행된 것이 

였는데， 원자로의 반웅도사고시의 핵연료거동시험에서 핵연료 손상기구가 고 

-341-



연소도에서 변화하여 핵연료손상한계가 고연소도에서 상당히 감소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고연소도에서의 핵연료 소결체의 미세 거동 변화 및 

피복관의 기계적 성질 변화 둥에 대한 모텔이 포함되어 상세한 PCI 거동해 

석이 가능한 과도상태 연료봉 성능분석코드가 펼요하다. 또한 대형 LOCA 

사고시 고연소도 핵연료의 Cracking 및 핵분열기체방출량 증가 등의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모렐링이 필요하다. 

2. 핵연료 주기계획 및 경제성 평가 

가. 개 요 

고연소 신형핵연료를 개발함에 있어서 목표연소도의 결정은 각 분 

야별 연구방향 셜정은 물론 연구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선결되 

어야 하는 펼수적인 작업이다. 목표연소도는 원자로섬의 형태 및 운전방법， 

핵연료의 사양， 및 우라늄 농축도 동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국내 가압경수 

로에서 인허가를 획득하여 상용발전올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의 최대 

연소도는 핵연료봉 기준 52α)() MWD!MTU이다. 국제적으로는 핵연료봉 가 

준 60000 MWD!MTU의 최대연소도가 상용으로 인허가가 완료되어 사용중 

에 있고， 이보다 더 높은 연소도를 얻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최대연소도의 향상은 보다 경제적인 핵연료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그 목표치는 노섬의 주기길이나 핵연료 장전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따 

라서， 최대연소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노섬에서 실제로 연소되는 

상황올 모사하고 방출시점에서의 핵연료 연소도를 가능한 한 정확히 산출해 

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가압경수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목표연소도 

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표준형 원차로 노섬을 대상으로 24개월 다주기 핵연 

료 장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형주기까지의 노섬연소계산을 수행하여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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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방출연소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나. 한국표준형 원자로심의 24개월 주기계획 

다주기 노심계산의 목적은 평형주기에서의 실질적인 핵연료의 최대 

방출연소도를 산출하고 핵연료 성능해석에 필요한 핵연료봉의 연소이력 자 

료를 제공하는 데 었다. 한국표준형 원자로섬 관리계획에는 127>>월 주기와 

18개월 주기의 두가지가 있으며 24 개월 주기의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16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형 발전소의 24개월 주기계획올 

수립하여 다양한 주기계획에서의 성능해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작업 

올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립한 24개월 주기계획에서는 18개월 주기로 

평형상태에 도달한 노심을 24개월 주기로 확장하는 방법올 채택하여 노심이 

24개월 평형주기 상태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도록 하였다. 한국표준형 원 

자로의 187>>월 주기 노심계획에 따르면 제 5주기에서 어느정도 평형주기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제 6주기부터 24개월 주기를 위한 다주기계획올 수립하 

였는데 표 3-5-1에 다주기계획과 관련된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노심특성올 

요약하였다.[162] 

다주기 핵연료관리 계획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사용할 가 

연성홈수물질의 종류이다. 현재 한국표준형 원자로 노섬에서는 해연료와 직 

접 섞어서 장전되는 일체형 가연성홉수물질올 사용하고 있다. 일체형 가연성 

물질로는 Gd2Û3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물리적특성은 유사하나 핵적 

특성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En03를 사용한 가연성홉수봉올 미국 

ABB-CE사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가연성 

홉수물질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각 물질을 사용하는 주기계획을 별도로 수 

립하였다. 

또 한가지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핵연료의 U짧 농축도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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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핵연료농축도를 높일수록 핵연료집합체의 방출연소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상용 가압경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의 한계치는 5 wt% 

이며 핵연료제조시의 허용공차를 감안하면 설계가능한 최대 농축도는 4.95 

wt%가 된다. 또한， 4 - 8 wt%의 Gd203를 사용하는 일체형 가연성홉수봉에 

서는 열전도율의 저하로 인하여 보통의 핵연료보다 낮은 농축도의 우라늄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의 Gd써3 가연성홉수봉에는 천연우라늄올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1 - 2 wt%의 Er203를 사용하는 일체형 가연성홉수봉에 

서는 장전되는 가연성홉수물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열전도율 저 

하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Er203를 사용활 때는 보통의 우라늄 

농축도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노심의 주기길이는 원자로의 평균뷰하율과 가동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평 

균부하율은 주기기간 동안 원자로 평균출력의 백분율로 정의되는데 가압경 

수로에서는 통상적으로 0.92의 값을 갖는다. 가동율은 계획기간중 가동이 중 

지되는 일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노심의 보수나 핵연료재장전 등에 필요한 

일수를 2개쩔로 가정하면 0.917이 된다. 따라서 24개월주기 노심의 천출력일 

수는 615 EFPD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출력 1α)() MW급 원자로에서 

약 22750 MWD/MTU의 노심평균 연소도에 해당된다. 

평형노심의 경우 신핵연료로 장전할 핵연료집합체의 농축도와 주기길이 

사이에는 곤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163] 

E=b*T/1아m 

여기서 E는 핵연료집합체의 농축도， b는 배치 (batch)크기， T는 MWD!MTU 

단위의 주기길이인데 배치크기는 노심내 핵연료집합체의 총수를 각 주기마 

다 장전되는 신핵연료집합체의 수로 나눈 값이다. 신핵연료집합체의 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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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전의 대칭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4의 배수가 되어야 하므로 177개의 

혜연료집합체로 구성된 한국표준형원자로의 경우 24개월주기 평형노심을 구 

현할 수 있는 농축도와 배치크기는 표 3-5-2와 같다. 핵연료의 경제성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핵연료의 농축도를 상향조정하여 배치크기 

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의 농축도로 4.95 

wt%를 사용하였을 때 24개월주기 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84개 이상의 신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는 주기계획이 필요합올 알 수 있다. 

84개 이상의 신핵연료집합체를 재장전하는 평형노섬에서 핵연료집합체는 

2주기 또는 3주기의 연소이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17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노심의 경우 매 주기마다 9개 이하의 핵연료집합체만이 3주기의 연 

소이력을 겪는다. 또한 92개 이상의 신핵연료집합체를 재장전하는 평형노섬 

에서는 3주기의 연소이력을 겪는 핵연료집합체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신핵 

연료집합체의 수효가 최대 방출연소도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84, 88, 및 92개의 신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는 경우의 세가지 다주기 

계획올 수립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경우에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연성 

홉수봉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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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내 우라늄의 농축도의 최대값은 사용되는 가연성홉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Gd2Û3의 경우 한국표준형 원자로섬에서는 가연성홉수봉에 

천연우라늄올 사용하고 있고， 핵연료집합체 내의 출력분포를 평탄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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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두가지 다른 농축도를 사용하므로 신핵연료의 농축도는 4.95 wt% 

보다는 낮아진다. 그러나 Er2Û3를 사용할 때는 많은 가연성홉수봉이 장전되 

므로 출력평탄화를 위한 별도의 농축도의 구분이 필요없올 뿐더러 가연성홉 

수봉 내에서도 최대 농축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5-3에 이 연구 

의 다주기계획에 사용된 핵연료집합체의 제원을 요약하였으며， 핵연료집합체 

의 구조는 그립 3-5-1부터 3-5-4에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선정된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여 18 개월주기로 시작되어 제 6 

주기에서부터 24 개월 주기로 운전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심의 주기계획올 

수립하였다. 노심계산에 사용된 핵셜계 계산체계로는 가압경수로 핵셜계용으 

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CASMO-3!MASTER [164,165] 코드체계 

를 사용하였다. 그립 3-5-4 부터 3-5-10 까지는 노심의 장전모형을 신핵연 

료집합체 수 별로 나타내었으며 각 주기별 주기길이 및 핵연료집합체 영역 

별 연소도는 표 3-5-5 부터 3-5-7에 나타내었다. 계산시간의 절약올 위하여 

핵연료봉별 출력 및 연소도분포의 분석은 생략하였으나 한국표준형 원자로 

심의 셜계에서 이미 알려진 핵연로봉 첨두연소도와 핵연료집합체 연소도의 

비 1.07을 이용하면 핵연료집합체의 최대 방출연소도로부터 핵연료봉의 최대 

연소도를 산출할 수 있다. 표 3-5-8은 각 핵연료집합체 영역별 최대 방출연 

소도와 불확실도 5%를 가정한 상태의 핵연료봉 최대 방출연소도를 나타내 

고 있다. 

다. 핵연료 경제성 분석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최대 핵연료 농축도 4.95 wt%를 기준으로 한 

다주기계획과 그에 따른 최대 핵연료봉 방출연소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핵 

연료의 경제성은 핵연료 농축도를 가능한한 상향조정하여 투입되어야 할 핵 

연료집합체의 수를 줄이거나 주기길이를 늘릴수록 향상되는 것은 자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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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이와 같은 경제성 제고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NUS사에서 개발한 전산코드 FUELCOST-IV를[166] 사용하여 이미 수행된 

바 있는 12 개월주기 및 18개월주기의 경제생과 비교하여 표 3-5-9에 수록 

하였다. 이 표에서 Er써3를 가연성홉수물질로 사용하여 84개의 신핵연료집 

합체를 장전하는 24개월 주기계획의 경우 핵연료비 자체는 보다 높은 농축 

도의 핵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Gd2Û3를 가연성홉수물질로 사용하여 88개 

의 신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는 24개월 주기계획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최종 

적인 경제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연간발전비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결론 

이 연구의 목표는 신형핵연료 개발의 목표연소도를 셜정하는데 있 

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자 

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표준형 원자로심을 대상으로 24 개월 다주기계획 

올 수립하였으며 설제 노심연소계산을 통하여 최대 핵연료봉 방출연소도를 

산출한 결과， 가압경수로에서 사용 가능한 핵연료의 최대 우라늄 농축도가 5 

wt%로 한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최대 연소도는 7α)()() MWD/MTU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4개월 주기 운전에서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 

의 일부만이， 그것도 연소도가 가장 낮은 핵연료집합체 순으로 3주기의 연소 

이력을 갖게되기 때분이다. 이러한 최대 허용연소도를 만족하는 핵연료를 24 

개월 주기 노심에 사용하였올 때의 경제성 제고는 최대 핵연료봉 방출연소 

도 521α)() MWDIMTU를 기준으로 한 18개월 주기의 한국표준형 원자로섬에 

비하여 호기당 연간 약 70억원의 발전비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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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한국표준형 원자로 노심특성 

노섬 열출력 2815 MW 

냉각재 업구온도 292.2 .C 

유효노섬 길이 381 cm 
핵연료집합체 수 177 개 

핵연료봉 최대 농축도 5.0 wt% 

반경방향 첨두출력 허용치 1.55 
핵연료집합체 피치 20.88 cm 

핵연료봉 피치 1.285 cm 

핵연료봉 내경 0.826 cm 
피복관 내경 0.843 cm 
피복관 외경 0.970 cm 
핵연료봉 이론밀도 10.96 g/cc 
연료봉 밀도비 95.25 % 

표 3-5-2. 24개월 주기 평형노심을 위한 농축도와 배치크기 

신핵연료집합체 수 배치크기 농축도 (wt%) 
80 2.213 5.03 

84 2.107 4.79 

88 2.011 4.58 

92 1.924 4.38 

-348-



표 3-5-3. 다주기계획을 위한 핵연료집합체 제훤 

핵연료집합체 농축도 (wt%) 핵연료봉 수 가연성홉수봉 사용주기 

영역 고농축/저농촉 고농촉/져농축 홉수물질 놓촉도 집합체당 수 

(wt%) 
AO 1.40 236 

80 2.'ö7/2.37 184/52 

81 2.'ö71잉.37 176/52 Gd 6.0 8 

CO 3.3712.'ö7 I없/52 

Cl 3.3712.87 128/100 Gd 6.0 8 

DO 4.00/3.50 184/52 2 

Dl 4.0013.50 176152 Gd 8.0 8 2 

D2 4.00/3.50 172/52 Gd 8.0 12 2 

D3 4.0013.50 lWl00 Gd 8.0 12 2 

EO, FO, GO 4.50/4.00 184/52 3, 4, 5 

El, Fl , Gl 4.501생 00 172/52 Gd 8.0 12 3, 4, 5 

E2, F2, G2 4.501생 50 1없152 Gd 8.0 16 3, 4, 5 

HO, 10, JO, KO 4.95/4.45 1없/52 6, 7, 8, 9 

Hl, 11 , Jl , Kl 4.95/4.45 172/52 Gd 8.0 12 6, 7, 8, 9 

H2, 12, J2, K2 4.95/4.45 l앉ν52 Gd 8.0 16 6, 7, 8, 9 

H3, 13, J3, K3 4.95 236 6, 7, 8, 9 

H4, 14, J4, K4 4.95 176 Er 1.5 60 6, 7, 8, 9 

H5, 15, J5, K5 4.95 116 Er 1.5 120 6, 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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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Gd 가연성홉수봉， 92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1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I 주기 2 주기 3 주기 4 주기 5 주기 6 주기 7 주기 방훌연소도 

AO 60 12790 12790 

2 AO 1 11않)9 9410 zæog 

3 BO 20 8420 12623 13315 3험58 

4 Bl 40 1κ305 12614 28919 

5 co 20 11245 8440 14430 34115 

6 Cl 23 16480 13αìO 2않싸O 

7 Cl 13 14601 12186 12787 39574 
8 DO 16 11786 11356 16254 39396 

9 D1 20 14738 13얹% 1μ62 42780 

10 02 9 16868 12819 14813 44500 

11 02 3 16753 16817 33570 

12 03 4 16169 15623 14614 46406 

13 03 8 16528 17α36 잃564 

14 EO 16 14117 11앉핑 16752 42528 

15 El 20 16때4 14371 14766 4딪541 

16 E2 13 19035 15갱7 14783 49105 

17 E2 15 19186 17앗핑 37155 
18 FO 12 13'잊ß 9495 24057 47535 

19 FO 4 16021 18071 34092 

20 Fl 12 17549 17660 35209 

21 Fl 8 16628 9020 22881 4엇529 

22 F2 27 20052 16802 않J854 

23 F2 1 20067 10268 21342 51677 
24 GO 8 12711 11544 10148 34403 

25 GO 8 16040 23많~ 39620 

26 Gl 20 17정2 14473 31765 

27 G2 28 1앉혔4 24300 44290 
주기길이 (EFPO) 않ì6 회8 402 431 431 631 600 
주기길이 (MWD/f) 13521 12861 14849 15934 15961 껑347 2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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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Gd 가연성홉수봉， 92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2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6 주기 7 주기 8 주기 9 주기 10 주기 11 주기 방출연소도 

28 HO 8 17391 23946 41337 

29 Hl 32 정300 20013 쟁319 

30 H2 37 28678 20:잣)4 48942 

31 H2 15 29483 29뼈3 

32 10 16 18602 17629 36231 

33 11 24 2않lìl 15483 39혀4 

34 12 45 27624 22774 50398 

35 12 7 28175 28175 
36 JO 16 19009 17463 36472 

37 J1 24 24361 15월3 39694 

38 J2 7 27778 27778 

39 J2 45 27525 22&17 50월2 

40 KO 16 18'엇)2 17504 36406 

41 Kl 24 24231 15376 쪼￥'I.J7 

42 K2 7 27770 27ηo 

43 K2 45 27않4 22얹)8 50342 
주기길이 (EFPDJ 631 600 610 609 610 609 

주기길이 (MWD/T) 23347 22449 22601 강549 22567 2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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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Gd 가연성홉수봉， 88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1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1 주기 2 주기 3 주기 4 주기 5 주기 6 주기 7 주기 방출연소도 l 

AO 60 12700 12790 

2 AO 11399 9410 20809 

3 80 20 8420 12623 13315 34358 

4 81 40 16305 12614 28919 

5 CO 20 11경5 8여O 14쟁O 34115 

6 Cl 23 16480 13αìO 29540 

7 Cl 13 14601 12186 12787 39574 
8 DO 16 11786 11356 16254 39396 

9 D1 20 14738 13580 1얘62 42780 

10 D2 9 16앉ì8 12819 14813 44EOO 

11 D2 3 16753 16817 잃570 

12 D3 4 16169 15623 14614 4혀06 

13 D3 8 16528 17036 33564 
14 EO 16 14117 11659 16752 42528 

15 El 20 16때4 14371 14766 4닮41 

16 E2 13 19035 15287 14783 49105 

17 E2 15 19186 17969 37155 
18 FO 5 12946 않68 1C싸64 10882 43많iO 

19 FO 11 15195 12717 13당쟁 41501 

20 Fl 9 16705 않45 않553 36203 

21 Fl 11 17570 17689 

22 F2 4 었'ffJ7 10268 2σ713 

23 F2 24 2α)50 17619 
24 GO 16 1쟁75 24350 38725 

25 Gl 20 17292 22417 39709 

26 G2 28 1앉혔4 장367 4웠51 

주기길이 (EFPD) 않36 회8 402 431 431 600 앉써8 

주기길이 (MWDπ) 13521 12861 14849 15934 15961 껑200 2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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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Gd 가연성홉수봉， 88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2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6 주기 7 주기 8 주기 9 주기 10 주기 11 주기 방출연소도 

'2:7 HO 20 19520 19853 잃373 

28 Hl 15 21647 10475 32122 

29 H2 20011 1여46 22086 5양싸3 

30 H2 48 '2:7759 223!x) 50149 
31 10 12 20154 22맛깨 43144 

32 11 23 23399 15707 39106 

33 12 26038 9401 206'2:7 56066 

34 12 52 '2:7318 199때 47258 
35 m 12 18917 23423 42징O 

36 Jl 23 23031 15824 않혔55 

37 J2 25(껴7 9678 20824 5많>49 

38 .J2 52 '2:7앉)5 19697 47652 
39 KO 12 19149 23338 42쟁7 

40 Kl 23 23219 15774 않웠3 

41 K2 정쟁3 앉591 207'2:7 55751 

42 K2 52 'Xl74O 1 9'π7 47517 
주기길이 <EFPD) 600 앉18 601 600 600 600 

주기길이 (MWD.π) 22206 22149 22265 22211 22231 강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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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Er 가연성홉수봉， 84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1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I 주기 2 주기 3 주기 4 주기 5 주기 6 주기 7 주기 항출연소도 
AO 60 12790 12790 

2 AO 1 11399 9410 2αm 

3 BO 20 8420 12623 13315 34358 

4 B1 40 16305 12614 28919 

5 CO 20 11245 없40 14430 34115 

6 Cl 23 1~ 13α)() 29540 

7 Cl 13 14601 12186 12787 39574 
8 m 16 11786 11356 16254 39396 

9 D1 20 14738 13당잉 14462 42780 

10 D2 9 I앉~ 12819 14813 44500 

11 D2 3 16753 16817 33570 

12 D3 4 16169 15623 14614 4없06 

13 D3 8 16528 17α36 월564 

14 EO 16 14117 11659 16752 42528 

15 El 20 16404 14371 14766 45541 

16 E 13 1얹β5 15짧7 14783 49105 

17 E2 15 19186 17!앉59 37155 
18 FO 16 14492 11639 21959 48090 

19 Fl 9 16705 9945 21300 47!앉j() 

20 Fl 11 17570 17앉웠 35259 

21 F2 4 2fXXj7 10268 $얹갯9 51정4 

22 F2 24 20050 17619 37669 
23 GO 9 1300 11758 23202 48(껴O 

24 GO 7 16041 10814 26855 

25 Gl 20 17292 16159 33451 

26 G2 28 1앉썼4 23100 43æ4 
주기길이 <EFPD) 366 회8 때2 431 431 609 622 
주기길이 (MWD，π) 13521 12861 14849 15잃4 15961 22568 23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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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Er 가연성홉수봉， 84 신핵연료집합체 장전 24개월 주기계획 

(2쪽중 2쪽) 

배치 영역 집합체수 6 주기 7 주기 8 주기 9 주기 10 주기 11 주기 방출연소도 

27 HO 11 19928 18073 38001 

28 HO 21아l8 14많엇9 20620 56298 

29 Hl 8 25272 10666 35938 

30 H2 8 23127 10309 22299 55735 

31 H2 56 28374 22399 fffl73 
32 10 12 19678 24아l8 43766 

33 11 16 26402 24028 밍430 

34 11 8 21124 13833 21914 56871 

35 12 47 294æ 18104 47513 

36 12 1 28967 10611 20011 5앉)89 

37 )0 12 19860 241æ 43969 

38 )1 16 2잦써':'17 24087 4얹것94 

39 )1 8 22489 13닮3 21622 57674 

40 )2 47 29앓3 18081 47414 

41 12 1 29206 10610 20005 59821 
42 KO 12 19803 24131 43934 

43 K1 16 25700 24116 49816 

44 K1 8 22500 13않3 21632 57671 

45 K2 47 29259 18088 47347 

46 K2 1 않강2 10617 20021 59860 
주기길이 <EFPDl 609 622 622 620 620 620 

주기 길이 (MWD!f> z갖짧 23068 2때72 23007 22않E 22앉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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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핵연료집합체 영역별 최대 방출연소도 

가연성홉수봉 Gd Gd Er 
신혜연료집합체 수 92 88 84 

AO 20809 20809 20809 
BO 37404 37404 37404 
B1 29611 29611 29611 
CO 37555 37555 37555 
C1 40276 40잉6 40276 
00 42잃3 42잃3 42잃3 
01 46697 46697 46697 
02 48116 48116 48116 
03 46406 46406 46406 
EO 48725 48725 48725 
E1 49356 49356 49356 
E2 51519 51519 51519 
FO 48950 54282 또089 
F1 48606 52905 51294 
F2 51667 51048 51234 
GO 39629 41037 48154 
G1 39752 41007 38558 
G2 45310 44732 44260 
HO 42880 μ496 56298 
H1 50047 52543 55742 
H2 51789 51166 53앉)6 
10 42440 싫643 44301 
I1 45438 56066 닮874 
12 g애92 50없1 5앉딩89 
10 42916 42948 생840 

JJ21 4많31 또549 57698 
50648 51146 59821 

KO 42842 43052 44835 
K1 4또45 55751 57705 
K2 많)658 51081 59，앉)() 

핵연(M방료W출집D미?/?앙M소체T도U 최)대 51789 56α)6 59않)() 

핵(M방연”출료m봉연A소” 최T도U대) 58185 62990 67252 

-356-



표 3-5-8. 한국표준형 원자로 주기계획별 경제성 분석 

주기형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24 개월 24 개월 

교체 핵연료집합체 44 68 92 88 84 
「JL-

평형주기길이 11288 16462 22567 22211 22998 
(MWD!MTU) 
이용율 79.00 83.45 86.26 86.13 86.40 
(%) 

정격출력일수 305 μ6 609 600 620 
(EFPD) 
교체 핵연료 3.900 4.014 4.584 4.573 4.950 
평균농축도 (wt%) 
전력생산량 7.280E+09 l.065E+ lO 1.454E+ 10 1.432E+1O l.480E+ lO 

(kWhe) 
핵연료주기비 3.80 4 .16 4.25 4.21 4.22 
(원/kWhe) 

고정비 26.88 25.45 24.62 24.66 24.58 
(원/kWhe) 
발전원가 30.68 29.61 28.87 28.87 28.80 
(원/kWhe} 
연간핵연료비 331 362 370 367 367 
(억원) 
연간발전비 2673 2579 2515 2515 2509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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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Cl 

D 고농축 핵연료봉 

農 저농혹 핵연료봉 

를톰 Gd 가연생홉수봉 

D 안내판 

그림 3-5-1. 제 1 주기 장전 신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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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覆
톨
 
[] 

고농축 핵연료봉 

져농축 핵연료용 

Gd 가연생홉수용 

안내관 

D3 

그림 3-5-2. 제 2 주기 장전 신핵연료집합체 

-359-



口
풀
 풀
를
 펙
〕
 

고농축 핵연료봉 

꺼농축 핵연료봉 

Gd 가연생홉수봉 

안내판 

그림 3-5-3. Gd 가연성홉수봉 사용 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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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r (Type 3) 

口
-
톨
 

[]

핵연료봉 

Er 가연생홉수용 

안내판 

그림 3-5-4. Er 가연성홉수봉 사용 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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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AO Cl AO 81 AO Cl 80 

AO 81 AO 81 AO Cl AO co 

Cl AO 81 AO 81 AO Cl 80 

AO 81 AO Cl AO 81 m 

81 AO 81 AO 81 Cl BO 

AO Cl AO 81 Cl m 

Cl AO Cl m 80 

BO CO BO 

그림 3-5-5. 제 1 주기 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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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Cl D3 Bl BO AO Dl Cl 

Cl BO Bl 떠 Bl D2 Bl m 

D3 Bl Cl Cl BO Cl Dl CO 

Bl 떠 Cl D2 Bl Cl m 

BO Bl BO Bl CO Dl CO 

AO D2 Cl Cl Dl BO 

01 Bl Dl m CO 

Cl m CO 

그림 3-5-6 제 2 주기 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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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 2 2 0 

2 0 2 0 2 0 

0 l 2 2 0 l 

2 0 2 0 0 

2 0 2 0 

2 0 2 0 l 

0 2 0 0 l 

0 월l 

그림 3-5-7. 18 개월주기 평형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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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l 0 0 l 0 

0 0 0 0 

0 0 0 l 0 

1 0 1 0 1 0 1 

0 1 0 0 0 

1 0 0 0 1 

0 1 1 관판 
그림 3-5-8. 92 신핵연료집합체 24 개월주기 평형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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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 0 0 0 

0 {김과1 

그림 3-5-9. 88 신핵연료집합체 24 개월주기 평형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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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0 1 0 1 0 

1 1 0 1 0 2 0 1 

0 0 1 0 0 1 

0 1 0 1 0 I 0 

0 I 0 I 0 

0 2 0 I 0 

0 0 0 I 

0 I핑 
그림 3-5-10. 84 신핵연료집합체 24 개월주기 평형노심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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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신형 훌수홀헬염훌훌 개발 

1. CANDU 핵연료의 파손 사례 분석 

가. 파손사례 분석 [167] 

CANDU 원자로는 캐나다에서 셜계되어 운전되고있는 원자로이므로 

대부분의 관련 data는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다. 파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 

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 분간 최대출력의 87%로 운전하였올 때 연료봉 끝의 소결체와 소결체 

사이의 피복관에서 웅력부식균열 파손이 관측되었다. 또한 열영향부와 열천 

이부위에서는 재결정된 알파 조칙을 보여주어 power ramp에 의해 심각한 

파손이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이 파손사례의 분석에서， 소결체의 geometry에 

의해 defect threshold가 변하여 Lφ가 작거나 land width가 큰 소결체는 같 

은 power ramp에서도 파손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power ramp 

에서 핵분열 가스 방출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168] 

Point Lepreau에서는 CANLUB의 도포공정 중에서 탈수온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Primary hydriding이 발생 하였 다. 

Burnup이 증가하면서 소결체의 열전도도가 감소하여 온도가 상승하였으 

며 이로 인하여 fission gas release가 24% 증가하였고 피복관의 변형률이 

3% 증가하여 웅력부식균열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파손은 용접부위의 형상， 

소결체의 밀도 및 형상， 장전길이와 피복관의 물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고 결론지었다. 

이상과 같은 파손사례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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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s Pickering scc 

" Douglas Point scc 

1980 Douglas Point Incomplete weld 

1983 Pickering G16 PT failure 

1983 Pickering Fuel/PT sw따f 

83/84 Bruce scc 

1985 Pickering Fretting 

1988 Pickering scc 

1앉% Darlington Fatigue 

“ Bruce Fatigue 

91/92 Point Lepreau Primary hydriding 

1앉l6 Wolsung Hyψiding(?) 

나. 파손기구 분석 

파손의 특정은 1 개의 연료봉에 파손 확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batcht.t 주어진 운전조건에 다량의 파손이 나타나는 것으로 " excursion" 

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한다. 

(1) 용력부식 균열[169，170] 

앞에 정리된 파손사례를 살펴보면， 1970 연대까지는 그때까지의 

핵연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연료의 형태가 많이 개량되었으나 운전 중 

에 발생되는 웅력부식 균열이 파손의 대부분의 원인이었다. 

이 웅력부식 균열은 앓은 피복관을 사용하여 중성자의 효율올 높이는 중 

수로의 특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냉각제의 조업성분과 소결체-피복관 

의 마찰 및 핵분열 방출가스의 물리/화학적인 반웅과 조사에 의한 피복관의 

변화 동 복합적인 관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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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웅력부식 균열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를 거 

듭하여 이는 피복관의 산화와 수소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올 결론짓고 

CANLUB 도포로서 해결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2) Power ramp[171] 

Power ramp에 의한 파손 기구를 보면， 결합 핵연료의 분석결과 

결합기구가 지르카로이 피복관에서 요오드 또는 세슐-카드물 혼합물에 의해 

웅력부식균열과 유사하다는 점올 실험에서 입증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결과 

를 고려할 때 power ramp에 의한 결합은 용력부식균열로 규명되었다. 

출력 증가 시혐의 분석에 의해서 최대 출력， ramp 동안의 출력 증가， 

ramp 시간 둥이 결합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업중하였다. 

출력 증가시 피복관 균열에 대해 여러 기구가 고려되었는데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은 조사된 피복관의 낮은 연성 (ducÎtility)과 핵분열 생성물로 부 

터의 응력부식균열이다. 이를 위하여 피복관의 연성을 증가시키거나 마찰력 

의 감소 및 핵연료의 직경방향의 팽창 축소 둥올 고려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피복관이라도 어느정도의 연성올 나타내며 핵연료의 기하학적인 변경이 웅 

력부식균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피복관의 내부 윤활제 도포는 이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 

었으며 보호 코팅은 CANLUB 코팅으로 명명되었다. 후에 피복관의 노외 

웅력부식끌열의 방지를 위하여 poly-di -methyl siloxane이 발견되었다. 

(1) 산화 및 수소화[172] 

CANDU 원자로는 근본적으로 275 - 312 "C 범위의 온도에서 그 

운전조건이 피복관의 산화나 수소화가 상한 값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부 

식 속도는 온도와 냉각수의 화학성분에 의해서 주로 영향올 받는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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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및 산소 온도에 따라 부식 속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앵각수 

의 화학 조성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의 부식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내각수 

의 PH를 증가시키고 산소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Out-core의 탄소강Ccarbon steeD 같은 재 료는 PH가 10-11의 범 위 에 

있을 때 부식이 제일 작으며， zircaloy는 PH가 12롤 념으면 급격히 부식속도 

가 증가한다. 따라서 LiOH를 앵각수에 첨가하여 PH를 10.3 - 10.6으로 유지 

시키도록 되어었다. 

한편 중성자속에 의해서 냉각수의 물이 분해되어 산소와 수소가 발생한 

다. 이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 피복관의 산화를 가속시키는데 fast 중정자가 

많이 존재해도 산화를 가속한다. 이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5 cm3 

D싸<:g H2Û의 수소원을 앵각수에 첨가한다. 

한편， Zr02는 초기에 그 두께가 2JJm 이하일 때， 산화층은 매우 치밀하고， 

protective, coherent, uniform 및 검은 색으로서 cubic rate law를 따른다. 그 

러나 산화피막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linear law를 따르며 흰색으로 천이 한 

다. 마지막에는 흰색의 n여ular cOITosion을 일으켜 피복관에 섬각한 피해를 

입힌다. 

Brazing은 미세구조를 바꾸며， 성분의 편석을 일으켜 재료의 성능을 저하 

시키고 부식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CANDU 원자로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실 

험결과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었다. 또한 Pads 부위는 압력관 

혹은 pads사이에 crevice crack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또한 

brazed 부위의 기공도 발생하는데， crevice crack이 발생하면 국부비둥올 일 

으키며 이에 따라서 LiOH의 농도를 증가시키게되며 따라서 PH를 높인다. 

이 결과는 부식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0.25 mrn 이상의 기공이나 free 

Be 크기를 제한하여 crevice crack에 의한 부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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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수소의 초기 농도는 15 - 25 ppm 정도인데 주된 수소의 공급원으 

로는 연료봉， CANLUB, 수소 가스， 분해 수소 및 산화시의 수소발생으로 피 

복관 내부로의 pick-up 속도는 산화층의 두께에 반비례하며 시간에 따라 직 

선적으로 증가한다. 운전 조건이 중수이므로 D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나， H 

는 초기에 유입된다. Zircaloy-2는 수소 pickup이 가장 많은데 600 시간 동 

안에 최대 200 ppm DOOO ppm H) 까지 보고된바 있다. 

300'C에서의 용해도는 70 ppm 이며 상온에서는 1 ppm 인데， 약 150'C에 

서 a 상에 의해서 급증한다. 수소가 유업되면 hydride blister를 발생시켜 연 

료봉올 파손시킨다. 한 연료봉 내의 수소함량이 1 mg 이상이면 blister가 발 

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4) CANLUB[173] 

초기 코탱은 피복관의 내부를 Acheson Colloid "DAG-l54"로 통 

과시킴으로써 도포하였다. 피복관은 공기중에서 건조되고 350 'C의 진공중에 

서 4시간 동안 가열된다. 도포된 피복관의 실험으로부터 혹연 도포는 

Pmax와 dP의 threshold 값을 상당히 증가시켰 웅력부식균열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도포된 혹연의 두께가 영향을 주어 두꺼운 코탱은 앓은 코 

탱보다 power ramp 결함에 대해 높은 저항을 보이며 3μm보다 큰 최소 두 

께(t-3s)의 DAG-l54 은 power ramp에서 결함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혹연 두께를 3μm(t-3s)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혹연 두께를 약 

mμm로 한 실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이러한 두께 이상에서의 성능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상한 두께(t+3s)를 20μm로 정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혹연의 도포는 용력부식균열을 억제하면서 핵연료 또는 피복관 

과의 반웅으로 부터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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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산화 및 수소화의 특징에 의해서 핵연료의 파손이 발생하는데 

CANLUB올 개발하여 피복관의 내부에 도포한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워 파 

손 한계(선출력， 연소도， power ramp 둥의 저항력)를 현 CANDU 원자로의 

운전 조건에서 극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0 연대 중반 이후는 웅력부식 

균열 에 의 한 파손이 급격 히 감소하였다. 또한 siloxane 도포는 power ramp 

에서 탁월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CANLUB의 도포에 의해서 웅력부식 균열은 어느 정도 해결 

을 하였는데 이 외에도 제조 결함으로서 hy며idingOl 최근에 발생한 Point 

Lepreau와 Wolsung 발전소의 핵 연료 결함으로 보고되 었다. 이 hy따i버ng의 

방지는 엄격한 QC의 확립으로 가능하며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5) Fatigue 

1990년도에는 Darlington파 Bruce의 해연료가 Fa디gue에 의해 파 

손되어 endplate의 냉각수의 유입을 불러일으켜 당시에 대단한 관심을 모았 

으냐 이는 대용량에 의한 펌프의 진동으로 판명되었다. 이 외에도 pressure 

tube의 손상이냐 pads의 마모 둥이 보고되었으냐 근본적인 해연료의 결합이 

아닌 사소한 것이다. 

(6) 고연소도 핵연료의 파손 

한펀 CANDU-6의 해연료가 현재 주로 사용되고 었으냐， 앞으로 

DUPIC 또는 초고연소도 해연료의 사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예를 들면 DUPIC 핵연료의 경우 목표 연소도가 15，아m 

MWd/MTHM로서 기존의 CANDU-6의 2배가 조금 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소결체냐 연료봉 껄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많은 부분 

이 개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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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손의 양상도 바뀔 것으로 우려되나 위에서 거론했듯이 주된 

파손의 원인이 웅력부식 균열이며， 향후의 초고연소도에서도 웅력균열 부식 

이 주된 파손의 원인으로 고려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CANLUB 도포의 고연소도에 따른 개량과 피복관 물성의 유지지속성， 

당ssion gas release 퉁이 파손에 미치는 영향을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2. 신형 중수로핵연료 요소기술 분석 

중수로핵연료의 요소기술은 매우 광범위한데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이 

고 고성능이며 안전한 핵연료를 신뢰성 있는 체제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라 할 수 있다. 

가.소결체 

중수로핵연료의 소결체 특정은 천연이산화 우라늄의 고밀도 소결체 

로서 그 특정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CANDU 훤자로의 운전조건과 환경 

을 고려한 최적의 셜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핵연료 소결체의 물성으로는 

열전도도， 핵분열생성물의 확산 속도， ü!U 벼， creep 특성， densification 및 

swelling, 열팽창， 입도 크기 및 분포， 기공(0야n & closed) 등이 있으며 이 

에 따라 소결체 치수， dish , land, chamfer 및 중앙 hole 등을 고려 할 수 있 

다. 

소결체의 치수， dish, land, chamfer는 연소도， 선출력 및 온도의 상숭으 

로 인하여 소결체가 변화할 때 팽창， densification, swelling, creep 둥에 의 

해서 연료봉의 피복관과 상호작용올 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 변수이다. 

이것에 의해서 연소중의 ridge의 높이 및 소결체 사이의 변형과 응력부식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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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발생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현재 사용중인 

CANDU-6의 혜연료 소결체의 설계는 오랜 검증에 의해 확립되었지만 향후 

에 사용될 초고연소도 핵연료에서는 그대로 사용활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펼요하다. 

노외시험에 의한 어느 정도 경향올 알 수 있겠지만 사용 가능한 data는 

조사시험의 결과에 의한 data이므로 최대 연소도가 증가한 소결체는 연구로 

및 상용로의 실층 data를 얻어야 한다. 

한편 열전도도， 핵분열생성물의 확산 속도， ü!u 비 creep 특성， 

densification 및 swelling, 열팽창， 입도 크기 및 분포， 기공(open & closed) 

등은 소결체의 기본 물성으로서 모든 것이 연소도， 온도 및 출력 이력에 따 

라 변화한다. 이 역시 많은 시험로 및 상용로의 실중 data7 } 필요하다. 

다음은 조사중에 일어나는 핵연료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174 - 188] 

선출력이 20 kW/m 까지는 핵연료의 미세구조는 큰 변화가 없다.40 

kW/m에서는 업자의 둥축성장이 0.13 정도 관찰되었으며 출력이 50, 57 

kW/m로 증가하면서 등축성장은 계속 진행되어 그 비율이 0.38, 0.48로 되었 

다. 선출력이 45 kW/m로 유지되면서 정지 전에 짧은 시간 동안 86 kW/m 

으로 증가시킨 핵연료는 둥축성장의 비율이 0.6 까지 진행되었다. 65, 69 

kW/m의 선출력에서는 주상 업자성장이 일어나며 1700'C 이상의 온도와 온 

도구배 200t /mm에서는 주상 업자성장이 기공의 이통기구에 의해서 발생 

하였다.73 kW/m의 선출력에서는 중심부에 이동 기공의 연결에 의해서 조 

대 기공이 생성되었다.90 kW/m 이상의 출력에서는 핵연료의 용융이 발생 

한다. 

초기에는 지름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나 출력과 연소도에 따라 원주방향 

으로도 균열이 발생한다. 조사 중에 받는 열충격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며 

운전 중 보다는 시작과 정지시에 많이 발생한다. 주변 온도가 800t 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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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중심의 온도차가 15()"C 이상이면 균열이 발생하는데 핵연료의 경우 표 

면이 300.C 일 때 온도차가 8O"C면 균열이 발생한다. 초기에 생성되는 가장 

자리의 균열은 방출 때까지 지속되며 내부의 균열은 주로 운전 중지 시에 

발생한다. 기존에 있는 균열은 출력이 증가하면서 1530 'C 이상의 온도에서 

소멸한다. 

등축입자성장은 일반적인 중수로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1500.C 이 

상에서 시작한다. 성장된 비율은 조사 혜연료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 한편 가스방출 및 입계이동도 입자성장과 밀컵한 관계가 있다. 

입자 성장은 화학조성 불순물 및 기공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인 입자 

성장은 Dn 
- Don = ko t exp( - Q/RT )으로 나타낸다. 문헌에서는 n은 2 -

5 의 값을 나타내 며 Q는 240 - 620 kJ/mol, ko는 4 X 106 
- 7 X 1015 μ 

mn/s 의 값을 나타낸다.n은 D < 3Do의 경우 정확한 값올 측정하기가 힘 

든 데 MacEwan and Hayashi는 1550 - 2450 "c 의 온도에 서 n=2.5에 서 최 적 

의 분석을 하였고， Ainscough는 < 1830"C에서 D2과 온도의 관계를 설명하 

였으며 Singh은 1잃o - 2130.C 에서 n = 3으로 결론 지었다. CRL에서는 n = 

2.5, Q = 320 :t 10 kJ/mol, ko = 1.6 X 106 μ m2.5/s 의 값을 사용하고 있 

다. 

중수로의 소결체는 97%TD이므로 3%의 기공이 존재한다. 이 기공은 

1700.C 이상의 온도에서 200 'C /mm 이상의 온도구배의 경우 렌즈모양으로 

변하며 중심부로 이동하여 조대 기공올 생성한다. 이에 따라 기공의 길이에 

따라 주상 조직이 결정된다. 그러나 출력이 60 kW/m 이상이어야만 주상 입 

자성장이 일어난다. 

출력에 따라 입자는 성장하는데 r/a ( r은 입자 반경， a는 소결체의 반경) 

에 따라 Robertson의 방법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integrated 

conductivity와 a, r , 농축도， neutron flux depression, inverse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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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자성장은 주로 최대출력과 밀접 

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출력이 일정하면 이 방법은 의미가 있으나 출력이 변 

하면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이 오차는 출력변화의 크기， 이력 및 시간에 따 

라 결정된다. 이 외에도 결함， 조사 이력 불순물 및 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OIU비가 증가하면 업자성장도 증가하며， 핵연료와 피복관의 표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관찰올 할 때 측정 오차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이방법은 상당한 신뢰성올 갖고 

특히 최대 출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Integral conductivity rating (ICR)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혜연료의 미세 

구조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핵연료의 최대출력올 예측할 

수 있다. 출력은 핵연료 단면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고 열중성자속에 관계한 

다. 중성자는 핵연료에 홉수되므로 중성자속 감소가 일어나며 이것은 출력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중성자의 구배는 핵연료의 직경과 농촉도의 함수인데 

이러한 관계는 실험값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데 두가지의 변수( F와 G)로 

표시된다.F는 핵연료의 직경과 농축도에 관계되는 값이며 G는 r/a에 관계 

한다. 일반적으로 ICR은 업자성장이 일어나는 온도까지의 ICR올 G!F로 나 

눈 값이다. 

,. 8, L )'dfJ 
따라서 1. )'dfJ= 二 u， 식 O 로 표시되는데， 8 s는 핵연료 표면의 

ι8， '".w - ( G/ F) -, -

온도， 80는 핵연료 중앙의 온도， 8 gg는 업자성장이 일어나는 온도， ).는 핵 

연료의 열전도도이다. 상용로에서 핵연료 표면온도는 400"C로 추정하여 업자 

성장이 일어나는 온도까지의 적분값은 f88gAd8 =3 5 kWm 로 주어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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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래의 식은 f8·Ad8-4:화 로 표시된다. 
ι8， /\UV - (G/ F) 

천연우라늄올 사용하는 중수로의 경우는 중성자 속의 감소가 심하지 않 

기 때문에 위식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싫" ./11 3 및 )'d8= 
v ’ (l-~) 

a 

1200 "C 이하에서는 해분열 생성물의 침입원자가 기공으로 확산되며 

vacancy는 표면으로 이동한다. 이에따라서 해연료의 고밀화가 진행되는데 

최대의 고밀화(약 2%)는 약 1α)()"C 에서 일어난다. 1200 "C 이상에서는 기공 

이 해분열 가스로 채워진다. 이러한 고밀화는 중수로의 운전에는 영향을 미 

치지는 않으나 (짧은 핵연료의 길이， collapsible 피복관 및 고밀도의 소결체) 

고밀화에 의한 열전도도， 온도 및 가스 방출 동에 영향올 준다. 또한 운전 

초기의 피복관의 변형량에 관계하므로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Assmann and Stehle의 모텔은 athennal vacancy migration, thennal 

vacancy migration, athennal vacancy formation and thermally ac디vated 

diffusion의 4가지 설명올 했는데 매우 복잡하다. 기공의 소멸과 침입원자의 

확산에 의해서 llOO"C에서는 버블이 생성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출력이 변하지 않올 때 부피의 변화는， F , 온도에 직선적으로 변하며 0.7 

에서 포화된다. 이 값은 중수로에서 둥축 입자성장때 나타나는 최대값이다. 

이에따라 F=D+ET의 식으로 표시된다. 기공과 버블， 핵분열 생성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고밀화는 이론 밀도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데 주상 입자 

성장 부분 중 중기의 증착으로 생성된 부분은 이론 밀도에 가깝다. 

버블은 원자단위나 버블단위로 이동한다. 입내에 생성된 버블은 스웰링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가스가 입계에 도달하면 버블로 석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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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될 때까지 성장한다. 또한 버블이나 버블이 있는 입계는 서서히 움 

직여서 입내에 있는 버블올 sweep한다. 가스는 최종적으로 균열 둥을 통해 

서 방출된다. 핵연료는 운전 후의 정지시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때에 

가스의 방출이 많이 빌생한다. 중수로의 경우 최대의 스웰링은 약 150<)"C 에 

서 발생한다. 업계 버블에 의한 기공도， P는 

p= 요- Nr. R ~ 7r g3 으로 표시되느데 a느 입자 반경， NGB는 반경 2a lY GB 3 π GB -=--= ..ll. "14 L. ~I I， a ~L 

RGB인 버블의 개수이다. 한 실험의 결과는 a = 15 X 1Q-6m, NGB = 6 X 

1Q12/m2, RGB = 2.25 X 1Q-7m로 P = 2.9%를 나타낸다. 150()"C 에서 핵분열 

생성물(고체)에 의한 부피 증가는 약 0.6%라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3.5%의 

부피증가를 보이며 실측치인 3-4%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결체 물성의 변화는 조사시험에 의한 실증 data가 펼요하 

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펼요한 물리적인 형태 및 성질을 갖는 소 

결체의 제조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의 DUPIC 핵연료나 MOX 

핵연료 둥의 활용에는 펼수적이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DUPIC 핵 

연료와 MOX 핵연료의 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조만간에 

그에 대한 제조기술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요즈음에는 소결체의 연소도에 따른 O/M:비의 변화가 핵연료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중수로핵연료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분야로 부 

상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조 및 연소 중에 산소 potentia1 

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변화가 핵연료의 O/M: 비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소결체의 불성이 변하여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소 potentia1의 모렐링 및 측정방법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거 

의 확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에서 potentia1과 전류를 공급하여 노내의 

산소 potential을 조절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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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 중앙 hole은 fission gas의 포집공간올 제공하는데 원자로 내에서 

변형할 때 치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운데 hole이 있는 소결체를 제조하는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 

다.연료봉 

연료봉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변수로는 ax때 gap, pellet-sheath gap, 

sheath thickness, filling gas, plenum void 퉁이 있다. 특히 pellet-sheath 

gap은 PCMI와 직결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핵연료가 초고연소도용 

으로 개발될 때 PCMI를 줄이기 위하여 피복관 내부 도포의 종류와 양 및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PCMI의 대표적인 웅력부식 균열의 

실험내용과 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용력부식에 관한 연구는 부식분위기와 웅력올 받는 채료에 대해서 유사 

한 환경올 만들어 실험하는데 핵연료피복관은 요오드 분위기에서 일정 웅력 

올 가하여 실험한다. 피복관을 길이방향으로 한쪽만 절단하여 벌리면 일정한 

용력올 쉽게 가할 수 있으며 밀봉된 공간에서 요오드를 첨가하고 온도를 상 

숭시켜 균열이 발생하는 것올 관찰하게된다. 

310 MPa의 초기 용력올 가하면서 573K의 온도에서는 요오드의 중기압 

이 10 KPa (0.1기압) 이상이 되면 3 시간 이내에 균열이 발생하며 5 - 400 

gl:?!m3 
( 25 - 2αm μg l:?!cm2 )의 농도에서는 200 - 100 시간 후에 균열이 

나타난다. 한편 2 - 3.5 gl:?!m3 의 농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 

서 이 조건에서의 웅력부식올 위한 최소의 요오드 농도는 4 gl:?!m3 (20 μg 

l:?!cm2) 이다. 

온도의 영향올 살펴보면 220 "c이하에서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으며 300 

- 230 "c 구간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균열발생 시간이 증가한다. 또한 내면 

을 산세한 경우는 280 .C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산세가 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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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예상부를 제거하며 국부 내부웅력올 제거함을 알 수 있다. 

내부웅력과 변형올 변화시킨 시편에서는 변형보다는 내부웅력이 웅력부 

식균열에 크게 영향을 준다. 즉 가공올 많이 하여 변형이 많더라도 내부옹력 

이 작으면 웅력부식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는 피복관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웅력부식을 일으키지 않도 

록 제조 공정이 개발되어 있으나 조사에 의해서는 옹력부식균열올 일으킬 

수 있다. 1 X 1024 n1m2 의 고속 중성자에 의해 균열 발생율이 심한 경우 

80% 이상까지 증가한다. 이 현상은 피복관의 항복강도의 증가(같은 조사에 

의해 3배정도의 항복강도 증가)와 직결되지 않는다. 중성자의 영향은 

slip-step과 관련되는데 점결합 동의 내부 결함이 많은 재료는 slip이 쉽게 

일어나면서 slip band 내의 결함을 쓸고 지나가 결함이 없는 부위가 생성된 

다. 이 slip plane가 이동하여 피복관의 표변에 도달하면 표면 부위의 산화충 

올 파괴하여 균열 발생올 쉽게 해주는 site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 기술한 방법 이외에 SIMFEX( simulated fuel expansion)와 압력관 

시험이 었다. 압력관 시험은 피복관의 용력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장챔이 

있으며 SIMFEX는 소결체의 균열을 이용하여 국부 옹력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SIMFEX의 실험에서는 요오드를 넣지 않은 경우의 피복관은 변형이 최 

대 웅력 방향인 45도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파괴되며 요오드를 첨가하면 균 

열 이외의 부분은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전형적인 웅력부식균열을 잘 모사 

하고 있다. 

PIE 혹은 실험실적인 자료에 근거하면 power ramp에 의한 파손은 핵분 

열생성물에 의한 웅력부식균열이다. 핵분열생성물 중 요오드는 쉽게 이동하 

여 피복관과 접촉하여 웅력부식균열을 일으킨다. 이러한 것들은 실험실적인 

결과와 잘 일치한다. 피복관은 230 "c이상의 온도에서 310 MPa의 옹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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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에 의해 균열이 생기며 균열은 입계와 입내에 모두 생성된다. 

용력부식균열에 의한 파손까지의 시간은 요오드의 양과 직결되며 3 x 

10-3 glcm2 이상에서 발생한다. 인장웅력은 조사의 효과와 같이 용력부식균 

열에 큰 영향올 준다. 

웅력부식균열에 서 변형율이 감소할수록 파괴까지의 총 변형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한다. 1.2 - 8.9 x 1024 ψ'm2의 조사에 의해서 웅력부식균열은 급 

격히 가속된다. 조사시 0.8%의 파피변형은 미조사시의 1.8 - 15.9 %에 비해 

대단히 작다. 

연료봉 특성 중에서 fission gas의 양과 종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연료 

봉 내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gap conductance 및 부식에 영향올 주기 때 

문이다.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fission gas의 양이 중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피복관으로는 zircaloy를 사용하는데， 현재의 두께로는 고연소도에서 견디 

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내부 도포제와 함께 두께의 증가도 고려하여야 할 

것 이 다. 또한 피 복관의 Young ’s modulus, therma1 expansion coefficient, 

therma1 conductivity, friction coefficient 둥의 재정 립도 요구된다. 

다. 용접공정 

Endcap파 endplate의 용접과 pads의 부착도 초고연소도의 경우는 

data가 없으므로 연료봉의 제조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현재 저항용접과 더불 

어 TIG나 laser, electron beam welding을 고려 중에 있으며， laser의 경우는 

DUPIC 핵연료 개발에서 연 구중에 있다. 이들 용접에서는 haz 부위의 물성 

과 이에 따른 원소의 편석이 중요관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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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anced coating에 대한 타당성 검토 

Advanced coating은 banier metal의 도포， CANLUB의 개 량， 

siloxane의 개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BWR에서 사용 중에 있는 Zr b없ner 

에 대하여는 이의 CANDU에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하 

며， CANLUB의 개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 

포제인 siloxane의 사용이 가장 효융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189] 

Siloxane은 현재 상용로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성능에 대하여는 

AECL에서 일부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19이 

연료봉에서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htdheat transfer coefficien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복관 내부의 조 

도와 filling gas 둥이 있는데 이 모든 요인들은 ELESIM과 ELESTRES 등 

의 modelling code에 사용된다. 이들 code는 설계 변수의 영향올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 model의 분석능력의 확증을 위해서는 온도 의존성이 많은 핵 

연료의 특성(예， fission gas release)을 계산하고 이를 실험 값과 비교해 보 

아야 한다. 일련의 노내조사 시험결과 axi떠， di따netral 및 원주방향의 ridge 

formation에 대하여 siloxane의 str머n이 graphite 도포보다 작았는데， 이는 

운전중의 온도와 비례하는 것으로서 동일 조건에서 siloxane 도포의 핵연료 

의 온도가 graphite 도포의 온도보다 낮은 것 올 나타내 어 준다. 즉 siloxane 

coating은 명백하게 htc를 향상시킨다. 이에 따라 siloxane 도포의 경우는 연 

료봉의 내부 웅력이나 변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었다. 

Fission gas의 방출에 서 는 siloxane 도포는 DAG-l54나 uncoated에 비 해 

서 낮은 가스 방출이 일어나며， 표면이 거칠수록 가스방출이 많아진다. 이는 

가스 방출 면에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의 data가 일치하지 않는 graphite의 

경우보다 탁월한 기체 방출 억제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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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실험의 결과에서 siloxane 의 경우는 graphite의 경우보다 

우수한 특성올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power ramp 시의 파손 저항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siloxane은 초고연소도 중수로핵연료의 파손 방지용으로 

매우 효과적인 도포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의 실용을 위해서는 도포 공정의 

확립과 이에 따른 siloxane의 부식억제 기구를 정립해야한다. 지금까지 

graphite 보다 우수한 특성올 나타내는 siloxane의 사용이 안돼는 이유는 

siloxane의 원재료인 grease 내에 합유된 수소의 영향에 대한 AECL 측의 

노내 조사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러운데도 이용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 

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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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 장 딴홈개발쭉훌훌 딸성도 

및 대외 기여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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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 장 연흩개밟 뿔흩의 

댈 대외기〔빼흘 

짧성도 

한국 고유의 셜계 개념 및 특성을 갖는 핵연료 부품 및 기술개발 타당 

성 조사연구를 위해 해외 고성눔핵연료 기술현황 조사 및 현황 분석이 수행 

되었으며 국내외 핵연료관련 연구개발방향 및 특허기술 조사와 신형 핵연료 

성능 목표치 설정을 위한 주기계획 분석 및 경제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중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에 직접 사용될 

것이며 향후 핵연료 개발방향 설정에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 

현재 원전의 가동조건은 기존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인 Zircaloy-4합금 

이 견디기 어려운 고연소도， 고pH운전 둥으로 변하고 있는 추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식성과 크립저항성이 Zircaloy보다 월둥히 우수한 고성 

능 피복관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70，αm 

MWD/MTU이상의 연소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합금 피복판을 개발하는 것 

이다. 당해 연도에는 본격적인 신합금 개발 연구에 앞서서 핵연료 피복관용 

신합금 개발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하여 

외국의 원전기관에서 수행중인 신합금 개발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지금까지 퉁록된 외국의 특허자료를 분석하여 합금 개발방향올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실채로 100 여종의 예비후보합금을 설계하 

였다. 

당초 목표인 타당성 조사연구보다 훨씬 앞서서 합금 개발방향올 껄정하 

고， 특허조사 및 문헌조사를 근거로 100여종의 예비합금을 셜계하였으며 제 

조공정 최적화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이는 당초목표보다 초과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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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당해 연도에 수행된 기반연구는 다음단계에서 본격 

적으로 수행 예정인 신합금 개발 연구에 중요한 database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핵연료 소결체의 기술현황 분석을 통하여， U02 소결체에서 

는 첨가물 및 소결분위기가 소결체의 마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 

석하였고，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에서는 UÛ2-Gd2Û3 핵연료의 소결기술 및 

물성에 대한 분석올 실시하였다. 또한 국외 기술의 한계와 대책올 검토함으 

로써 앞으로 국내에서 소결체 개발올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발방향올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실험적인 예비 연구를 통해서 U02 소결체에서 첨가물과 소결 

밀도 및 결정립 크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U02-Gd203 핵연료 

소결체에서 분말 종류와 소결분위기가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하였 

다. 

냉각 및 이물질여과 성능향상과 관련한 연구개발 목표는 냉각성능 증가 

장치 및 이물질여과장치의 기술현황 분석， 지지격자가 CHF에 미치는 영향， 

핵연료 열수력 성능관련 엄계열속 및 압력손실 자료 DB 확보， 유동장 분석 

코드 CFX 특성 평가 및 핵연료 다발 유통 예비 분석 그리고 핵연료 임계열 

유속 예측 모텔 평가이다. 

지지격자 및 이물질여과 장치에 대한 해외 기술 현황은 각 사별로 기술 

현황 및 기술 수준이 조사되었고 137종의 미국 특허자료도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핵연료 성능향상을위해 해외 핵연료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상과 개념을 

통해 성능향상올 시도하고 연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 현황 

분석이 기존 기술의 특허를 피하고 고유기술에 대한 개념도출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유기술올 개발하기위해서는 기초/기반기술부터 체계 

적으로 연구되어야 함도 알 수 있었다. 

지지격자의 기반기술관련 핵연료다발내 유통구조 및 지지격자가 CH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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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둥이 조사되었다. 핵연료다발의 복잡한 부수로 형상에서의 유동 

현상 파악은 앞으로 개발할 지지격자의 기술 방향올 제시하고 이를 극대화 

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열수력적 영향에 대해 

서도 검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는 핵연료 다발내 유동 

의 난류와 난류혼합을 증진시켜 CHF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CHF를 감소시킬 수도 있음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향후 핵연료 다발내의 유동특성 및 CHF 발생기구에 대한 상세한 이 

해를 통해 압력손실올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CHF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지지격자에 대한 후보모형들이 가시화되면 이들 모형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상용화된 전산유체 해석용 코드들중 복잡한 형상의 모델 

령이 비교적 손쉬운 CFX-F3D를 선정하여 기초 유동장 문제와 지지장치가 

없는 핵연료 다발내 유동문제를 분석하였다. 신형 핵연료 개발과채와 판련하 

여 다양한 형태의 부품(지지격자， 유통 혼합날개， 상.하단고정체 둥) 셜계에 

대한 수치해석적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검 

증실험에 앞서 수치해석 실험을 통해 최적셜계된 핵연료 집합체 부품의 예 

비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핵연료 다발내 유통장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유동장 분석에도 전산유체 해석코드의 활용이 기대된다. 

한편 노심 열수력 셜계 및 안전해석시 필요한 임계열유속상관식중 원형 

관에 기초한 임계열유속표를 핵연료다발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여 보 

았다. 그 결과 엄계열유속표가 직접대입법의 경우 W-3R보다 성능이 우수 

하며 열평형방법의 경우는 핵연료다발 상관식인 EPRI-l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형원자로와 같이 다양한 형상과 운전조건에 대 

한 임계열유속 예측시 임계열유속표 방법은 그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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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유모형의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개발 타당성 분석올 위하여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와 관련된 특허중에서 최근 10년이내에 미국내 

에 퉁록된 특허 를 인 터 넷 (주소 http://patents.cnidr.org/ 및 http:// 

fetch.cnidr.orgj)올 통하여 검색하고 수집한 특허 154종(지지격자체 137총， 

상.하단 고정체 17총)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허 검토/분 

석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개선과청파 

이들 부품들에 대해 특허에 이르게된 배경， 특허의 범위 그리고 특허 내면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들올 파악함으로서 향후 우리 고유모형의 핵연료 구조부 

품올 개발하고자 할 때 기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올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분석하는 중에 특허출원 국가， 특허출원 회사 그리고 특허 출원 

연도 및 특허 내용을 기능적으로 분류함으로서 이들 구조부품의 개발 방향 

올 파악할 수 있었다. 특허 분석에서 얻은 결과들은 발간된 한국원자력연구 

소 기술보고서에 수록되었다. 

또한 미국의 웨스탱하우스사， ABB-CE사， SPC사둥의 최신 핵연료 발 

표자료 그리고 독일의 Siemens/K.WU사， 프랑스의 Fragema사， 일본의 

Mitsubishi사 둥의 신연료 소개책자 동올 검토/분석하여 이들 핵연료 공급자 

들의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동향올 분석하였고 이들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 

계/구조적 기반 기술들올 도출하였으며 향후 우리 고유모형의 핵연료 구조 

부품올 개발하고자 할 때 수행하여야 할 연구방향둥을 정리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소 기술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지지격자체에 대한 지지격 

자체 구조강도의 실험적 평가는 핵연료 안전성면에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 

현재 국내에 도입된 핵연료 셜계기술들(Siemens/K.WU사， 딴사 ABB-CE사 

의 셜계기술)에서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 시험 절차 및 시험방법둥에 서로 

다르다. 따라서， 향후 우리 고유모형의 지지격자체를 개발하면 반드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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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지지격자체 좌굴강도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위의 외국 3개 회사 사용 

하고 있는 지지격자체 기계/구조적 시험 방법론 및 절차 둥을 분석하여 우 

리 고유 모형의 지지격자체 좌굴강도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을 

도출하였고 발간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고유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지지격자체에 

대해서는 격자{celD내에서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격자체 후보모형 3종(지지격자 스프링 형상 관련 2종 및 지지격자 형상 

관련 1종)과 냉각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혼합날개의 형상과 관련 

된 지지격자 후보모형 1종올 고안하여 특허출원올 검토하는 중에 있다.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개발에 펼요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 

의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반기술들에 대한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의 

기술현황올 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추진해야할 연구방향올 정리하였다. 

미국내에 둥록된 상.하단 고정체 및 지지격자체에 대한 최신의 특허 

154종을 수집하여 특허내용， 청구범위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들， 지지격자 

체의 기계/구조적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 그리고 해연료 

구조부품의 개발동향 빛 향후의 연구방향올 분석한 결과를 한국원자력연구 

소 기술보고서 4종올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들 구조부품들올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할 연구/개발방향올 설정하였다. 향후에 이 기술보고 

서들은 우리 고유 의 핵연료 구조부품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신형 혜연료 개발올 위한 개발방향의 설정올 위하여 국내원전을 모렐 

로한 장주기용 주기계획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병행되었다. 

또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열전도도 모텔， 

핵분열기체방출 모렐，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소결체의 1명윤 및 크립，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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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적/기계적 종합 거동모탤， 피복관 빛 안내관의 조사성장 모텔， 고연소 

도 핵연료의 과도상태 거동 둥의 개선방향을 셜정하였다. 이는 향후 경수로 

용 신형 핵연료 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형 중수로핵연료의 타당성 연구로서 시작초기에 셜정한 기반기술의 

타당성 분석과 요소기술의 도출 둥은 향후에 본격적으로 신형 중수로핵연료 

관련 연구가 수행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기반 자료로 제공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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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염구개휩훌 훌첼과의 활용 겨l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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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5 ^~ c> f쁨￡면개 밝 뿔고}의 활흩훌 겨l 획 

신형 핵연료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인 경수로용 신형 핵연료 개발과제에 직접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 

국 고유모델의 경수로용 고연소도/고성능 신형핵연료 개발에 직접 활용하여 

핵연료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에 적용하고 UQz 소결체 및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 개발 및 핵연료의 냉각성능 향상기술개발과 이물질여과 성능향상 기 

술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핵연료의 구조부품 및 구조성능향상올 위한 

기술개발과 핵연료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성능평가 기술 빛 연계 기술개발 

에 직접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체형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에 접목 

활용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핵연료 개발방향 설정에 활용될 것이다. 

핵연료 피복관용 신합금 개발의 목표는 내식성이 Zircaloy-4나 ZIRLO 

보다 우수하고 기계적 특성이 Zircaloy-4와 유사한 신합금올 개발하는 것이 

다. 당해 년도에 수행된 타당성조사 연구와 예비특성시험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합금 개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합금개발 관 

련 기초연구와 자료조사를 보완하여 합금 설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1차 

적으로 약 100여종의 예비합금을 설계한 후 이들 합금올 판재시편으로 가공 

하여 우선적으로 내식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계적 특성， 크립특성， 미세조직 특성을 조사하여 1차 후보합금 

올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합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수 

행하여 2차 후보합금올 재선정 및 재평가 후 최종 2-3종의 후보 신합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합금에 대해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노내특성을 평가 

활 예정이며 노내성능이 우수한 합금에 대해서만 피복관으로 제조할 계획이 

다. 제조된 신합금 피복관에 대해서는 부식， 기계적 특성， 크립특성， burst 특 

-395-



성， LOCA특성 풍의 노외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하나로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손상 및 노내크립특성 시험올 수행한다. 또한， 제조된 피복 

관은 path finder 연료봉으로 가공하여 상용로에서 실증시험올 수행하여 최 

종적으로 국내 고유 신소재 피복관을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수행된 신합금 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는 추후에 본격적으로 수행될 신소재 피복관 개발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결체 개발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앞으로 핵연료 소결체 개발올 국내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 연구기획 및 연구방향 껄청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또한， U02 소결체에서 첨가제를 이용하여 소결밀도를 높이는 기술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되며 고연소도 핵연료에 필요한 가연성 

홉수물질 소결체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지격자 및 이물질여과 장치에 대한 특허자료 분석은 연구방향의 설 

정 및 고유기술 개발시 기존 특허의 청구범위올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자적 

인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지지격자는 단순히 연료봉 

올 지지할 뿐만이 아니라 CHF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음으로 CHF에 대한 지 

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냉각성능이 우 

수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개발은 물론이고 CHF 발생기구의 규명에도 활 

용하고자 한다. 

유동장 분석코드인 CFX-F3D는 복잡한 형상의 유동장 모탤링이 가능하 

고 또한 다양한 유통모델올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 다발내 유통특성 분 

석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유통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형상올 선정하는 작업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선정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유통특성 실험에 필요한 자료 

를 생산하므로써 최적의 실험기반올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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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계열유속표 방법은 새로 개발되는 신형핵연료에 대한 임계열유속시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예비분석용으로 노심의 열수력 설계 및 안 

전해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측성능의 향상을 위해 일부의 보 

정인자에 대해서는 기존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성능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관련 륙허 검토결 

과， 지지격자체 기계적 시험 방법론 비교 결과， 구조부품 개발동향 분석 관 

련 자료 그리고 도출된 지지격자체 개발 관련 Guideline들은 향후 우리 고유 

의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 기존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유 모형의 구조부품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 

차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지격자체 및 상.하단 고정체 개발에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술들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한 것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과 우리의 기술수준틀을 비교하여 우리 기술수준을 되톨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의 기술 수준도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후속과제 수행시 우리 고유 

의 핵연료 구조부품 모형올 개발하고 관련 기반기술들을 확립하고자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할 연구/개발 방향을 정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연료봉의 지지건전성 빛 냉각성능올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격 

자체 후보모형 4종에 대한 특허출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특허를 출 

원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후보모형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 특 

성분석올 수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모형에 대해서는 지지격자판을 제조 

한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의뢰하여 특성시험용(기계/구조적 특성시험 

및 냉각성능/수력적 특성시험) 시제품 제작올 의뢰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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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되 면 후보모형 들의 특성 올 비 교평 가하기 위 한 시 험 (Screening test) 

올 수행하여 특성이 우수한 주후보 모형을 선정하고 추가로 상세시험(기계/ 

구조적 상세시험 및 CHF Test)을 수행하여 성능 입중용 데이타 베이스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둥올 산업체에 이관하여 조속히 차세대용 핵 

연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연소도/고성능의 우리 고유모텔 핵연료 개발에 따른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후 도출된 개선연구 방향에 따라 연구. 

수행하여 고유모렐의 핵연료 성능평가 및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 

주기에 따른 주기계획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원전과 개발기술의 연계성 

올 평가하고 지속적인 핵섬 기술별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핵연료 성능평가를 위한 기초기반기술의 확보 

와 database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형 중수로핵연료 기술개발은 향후에 이용될 초고연소도 중수로핵연료 

둥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로서 현재 수행중인 DUPIC 핵연료 개발 과제에 

서 연계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연계될 DUPIC 핵연료 개발의 관련 분야에서는 신형 중수로핵연료 개 

발에 소요되는 기반기술 뿐 아니라 신형 중수로핵연료의 소결체 및 연료봉 

의 개량파 핵연료 셜계/해석 기술개발， 조사시험 둥을 통한 성능평가 기술개 

발 퉁이 수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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