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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일체형원자로 노심설계기술개발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피동 및 고유 안전 개념 등의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전의 사고시 동력, 운전원의 조치 등의 인위적 

조치를 극소화하고 자동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열적 여유

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출력 노심을 채택하며 계통 설비 단순화를 위하여 

무붕산 노심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초장주기 운전

을 요구하고 있다. 초장주기 운전 조건은 무붕산 운전 개념에 따른 정지 

여유도 확보와 함께 가연성 독봉 및 제어봉 설계에 큰 향을 미치는 인

자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개발은 기존의 상용 원자로 노

심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코드 체계를 포함한 설계 방법론 등 설계 

기술의 수정, 보완, 개선 또는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새로운 Data 

Base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요건하에서 1997년 7월부터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소형 일체형원자로 SMART의 

개념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체형 원자로 노심 기본 설계 개

발과 이에 필요한 고유 설계 기술 체계를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2단계 목표인 노심 기본 설계를 위하여 초장주기/무붕산 노심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노심 장전 모형을 선정한

다. 선정된 노심 장전 모형을 대상으로 핵적,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며, 

핵연료 성능 해석을 수행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무붕산 노심에 적합한 노

심 보호 및 감시 계통 개발과 방사선 차폐 설계를 수행한다. 또한, 원자로

의 안전 및 성능 해석과 타 설계분야의 설계/해석 등에 필요한 연계 자료

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일체형 원자로 기본 설계 수행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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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기본 설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념 설계 단계에서 구축한 핵 설

계, 열수력 설계, 차폐 설계 등 코드 체계를 보완/개발하며, 무붕산 노심 

설계 최적화 관련 기술, 감시/운전 지원 체계 관련 기술 및 보호/감시 계

통의 기능 모듈의 개선/개발 등을 통하여 노심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꾀한다. 

이러한 SMART 노심설계 개발과 접목된 신기술 및 연구 결과물들은 궁

극적으로 원자로의 안전 여유도와 운전 여유도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소형 일체형원자로인 SMART 뿐만 아니라 기존 대용량 원자로에

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원자력에너지 기술의 

완전 자립과 기술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 대한 연구는 일체형 원자로의 전반적인 노심 설계/해석

에 필요한 분야별로 세분하여 수행하 으며, 각 분야별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심 핵 설계

열출력 330MW(전기 출력 100MW)급의 일체형 원자로(SMART)의 

초장주기, 무붕산 운전 개념에 필요한 제반 제한 조건 및 목표를 포함한 

노심 핵 설계 기준 및 요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는 

최적 노심 장전 모형을 설계하고, 동 노심에 대한 핵적 특성 및 안전성을 

분석한다. 최적 제어봉 운전 전략을 작성하고 제어군 최적화를 수행하며, 

부하추종운전에 대한 노심 특성과 반응도 제어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타 

설계 분야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산한다.

2. 노심 열수력 설계

열수력 설계 업무의 목표는 정상 운전 상태 및 예상되는 과도 상

태에서 노심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열수력 코드 체계 및 CHF 해석 체계를 개

발하고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 열수력 설계 방법론을 정비하여 열수력 

설계 자료 생산 및 열적 여유도 평가를 수행한다. 자체 개발한 M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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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사용하여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을 위한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집합체 CHF 실험 자료 수집을 통하여 CHF Data 

Base를 구축하며 국부 조건 CHF 상관식 체계를 개발한다. 이로부터 기본

적인 열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고, 정상 상태 열적 여유도 및 과도 상태 

DNBR 분석을 수행한다.

3.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 설계

SMART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의 설계 요건을 정립하고 기능 설

계를 수행한다. 노심 보호 계통의 원자로 정지 기능을 예비 결정하고, 설

계 제한 인자를 설정하며 설계 기준 운전 조건 및 사고를 선정한다. 계통 

기능 해석 모듈을 개선 또는 개발하고, 노심 안전 및 운전 여유도를 예비 

평가한다.

4. 방사선 차폐 설계

SMART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ICRP60과 10CFR20의 검토를 

통한 방사선 방호의 목적 및 기준을 설정하고, SMART 원자로의 방사선 

차폐 해석에 필요한 차폐 해석 방법론을 정립하며, SMART 계통에 대한 

방사선 선원항 평가, 방사선 차폐 해석, 방사선 물리 자료 평가 및 임계도 

해석 등을 수행하므로써 SMART의 방사선 물리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 자료를 생산한다.

5. 핵연료 설계

SMART 노심 장전 모형에 따라 연소되는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며 

연료 설계 자료를 생산한다. 연료 설계 방법론 및 모델 평가와 관련하여 

설계 해석 코드 체계에 대한 기술 개선 및 개발을 수행한다. 

6. 노심 설계 기술 개발

SMART 노심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양 충족에 필요한 기술 항목

을 도출하고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전산 코드 체계를 개선, 개발한다. 

일체형 원자로에서 많이 채택되는 정방형 및 비정방형 노심에서의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 상태의 노심 거동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통

합형 노심 해석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석 방법론 개발과 개별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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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비한다. 구축된 전산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노심 설계 방법론을 개선

하며 노심 반응도 제어 기법, 노심 설계 최적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

호/감시 계통 기능 개선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하여 노심 안전성 및 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IV. 연구 개발 결과

1. 노심 핵 설계

SMART 노심의 기본 설계를 위하여 무붕산 운전 및 초장주기 주

기 길이 요건 등 노심 설계 요건 및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만족하는 열출

력 330MW의 노심 장전 모형을 선정하 다. 

주기 길이 3년 이상의 초장주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농축도 4.95%

의 UO2를 핵연료로 사용하 으며, 잉여 반응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량의 

가연성 독봉이 사용되었다. 가연성 독봉은 주기 길이 동안 집합체의 반응

도가 가능한 일정하도록 Al2O3-B4C와 가돌리니아를 혼합하여 사용하 다. 

노심은 국내 상용 가압 경수로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17x17 형태의 핵

연료 집합체를 SMART에 적합하게 유효 길이 2m로 변경하고, 혼합 날개

를 부착하여 열적 성능을 개선한 SMART용 핵연료 집합체 57개로 구성

하 다. 

무붕산 노심의 특징으로 제어봉 삽입 운전이 필요하며, 제어봉은 고온뿐

만 아니라 상온 조건에서도 충분한 정지 여유도와 핵연료 취급 시 임계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설계의 결과를 기준으로 첨

두 출력 및 이탈 제어봉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노심에 49개의 제어봉

을 사용하는 노심을 제안하 다. 

개념 설계에서 사용한 41제어봉 모형은 높은 첨두 출력을 나타내며 이

탈 제어봉가 크게 나타났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5제어봉 장전 

모형과 49제어봉 장전 모형이 연구/비교되었으며, 최소 49제어봉 모형이 

앞의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9개의 제어봉은 제어봉 

인출사고까지 고려하여 2개의 기동제어군과 4개의 조절제어군으로 나뉘었

으며, 140cm의 중첩 전략을 사용하여 첨두출력 및 이탈제어봉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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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켰다.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과 동시에 가연성 독봉은 축 방향으로 구별하여 

장전함으로써 축 방향 출력 분포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노심 첨두 출력 최

적화를 이루었다. 49개의 제어봉은 전체 주기 길이에 걸쳐 상온 정지 여유

도와 핵연료 취급시 임계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제어봉의 중성

자 흡수체는 노심 삽입 운전을 고려하여 Ag-In-Cd으로 선정하 다. 첨두 

출력이나 이탈 제어봉가에 최소의 향을 미치며, 가연성 독봉 장전 형태

에 따른 구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심 장전 모형을 단순화하 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노심 상부로부터 삽입하도록 설계되었던 노내계측

기는 노심 하부로부터 삽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노내계측기와 제

어봉간의 간섭이 제거되었으므로, 제어봉의 흡수봉은 21개에서 24개로 변

경하 으며, 노내계측기 위치도 집합체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 다.

3차원 노심 연소 및 해석 코드 체계인 CASMO-3/MASTER 코드를 이

용하여 연소 계산 및 노심 핵 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제안된 노심 장전 

모형에 대하여 주기 길이, 출력 분포 및 첨두 출력, 정지 여유도, 반응도 

계수 등 기본 핵 특성 인자들을 평가하 다. 3차원 첨두 출력 인자는 최대 

2.05로 제한치 3.29와 비교하여 충분한 여유가 있으며 AO(Axial Offset)도 

-0.2 ∼ 0 사이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SMART 노심

은 축 방향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 방위각 방향에 대하여도 제논 진동에 

대하여 대단히 안정적임을 보 다. 3차원 제논 동특성 모사 계산을 통한 

제논 안정성 분석 결과 SMART 노심의 축방향 안정성 지표는 주기초/주

기말 각각 -0.1187/-0.1458 (hr-1) 등으로 제논 진동에 대단히 안정적임을 

확인하 다. 방위각 방향, 반경 방향으로도 동일한 크기의 안정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핵연료 온도 계수는 약 -3.5 pcm/℃로 상용 가압 경수로와 유사한 음의 

값을 보이며, 감속재 온도 계수(MTC)는 주기 길이 동안 전출력 조건에서 

-65 ∼ -45 pcm/℃로 항상 강한 음의 값을 보이는 무붕산 노심의 특성을 

보인다. 상온 조건에서도 MTC는 음의 값을 나타내 노심의 고유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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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업무를 위하여 생산한 핵설계 자료에는 열수력 설계를 위한 노심 

및 핵연료에 대한 다양한 출력 분포 자료, 핵연료 설계를 위한 출력 이력 

및 출력 분포, 연소도 자료 등이 있고, 안전 해석을 위한 보수적인 핵특성 

자료와 개별 사고 해석용 핵설계 자료가 있으며, 성능 해석을 위하여 최적 

평가된 핵 특성 인자들이 있다. 핵설계 자료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고 및 

과도 현상은 제어봉과 관련하여 인출, 낙하, 이탈 사고 등과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주증기관 파단사고가 있으며, 비대칭 증기발생기 과도 현상이 

있다. 원자로의 운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 핵특성 자료에는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가 포함된다. 이 외에 제어봉 삽입 불능 사고를 대비한 비

상 붕산수 저장 탱크의 용량 결정을 위한 최소 붕소 농도를 평가하 다.

무붕산 원자로의 특성상 고온 전출력에서도 제어봉이 노심에 깊이 삽입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제어봉 이탈 사고가 원자로 설계에서 고려

해야 할 요인 중 가장 제한적인 요인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적으로 49개의 제어봉을 설치하고,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을 채택

하 으며, 해석적 방법으로는 상세한 노심 해석이 가능한 시간 종속 3차원 

노심 해석 코드 MASTER를 이용하여 보수성을 유지하며 봉별 3차원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심 냉각 

성능 유지 기준인 핵연료 엔탈피 제한 값 280cal/g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

으로 판명되었으며, 핵연료 온도도 용융점으로부터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제어봉이 삽입되고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의 노심 출력 

및 출력 분포 변화와 pin census 결과를 열수력 해석 그룹에 전달하여 

DNBR 위배에 의한 핵연료 손상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SMART의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

를 가정하고, 부하추종운전을 평가하 다. 현재 제안된 운전 제어 논리를 

기준으로 부하추종운전을 하더라도 첨두 출력 기준이 만족되며, 반응도 제

어를 위한 제어봉도 이동 거리 기준으로 볼 때 원전 수명 60년 동안 교체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일반설계기준 26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는 제어봉 외에 다른 형태

의 반응도 제어계통이 필요하다. 강한 “음”의 감속재 온도 계수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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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심 반응도 제어가 가능하므로, 무붕산 원자로의 핵 특성을 이용하여 

냉각재의 온도 운전 범위를 확장 제안하고, 50% 이상 출력 범위에서 완만

한 출력 변동률을 갖는 부하추종운전시 냉각수 온도 제어만으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결론적으로 57개의 유효 길이 200 cm의 17x17 UO2 핵연료 집합체로 구

성된 SMART 노심은 초장주기, 무붕산 운전 개념을 만족시키며, 49개의 

제어봉은 상온 조건을 포함하여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어, 낮

은 출력 도, 큰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와 함께 원자로 고유 안전성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2. 노심 열수력 설계

노심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열수력 설계 방법론 및 분석 체계 

개발, SMART 노심 열수력 설계 분석 및 기본 설계 자료 생산, 열수력 

설계 코드 체계 개발, 그리고 집합체 CHF data base 구축 및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을 위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의 코드 기능 및 모델을 개선하고 실험 자료와의 비교

를 통하여 코드 성능을 평가하 다. 기존 COBRA 코드와 비교할 때 

MATRA 코드에는 규격화된 프로그램 구조, 자유로운 입출력 단위 변환, 

설계 변수에 대한 추적 계산 기능 등이 추가되어 코드의 효용성 및 사용

자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코드 예측 정확도 개선 및 적용 범위 확장을 위

하여 부수로간의 기포 이동 현상을 고려한 2상 유동 난류 혼합 모델을 개

발하 으며, 수치 해법을 개량하여 저유속 조건에 대한 수치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MATRA 코드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엔탈피 및 유속 분포 실험 자료, 유로 막힘 조건에서의 

유동 분포 실험 자료, 부수로간의 열혼합 실험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

다. 또한, 코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출력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한 SMART 노심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1/8 노심을 60 채널로 구성한 최적 lumping 모델을 개발하 으며, 열수력 

설계 출력 분포를 설정하고 타당성 및 보수성을 평가하 다. SMART 노

심의 정상 상태 및 과도상태 DNBR 해석을 위하여, 기본 집합체 CHF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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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료를 분석하여 저유속 조건에 적용 가능한 SR-1 국부조건 CHF 상

관식을 개발하 다. SMART 노심 운전 조건을 포함하는 질량 유속 1500 

kg/m2/s 이하인 706 개 CHF 실험 자료에 대하여 상관식 한계 DNBR은 

1.34로 평가되었다. SMART 노심 CHF 해석 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

여 집합체 CHF data base를 개발하 다. 25봉 정방형 집합체에 대한 

9,000개 이상의 CHF 실험 자료를 확보하 으며, 이를 MATRA 코드로 분

석하여 국부 조건 data base를 구축하 다. 집합체 CHF data base에 대

하여 CHF 상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CHF 예측 모형을 평가하 으며, 

CHF lookup table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토하 다. 정상 상태에서 통계적 

설계 방법론을 사용하여 SMART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 으며, 그 

결과 15% 이상의 열출력에 대한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려면 혼합날개가 

부착된 집합체를 사용하는 경우 반경방향 봉출력 첨두치가 1.72를 넘지 않

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해석에 필요한 열수력 설계 입력 자료를 

생산하 으며, 과도상태에서 DNBR을 신속 계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MATRA 코드의 21 채널 모델 및 단일 채널 모델을 안전 해석 분야에 제

공하 다. SMART 노심의 제어봉 이탈 사고 시 DNB로 인한 핵연료 파

손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MATRA 코드를 사용한 DNBR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기본 설계 노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ROPM을 25%로 설

정할 경우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DNB 파손율은 4.1%로 평가되었다. 수력

적 해석 결과 혼합날개가 부착된 핵연료 집합체의 수력 양력은 설계 요건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 설계

노심 보호 및 감시계통 설계분야에서는 노내․외 계측기 설치 위

치 및 개수 선정, 노심 감시계통 및 보호계통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SMART 노내계측기 배치는 핵연료집합체 장전과 제어봉 배치 및 핵연료

집합체 장전의 대칭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출력 측정

이 이루어지도록 21개의 노내계측기 설치 위치를 설정하 다. 또한 

SMART 노심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외계측기 요건을 설정하 으며, 이

에 따른 노외계측기의 종류와 위치를 선정하 다. SMART 노외계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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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함을 사용하여 노심보호용 계측기 4개, 제어용 계측기와 선원 역 

계측기를 각각 설치하 다. 노외계측기는 전 운전범위의 노심 감시를 위하

여 압력용기 내에 설치하 다. 노외계측기는 노심 중심에서 115.45 cm에 

위치하는 지름 5.0 cm 노외계측기 안내관에 설치되며 노외계측기의 출력 

측정 범위는 1.0E-08 ∼ 150(%전출력)이다. 

노심감시 및 운전지원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코드(MASTER)와 

연계한 3차원 노심감시 프로그램(SCOMS)의 기능모듈을 개발하 다. 개발

된 SCOMS의 출력 계산 모듈에서는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와 온라

인으로 연계하여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

하여 3차원 노심 감시 출력분포와 노심 첨두출력값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

발하 다. SCOMS를 이용하여 SMART 노심에 대해 검증계산을 수행한 

결과, SCOMS가 노심 선출력 도 생산용 노심 3차원 첨두출력값과 핵비

등이탈률 계산용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에 대해 최적 계산값

(best-estimated value)보다 보수적이면서 기존 방법보다 운전여유도를 크

게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SMART 노심 보호계통은 발전소 보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여러 가

지 운전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노심의 DNBR과 최대 선출력 도

를 계산하고, 예상과도운전상태에서 노심의 최소 DNBR과 노심 최대 선출

력 도를 설계제한치 이하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SCOPS는 측정 가능한 운전변수, 즉 노외계측기 측정값, 제어봉 위치, 

MCP 회전속도, 계통 압력 및 온도 등으로부터 LPD 및 DNBR을 실시간

으로 계산하는 SCOPS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 다. SCOPS의 DNBR 계

산 모듈에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 전산코드와 연계하여 보다 정

확한 노심 DNBR을 계산 할 수 있다. 

4. 방사선 차폐 설계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의 핵연료 집합체의 핵

분열 생성물, 노심의 운전 이력에 따른 붕괴열, 핵연료 가스 갭 방사능을 

평가하 다. 

1차 냉각재내 방사성 요오드의 예상 비방사능으로부터 I-131 등가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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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을 평가하 다. I-131 등가 비방사능은 0.6μCi/g로 평가되었는데 이

는 1차 냉각재의 I-131 등가 비방사능 제한치 1.0μCi/g보다 낮은 값이다.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의 R-Z 기하구조에 대하여 DORT 코드를 이용하

여 중성자 선속 및 선량을 평가하 다. SMART 노심 중간 높이 압력용기

외부에서의 전체 선량율은 5.0x106 μSv/hr로 낮아진다. 또한 노심 상부의 

가압기 하단부에서는 10 μSv/hr 미만으로 낮아진다. 원자로 덮게 부근에

서의 선량율 분포는 1.0x10-8 μSv/hr로 설계 목표치인 1.0 μSv/hr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60년 동안 90 %의 이용률로 운전되는 

SMART 압력 용기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압력용기 하단에서는 

5.89x1017 n/cm2으로 나타났고, 측면에서는 4.49x1016 n/cm2으로 나타났다. 

이는 10CFR50.61 및 US SRP의 제한 요건인 1.0x1020 n/cm2 보다 작은 값

으로 SMART 압력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SMART 집합체 내부에서의 속중성자 조사량은 감시시편함의 설치 여

부를 결정하는 속중성자 조사량의 기준치인 1.0x1017 n/cm2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어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연료 제어봉 이탈 가상 사고에 대한 EAB에서의 방사선 결말 분석을 

수행하 다. 핵비등 이탈율이 17.0%(ROPM 18%에 해당)로 증가해도 평가

된 선량은 10 CFR 100 선량한도의 25%로 설정된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제한치인 750 mSv(75rem)과 62.5 mSv (6.25rem)을 모두 만족한다.

HELIOS-MASTER 해석 체계를 이용하여 SMART 신연료 저장조에 대

한 임계도를 평가하 다. US SRP의 제한 요건인 유효증배계수 0.95 이하

를 만족하는 Rack의 최소 간격은 6.9cm로 나타났다.

안전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되는 에너지 재분포 인자(ERF)는 최고 열 

출력을 갖는 핵연료 봉의 핵연료와 피복재에 흡수되는 상대적인 핵분열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별로 피복재를 포함한 핵연료 봉의 감마에너지 흡수율을 평가하

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SMART에서의 Pin/Box 비율에 대한 에너지 재분

포 인자를 생산하 다. 방사선 차폐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 평가한 결과들

은 분야별 제한치 이내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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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설계

SMART 핵연료는 17x17 KOFA 핵연료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

었다. UO2 소결체와 Zircaloy-4 피복관을 사용하는 핵연료봉의 외경은 9.5 

mm, 소결체의 외경은 8.05 mm, 피복관의 두께는 0.64 mm, 그리고 연료

봉 내 소결체의 적층 길이는 2,000 mm이다. UO2 핵연료의 U-235 농축도

는 4.95 wt.%이며, 가연성독봉으로는 4.0 wt.% Gd2O3/UO2를 사용하는데, 

3년 주기로 노심의 핵연료를 전량 교체한다.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은 

119.91 W/cm이며, 전출력 운전시 냉각수의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

각 270℃ 및 310℃이다.

핵연료성능분석코드를 사용하여 SMART 핵연료봉의 연소 거동을 분석

한 결과, 핵연료 온도, 핵분열 기체 방출 그리고 피복관의 부식 및 변형률 

등의 모든 핵연료 성능인자들이 설계기준을 만족하 다. 따라서 SMART 

노심에서 연소중에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유지됨이 입증되었다. 

SMART 노심에 사용될 핵연료 집합체는 연료봉의 유효길이(Effective 

Length)가 2,000 mm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연료집합체는 24개

의 안내관, 1개의 계측관을 가지며 연료 길이가 줄어들어 지지격자는 상,

하 두 개의 인코넬 지지격자와 내부 3개의 지르칼로이 지지격자를 가진다. 

집합체 축방향 길이감소 및 지지격자 개수의 감소로 인해 열수력적 부상

력도 KOFA에 비해 작아서 집합체를 눌러주는 홀드다운 스프링도 한 조

에 2개의 판스프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홀드다운 

스프링의 집합체 지지력을 평가하여 운전 중 집합체의 부양을 억제함을 

확인하 고, 상, 하단 고정체의 구조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설계기준을 만

족함을 확인하 다.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함수로 

평가하고 연료집합체의 외력에 대한 동적건전성 평가를 위해 보-스프링-

질량 요소를 이용한 해석 모델의 개발과 상용 전산코드인 ANSYS를 이용

한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6. 노심 설계 기술 개발

일체형 원자로 설계에 사용되는 전산 코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 가압경수로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CASMO-3/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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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ELIOS/MASTER 전산 코드 체계를 개선하 으며 열수력 해석코드

인 COBRA3-C/P 및 MATRA, 계통코드인 MARS와 MASTER를 통합하

다. 또한 노심감시 코드체계인 SCOMS와 실시간 노심분석기 체계인 

HAMOCE/TASS 코드 체계를 개발하 다.

MASTER 코드체계는 정방형 및 비정방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가

압 경수로 노심의 설계, 모사 및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고 효율성

을 갖춘 다목적 다군 3차원 노심 설계 코드이다. MASTER에는 정상 상

태 노심 해석과 제논 동특성을 포함한 과도 상태의 노심 해석을 별도의 

연계 과정 없이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MASTER 코드에는 주로 가압 경수로의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의 

핵연료 집합체나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수로 해

석 코드인 COBRA3-C/P가 통합되어 있으나 가압 경수로의 안전 해석과 

신형 원자로 노심 분석에 확장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COBRA-IV-I를 보

완 개량하여 개발된 MATRA 코드를 추가하 다.

SMART와 같이 노심내 중성자장과 열수력장의 공간 연계성이 일반 상

업로에 비해 훨씬 큰 상태에서의 보다 정확한 노심 분석을 위하여는 다차

원 노심/열수력 계통 통합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인 MARS에 사용되고 있는 점 동특성 모델을 MASTER 코드의 

다차원 동특성 모델로 대체 통합하 고, 다양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 통

합 코드의 건전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 다.

이들 코드의 통합을 통해 노심의 다차원 동특성 해석과 계통 과도 현상

에 대한 최적 모의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계산 방식의 비효율성, 부정확성 

및 보수성을 일거에 제거하는 장점을 얻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 중 사용하는 노심 감시 계통은 노심의 안전성과 관

련된 기술 지침서상 제반 사항의 확인 및 노심 운전 지원을 위한 도구로

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률 향상을 추구하는 노심 관리 업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상업로는 운전중 노심의 제어봉 삽입이 

제약되며 축방향 출력 분포를 포함한 운전 허용 역이 좁게 설정되어 있

으므로 설계 계산시 단순한 해석 기법을 사용하고도 열적 여유도를 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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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없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SMART 노심은 제어봉이 

항상 삽입된 상태로 운전되므로 상용 대형 원자로와 동일한 노심 출력 감

시 방법은 지나친 보수성으로 운전여유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하여 SMART의 노심 감시계통으로 개발된 SCOMS는 노심 설계 코

드인 MASTER와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들과 노내 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3차원 노심 감시 출력

분포와 노심 첨두 출력값을 생산한다. SCOMS는 일회 수행 시간이 상용

로의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노심 감시 출력 계산을 충

분히 만족하고, 기존 상업로에서 쓰이고 있는 COLSS 방식보다 운전 여유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코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운전 지원을 위한 예측 기

능을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SMART 노심에 붕산을 첨가한 경우와 우라늄 핵연료를 우라늄/

토륨 혼합핵연료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우라늄 장전 노심의 설계사양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평

가 결과에 의하면 운전중 붕산을 첨가하는 노심이나 토륨장전노심 설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MASTER 코드체계에 의한 SMART 노심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몬테칼로 연소계산코드와의 비교 검증 계산이 수행되었다. 동 비교 

계산 결과 두 코드간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어 현재 수행된 노심설계/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보고서에서는 열출력 330MWt의 일체형 무붕산원자로 SMART 

노심의 요건과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만족하는 노심 설계와 해석을 위하

여 수행된 내용을 기술하 다. 수행된 연구결과는 동 원자로 개념의 타당

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선행되어야 하는 상세 설계시 기본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SMART 노심 설계를 위하여 개발된 설계 방법

론 등은 무붕산, 일체형 노심의 해석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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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이 개발된 다군 중성자 해석 방법론과 TPEN 노달 해석 방법 

등이 보완된 고유 전산 코드 체계 CASMO-3/MASTER 및 HELIOS/ 

MASTER와 노심 해석 관련 기술은 최적 계통-노심 통합 코드체계인 

MARS/MASTER와 함께 초장주기, 무붕산 운전 요건에 따라 다양한 가

연성 흡수체가 사용되며 제어봉이 노심 내에 삽입되어 운전되는 특이 사

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및 핵연료의 설계 및 해석뿐

만 아니라 MOX 연료의 설계/해석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상업 운전 중인 

대용량 발전로의 노심 및 핵연료의 설계와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SMART의 노심 감시계통으로 개발된 SCOMS는 국내의 대용량 

상업로에 쓰이고 있는 COLSS 방식보다 운전 여유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COLSS를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노심 분석기인 

HAMOCE/TASS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MASTER 코드 체계의 불확실도에 대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국가인증을 획득하 다. 이는 

동 코드체계를 사용하여 수행된 일체형원자로 노심설계/해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SMART 설계코

드의 인허가 획득을 위한 표준절차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도서 지방 또는 대단위 공업 지역에 전력, 

공업 용수 및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해수 담수화용 플랜트의 에너지원이

나, 콘테이너선 등의 선박용 원자로의 동력원으로 적합한 중소형 원자로의 

노심 및 핵연료의 개념과 기본 설계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 결

과는 또한 기 자립된 국내 상업용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 기술에 접목되

어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및 핵연료 상세 설계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원자력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용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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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ore Design and Analyses Technology

for Integral Reactor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In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integral reactors adopt new 

technology such as passive and inherent safety concepts to minimize 

the necessity of power source and operator actions, and to provide the 

automatic measures to cope with any accidents. Specifically, such 

reactors are often designed with a lower core power density and with 

soluble boron free concept for system simplification. Those reactors 

require ultra long cycle operation for higher economical efficiency. This 

cycle length require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esign 

of burnable absorbers as well as assurance of shutdown margin. 

Hence, both computer code system and design methodology based on 

the today's design technology for the current commercial reactor cores 

require intensive improvemen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soluble 

boron free reactors. New database is also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reactor core. Under these technical requirements, 

conceptual design of small integral reactor, SMART has been 

performed since July 1997, and recently completed under the long term 

nuclear R&D program. Thus,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work is set to 

develope the basic design of the SMART core and to develope the 

necessary indigenous design technology. 

To reach the goal of the 2nd stage R&D program for basic design of 

SMART,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adequate for ultra long cycle 

and soluble boron free concept are established. These ba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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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are satisfied by the core loading pattern. Based on the 

core loading pattern, nuclear, and thermal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lso included are fuel performanc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that is 

adequate for the soluble boron free core of an integral reactor. Core 

shielding design analysis is accomplished, too. Moreover, full scope 

interface data are produced for reactor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es 

and other design activities.

Nuclear, thermal and hydraulic, and shielding design computer code 

systems ar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improved. Design 

optimization technology for the soluble boron free reactor, and 

functional modules for the monitoring and operator aid system are 

developed and improved. All these combined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re safety and performance. 

New technologies grafted with SMART core design, and research 

products are eventually indispensabl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ctor 

safety and operating margin. They are applicable not only to small 

reactors but to existing large commercial reactors, and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national goal, i.e., 

establishment of self-supporting nuclear technolog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core design and analysis 

study is performed by the several detailed branches.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detailed branches are described hereafter. 

1. Core Nuclear Design

Nuclear core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for integral type 

reactor SMART are established including ultra-long cycle and soluble 

boron free operation, of which thermal power is 330 MWt.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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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loading pattern is designed which satisfies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and core safety are analyzed, 

accordingly.

Control rod movement strategy is proposed and control bank 

optimization is performed. Core nuclear parameters and reactivity 

control characteristics during various load follow operation are 

analyzed. Moreover, design interface data are produced for the other 

design branches.

2. Core Thermal and Hydraulic Design

The objective of the core thermal and hydraulic design is to 

confirm the fuel integrity by the evaluation of core coolability for the 

normal operation and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Therefore, 

thermal and hydraulic code system and CHF analysis system are 

developed in the basic design stage. Design methodology for the 

normal and operational transients is established. Design data are 

produced and thermal margin is estimated. 

Based on MATRA code, a subchannel analysis code system is built 

for the core thermal and hydraulic field analysis. Collecting CHF test 

data for the existing fuel assemblies, CHF database is established and 

a CHF correlation for the local condition is developed. From this, basic 

thermal and hydraulic design data are produced and DNBR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e normal and transient conditions.

3. De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Design

Design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for SMART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and functional design is performed. Reactor trip 

functions of core protection system is determined preliminarily. Limiting 

parameters for the design are selected and design basis operating 

conditions and accidents are chosen. System functional analysis 

modules are improved and developed. Preliminary margin assessment is 



xx

performed for the core safety and operation.

4. Radiation Shielding Design

Objectives and criteria of radiation protection are established 

based on ICRP60 and 10CFR20 applicable to SMART. Shielding design 

methodology is also established for SMART. Radiation source term 

evaluation,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radiation physics data evaluation 

and criticality analysis are performed for the confirmation of radiation 

safety and for the production of interface data.

5. Fuel Design

Fuel performance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the SMART 

core loading pattern, and fuel design data are generated. Technolog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re done for the design and analysis 

code system with respect to the fuel design methodology and model 

analysis. 

6. Development of Core Design Technology

To meet the design specification of SMART, technical issues 

are sorted and clarified. For the core design and analysis, various 

computer code systems are developed and after improved. To simulate 

the transient core behavior more accurately, special analysis 

methodology and individual code system are fully arranged for the 

combined core analysis system. Core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y 

is then set up based on those established computer code system. 

For this design phase, reactivity control technique and core design 

methodology developed during the conceptual design are further 

optimized. For the enhancement of core safety and operability, methods 

and functional models of the core protection/level monitoring system 

are continuous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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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1. Core Nuclear Design

Core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that include soluble boron 

free operation and ultra long cycle length are determined for SMART 

basic design. The core loading pattern is designed for the 330 MWth 

SMART core. 

In order to satisfy the ultra long cycle length requirement of 3-year 

operation without reload, 4.95 wt% UO2 fuel is used. The high excess 

reactivity loaded for the 3-year depletion must be controlled during 

operation. A lot of burnable absorber rods are used to compress the 

excess reactivity and to compensate the fuel depletion. Al2O3-B4C shim 

and Gd2O3-UO2 rods are used for the burnable absorbers. The 

reactivity of a fuel assembly is made relatively flat by mixed use of 

two different burnable absorbers. 

The core is composed of 57 fuel assemblies. Each fuel assembly 

consists of a 17x17 array of 264 fuel and burnable absorber rods, 24 

guide tubes and one instrumentation thimble. This type of fuel 

assembly is developed from the KOFA that was used in Korea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e active length is 200 cm and mixing 

vanes are attached to enhance the thermal performance. 

Boron free operation concept requires control rods to be inserted 

during operation. Control rods should satisfy the shutdown margin 

requirement at cold condition as well as at hot condition. They also 

satisfy the criticality requirement during refueling operation. In this 

report, a core loading pattern with 49 CEDMs is proposed based on the 

previous results of conceptual design. 

41 CEDM core loading pattern studied in the conceptual design 

resulted in both high power peaking factor and ejected contro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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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To resolve the problem, both 45- and 49-CEDM core loading 

patterns were studied. It was concluded that at least 49 CEDMs were 

required to keep both peaking factor and ejected rod worth within 

allowable ranges. Further considering CEA bank withdrawal accident, 

49 CEDMs are grouped into 2 startup groups and 4 control groups. 

Power peaking factor and ejected rod worth criteria are satisfied by 

applying 140 cm bank overlap. 

Some burnable absorber rods are zoned axially to minimize the axial 

power distortion. The shutdown margin requirement at cold condition 

and criticality requirement during refueling are satisfied with 49 

CEDMs. Ag-In-Cd is used for the neutron absorber material of CEAs. 

Core loading pattern is further simplified without affecting power 

peaking factors and ejected rod worth significantly. 

Internal structure is re-designed so that the incore detectors can be 

inserted from the bottom of the fuel assemblies. Since the interference 

between incore detectors and CEA is removed, the number of absorber 

rods is increased from 21 in conceptual design stage to 24 in this 

study. The incore detector location is moved to the center of the 

assembly. 

Core depletion calculation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3 dimensional core depletion and analysis code system 

CASMO-3/MASTER. Generic design parameters such as cycle length, 

power distribution and power peaking factors, shutdown margin, and 

reactivity coefficients are evaluated based on the proposed core loading 

pattern. Maximum of 3 dimensional power peaking factor is 2.05 and 

far below limit value of 3.29. Axial offset is between 0.2 and 0, which 

also presents enough margin. 

SMART core shows very stable characteristics against xenon 

oscillations in axial, radial and azimuthal directions. Stability indi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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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xenon oscillations are 0.1187 hr-1 and 0.1458 hr
-1
 that represent 

very stable core characteristics. Stability indices are similar for radial 

and azimuthal xenon oscillations.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is about 3.5 pcm/℃ which is similar to 

that of the commercial PWR.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MTC) 

is between -65 ~ -45 pcm/℃ during cycle length. This strong negative 

MTC is typical for a soluble boron free reactor and enhances the 

reactor safety. 

Various power distributions of the core and fuel assemblies are 

produced for the core thermal and hydraulic design. For the fuel 

performance analyses, power histories and distributions, burnup data 

are generated. Conservative nuclear characteristics parameters and 

accident specific nuclear parameters are estimated for the safety 

analysis. For the reactor performance analysis, best estimate nuclear 

parameters are generated. Individual accidents and transients that 

require specific nuclear parameters include CEA bank withdrawal, 

single CEA withdrawal, single CEA drop, CEA ejection, small break 

LOCA, steam line break accident and asymmetric stream generator 

transient. Best estimate nuclear parameters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are reactivity coefficients and CEA worth. To determine the 

capacity of the emergency boric acid storage tank and the boron 

concentration, the boron concentration is estimated without CEAs 

inserted. 

The control rods are kept deeply inserted in the core during hot full 

power operation because of soluble boron free operation. Therefore, 

CEA ejection accident becomes the most limiting accident. To mitigate 

the consequence, heavy overlap strategy is chosen with 49 CEDMs. To 

demonstrate that the design criteria are met, time dependent 3 

dimensional core analysis code MASTER is used for the con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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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very detailed and accurate pin by pi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fuel enthalpy does not exceed 280 cal/g that is the 

core coolability criterion, and that the hottest fuel temperature is far 

below the melting temperature. Core thermal and hydraulic analysis 

group evaluated fuel failure rates due to DNB by utilizing time 

dependent core average power and power distribution, and pre- and 

post-Fq pin census. 

Load follow operation capability is demonstrated simulating various 

scenarios. Based on the proposed reactor control logic, peaking factor 

limits are satisfied and CEA traveling distances are short enough so 

that CEDMs can be used for the reactor lifetime of 60 years without 

replacement. 

General design criterion 26 requires independent reactivity control 

system. Since a soluble boron free reactor shows very strong negative 

MTC, reactivity can be controlled using MTC. The expanded operating 

range of coolant temperature is propose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re reactivity changes for the slow power changes can be controlled 

only by coolant temperature changes without CEA motion at the power 

level higher than 50%. 

In conclusion, SMART core consists of 57 fuel assemblies with 

active height of 2 m. It satisfies ultra long cycle length and soluble 

boron free operation concept. 49 CEDMs provide enough CEA worth 

for shutdown margin not only at hot conditions but also at cold 

conditions. Low power density and strong negative MTC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in inherent reactor safety. 

2. Core Thermal and Hydraulic Design

In the core thermal-hydraulic design area,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mainly conducted during the basic design stage of 

SMART; development of the core thermal-hydraulic desig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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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basic thermal-hydraulic design calculation of SMART 

core and generation of design data, establishment of core 

thermal-hydraulic analysis code system, and construction of CHF data 

base for rod bundle geometries. A subchannel analysis code MATRA 

is developed for the calculation of core thermal-hydraulic parameters 

during steady-state and transient conditions. The code efficiency and 

user interface are improved by implementing the simplified program 

structure, variable I/O unit system, searching options for various 

design parameters, variable axial node scheme, and so on. The 

accuracy of MATRA code is enhanced by employing a two-phase 

mixing model considering the void drift phenomena between 

neighboring subchannels. The option for selecting various solution 

schemes for axial and lateral momentum equations provides improved 

numerical stability at low velocity conditions. The MATRA code is 

validated by comparing with various experimental data for rod bundles 

including; flow and enthalpy distribution under single- and two-phase 

flow conditions, single-phase flow distribution under blockage 

conditions. An optimized lumping model consists of 60-channels 

covering 1/8 SMART core is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the 

thermal margin. A local parameter CHF correlation, SR-1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existing rod bundle CHF data base. The limit DNBR of 

SR-1 correlation is evaluated as 1.34 for 706 data points covering the 

mass flux less than 1500 kg/m2/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HF analysis system of SMART core, the CHF data base for rod 

bundles is constructed including more than nine thousands of CHF data 

points from various square and non-square lattice rod bundles. The 

local CHF conditions for each data points are calculated by employing 

MATRA code. Various CHF prediction models such as CHF 

correlations, CHF lookup table method, and theoretical DNB models are 

applied to the CHF data base for estimating the applicability to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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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s. The steady-state thermal margin is calculated for SMART 

core using the statistical design method. It reveals that the radial 

peaking factor should not exceed 1.72 with mixing vaned fuel assembly 

in order to ensure 15% operating margin. A DNBR analysis 

methodology is developed for estimating the fraction of DNB failure 

during the CEA ejection accident in SMART. As the result of accident 

analysis for the basic design SMART core, about 4.1% of fuel rods are 

expected to fail due to DNB under 25% of ROPM condition.

3. Di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Design

In this section, SMART incore and excore detector design, 

SMART core monitoring system and protection system design are 

described. The number and location of SMART incore detectors were 

determined to monitor the power of all fuel assemblies under 

consideration of control rod position and the symmetry of fuel loading 

pattern. Thus, 21 incore detectors and their positions were selected. 

The design basis of SMART excore detector was setup considering the 

SMART core characteristics and the type and number of excore 

detector were determined. Four excore detectors were installed for the 

safety protection purpose and two additional detectors for control 

purpose. In addition to these, two source range neutron flux detectors 

were installed. All excore detector are fission chamber detectors and 

installed inside the guide tubes(inner diameter 5.0cm) which are located 

at a distance of 115.45cm from the center of core, namely inside the 

pressure vessel. The excore detectors can measure the power from 

1.0E-08 full power to 150 % full power. 

Online digital SMART core monitoring system(SCOMS), which is 

online coupled with core design code MASTER, was developed to be 

used for the operator aid as well as core monitoring system. In the 

developed core monitoring system, core monitoring constants are 



xxvii

calculated with the core design code(MASTER) and three dimensional 

(3D) power distribution and the several peaking factors are calculated 

using the in-core detector signals and core monitoring constants provided 

at real time. Developed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SMART core and 

the various core states are simulated.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founded that the three dimensional peaking factor to calculate the 

Linear Power Density and the pseudo hot-pin axial power distribution to 

calculate the DNBR show more conservative values than those of the 

best-estimated core design code, and SCOMS adapted developed 

methodology can secures the more operation margin than the 

conventional methodology. 

Online digital SMART core protection system(SCOPS) is the part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SCOPS calculates the minimum DNBR and 

maximum linear power density based on the several online measured 

system parameters, and assures that the SAFDL(Specified Acceptance 

Fuel Design Limit) on DNBR and LPD is not exceeded during the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SCOPS program modules are 

developed to calculate core DNBR and minimum linear power density 

from the measurable system parameters, such as excore detector signal, 

CEA positions, MCP pump speed, coolant pressure and temperatures. 

SCOPS calculates DNBR more accurately due to the adaptation of 

MATRA which is subchannal thermal hydraulics analysis code. 

4. Radiation Shielding Design

Fission product inventories, radiation decay heat for operating 

history, and fuel gas gap activities related with radiation source terms 

of SMART core were estimated by using ORIGEN2.1 code. 

Specific activity of I-131 dose equivalent was calculated using the 

expected specific activity of iodine isotopes in the primary coolant. The 

specific activity was resultant 0.6μCI/g. This meets 1.0μCi/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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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arget of the specific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Neutron fluxes and dose rates for internal structure of reactor vessel, 

which are to be used to analyze neutron fluence, fluxes and dose rates 

for structure outside reactor vessel, were evaluated for R-Z geometry. 

Total dose rates at the level of core center outside reactor vessel, the 

bottom side of the pressurizer, and the reactor cover are estimated as 

5.0x106 μSv/hr, less than 10 μSv/hr, and 10-8 μSv/hr far less than 1.0

μSv/hr of design target, respectively. 

The maximum fluence over 60 years lifetime with 90% capacity 

factor was 5.89x1017 n/cm2 at the bottom of reactor pressure vessel and 

4.49x1016 n/cm2 at the center level of reactor pressure vessel. This 

meets 1.0x1020 n/cm2, the requirement specified by 10CFR50.61 and US 

SRP.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ctor pressure vessel has 

the preservation of reactor vessel integrity throughout the reactor 

lifetime. However, the maximum fluence at the bottom of reactor 

pressure vessel was in excess of 1.0x1017 n/cm2, the requirement for the 

installation of surveillance capsule. 

Doses at exclusion area boundary (EAB) due to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control element assembly ejection accident of SMART 

were evaluated. Even though failure rate of fuel cladding is increased 

to 17.0%, thyroid doses and whole body doses at EAB were well 

within 750 mSv and 62.5 mSv, 25% of the requirements specified by 

10CFR100. 

Criticality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new fuel storage of 

SMART by using HELIOS-MASTER code system. The minimum 

interval distance between racks to meet a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of 0.95, requirement specified US SRP, was shown as 6.9 cm. 

The energy redistribution factors (ERF) for core were estimated to 

be used as input data of safety analysis. ERFs for LOCA analysi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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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o determine the relative amount of fission energy that is 

deposited in the fuel and cladding of the hot fuel rod. The gamma 

energy deposition rate for fuel rods including fuel claddings for fuel 

assemblies resulted from MCNP calculations were converted to ERFs 

with respect to Pin-to-Box ratio of SMAR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from shielding analyses in the 

stage of basic design were well within limits or requirements. 

5. Fuel Design

Fuel of SMART reactor was designed based upon the 17 x 17 

KOFA of 950 MWe PWR. Diameter of fuel rod which consists of UO2 

pellets and Zircaloy-4 cladding is 9.5 mm. Diameter of UO2 pellet is 

8.05 mm and thickness of the cladding is 0.64 mm. Total length of 

UO2 pellets in a fuel rod is 2,000 mm. U-235 enrichment of UO2 fuel is 

4.95 wt.% and burnable poison rod uses 4.0 wt.% Gd2O3/UO2 pellets. 

All the fuels in the core are replaced every 34 months. Average linear 

power rate of fuel rod is 119.91 w/cm, and core inlet and outlet coolant 

temperatures are 270℃ and 310℃, respectively. 

Results of fuel rod in-pile performance analysis by using fuel rod 

performance analysis code showed that all the fuel rod performance 

parameters such as fuel temperature, fission gas release, cladding 

corrosion and strain satisfied the design criteria.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fuel rod integrity would be maintained during irradiation 

in SMART core. 

SMART fuel with 24 guide tubes, 1 instrumentation thimble has 

2,000 mm active length and it uses the same Top and Bottom end 

pieces. Shorter length FA than KOFA results in less pressure drop, 

which enables it to have 5 spacer grids instead 8 SGs, 2 

leaves-holddown spring set. The holddown capability of the FA was 

evaluated with 2 leaves-spring pack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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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down force was enough to resist the FA from lift up. The 

evaluation of strength of TEP and BEP showed that it satisfied well 

with the design criteria. Fuel rod supportability by the spacer spring 

was performed as a function of spring force and burn-up. The finite 

element model of a beam-mass-spring for the calculation of a FA 

dynamic behavior was made and a sample case was calculated with 

arbitrary time dependent acceleration. Using commercial FE code, 

ANSYS, the characteristics of grid springs were obtained.

6. Development of Core Design Technology

Computer code systems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SMART 

are successfully set up. In the course of these works, the 

CASMO-3/MASTER nuclear design code system developed for the 

commercial PWRs and the HELIOS/MASTER code system have been 

methodologically improved for higher accuracy and efficiency. The 

MASTER code designed for the fuel depletion and kinetics analysis is 

integrated with detailed core thermal hydraulic analysis codes 

COBRA3-C/P and MATRA, and with a system T/H code MARS to 

consider the thermal hydraulic feedback effects more accurately. And 

the core monitoring and operation aid system SCOMS and the 

real-time reactor analysis code system HAMOCE/TASS are also 

developed. 

The accuracy and features of MASTER are enhanced for various 

applications to analyze and simulate PWRs both of rectangular and 

hexagonal geometry fuel assemblies. MASTER is designed to analyz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steady-state, fast and xenon transient 

core behaviors by solving multi-group diffusion equation in a three- 

dimensional geometry, in which modules are integrated so that efforts 

for interfacing or transferring data between different calculation 

modules are eliminated. This reduces also unnecessary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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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etailed steady-state and transient thermal-hydraulic analysis 

of rectangular geometry core or subchannel, COBRA3-C/P is 

seamlessly integrated in MASTER. This is then replaced by MATRA 

which is improved on the basis of COBRA-IV-I for the analysis of 

hexagonal geometry and the advanced reactor. 

In order to analyze the SMART core in which the spatial dependence 

of both neutronics and system T/H solutions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commercial PWRs, the integration of those code systems into a 

single system is essential for the accuracy. The point kinetics model in 

system code MARS is thus replaced and combined with the 

three-dimensional kinetics model of MASTER. The verification of the 

MASTER/MARS coupled system was performed by solving various 

benchmark problems, and the results showed sound operation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coupled system. This affords a big 

reduction in unnecessary conservatism, inefficiency and inaccuracy 

occurred in the conventional analysis. 

The core monitoring system is a sort of engineering tool having the 

capability of monitoring,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core operating 

behavior. In addition to economical core operation, it also provides 

operational guidance and Tech. Spec. compliance check to ensure safe 

operation.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commercial PWRs, the 

control rod insertion is limited and the allowed operation band including 

axial power distribution is thus narrow. This permits the use of 

relatively inaccurate but simple analysis method predetermined in the 

early nuclear design stage for the prediction of core thermal margin 

within modest conservatism. However, such an approach cannot be 

directly applied for the SMART core where the operation band is 

wider due to the unlimited control rod insertion consequently increasing 

the uncertainty of thermal margin. To overcome this a prototyp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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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on-line monitoring and operation aid system SCOMS is developed.

SCOMS on-line coupled with the core design and analysis code 

MASTER calculates the three-dimensional power distribution and the 

several peaking factors using the core monitoring constants and the 

in-core detector signals provided at real time. Based on the various 

simulation results, it is founded that the three-dimensional peaking 

factor and the pseudo hot-pin axial power distribution calculated by 

SCOMS increase the more operation margin than the conventional 

COLSS methodology. It, however, requires elaborate operation aid 

capability. 

A study on the SMART core which uses solution boron or Mixed 

Uranium/Thorium fuel are also performed. Referr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possible to construct such reactor cores maintaining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 such as safety limits and fuel economy.

V. Proposal of Applications

In this report,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are established 

and described for 330 MWt integral type soluble boron free reactor, 

SMART. A reactor core is designed to meet the requirements and 

bases, and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e proposed design. These 

works are not only for the demonstration of design concept but for the 

reference of the detail design. Moreover, the developed design 

methodology can be used for any similar soluble boron free, integral 

type reactor cores. 

Core design and analysis technology using indigenous computer code 

systems, CASMO-3/MASTER and HELIOS/MASTER in which newly 

developed triangle-based polynomial expansion nodal method, axial 

shape matching function and extended isotope depletion model are 

equipped, and combined code systems, such as MASTER-MATR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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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MARS, will be beneficial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the 

integral reactor core loaded with various burnable poisons, 

Uranium-oxide or MOX fuel for the ultra long cycle and boron-free 

operation. This technology will be also useful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the commercially operating nuclear reactor cores and fuels. 

SCOMS provides the more operation margin than the conventional 

COLSS, therefore COLSS can replaced by SCOMS. HAMOCE/TASS 

can be used for the real-time reactor analysis. 

The topical report of the CASMO-3/MASTER code system approved 

for the reference of license application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secure the safety and credibility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SMART. It will also help establishing standard 

procedures to acquire the authority approval of design code systems 

used for designing and analyzing SMART in the future. 

Small and medium size nuclear reactors are adequate for the energy 

resources of the co-generation power plant that provides electricity, 

industrial and potable water to remote districts or an industrial area, or 

for the power source of a ship such as a container vessel.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reactor and 

fuels. Furthermore, it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design of the 

integral reactor grafted with the self-established technology of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domestic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SMART also can be an export model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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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성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사용 

분야를 대체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비발

전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는 대부분 중소 규모의 원자로가 사용되

고 있으며 활용 분야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인구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수자원 고갈과 이로 인한 식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담수화 에너지원과 국가 간 물동량 증가에 따른 대형 콘테이

너선 등의 추진 동력원으로서의 활용이다. 

세계 은행은 21세기에 들어서 물의 수요는 21년마다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미 물 부족으로 국민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

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80여 국가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화석 연료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담수 시설에 사용되는 에너

지원의 주종은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로서 CO2 및 SO2 배출에 따라 

환경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담수화 에너지원으로서 소형 

일체형원자로는 물부족의 해소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 일체형원자로는 근본적으로 중소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지역, 고

립된 지역, 전력망이 작거나 원자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대형 원자로 건설이 어려운 경우에 중소규모의 전력생산 공급에도 매우 

유리한 원자로이다. 이렇게 활용성이 매우 높은 중소 규모의 일체형원자로

는 현재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 중이거나 또는 개발 

중에 있는 민감한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첨단형 원자로이며 이에 

따라, 관련기술의 제공과 이전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원자로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많은 원자력 선진국이 최근 소형 

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상도 관련 기술 수출 등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원자력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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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소형 일체형원자로 및 관련 기술은 국내 원자력 산업과 경제 

발전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 원자력 기술로서 향후 해외 원자력 

기술 수출과 위축된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피동 및 고유 안전 개념 등의 신기술을 중점적

으로 이용함으로써 원전의 사고시 동력, 운전원의 조치 등의 인위적 조치

를 극소화하고 자동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신안전 개념은 중소형 원자로에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소형 일체형 원자

로에서는 피동 및 고유 안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같은 출력의 현존 경

수로에 비해 더 많은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는 저출력 노심의 채택이 필

수적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체적 및 화학 제어 계통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액체 폐기물을 양산하는 붕소를 노심의 반응도 제어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출력 및 출력 분포의 제어가 원활한 반응도 제어 수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무붕산 운전 방식은 노심의 구성, 반응도 제어 및 운전 방식 등 주요 제원

이 기존의 대용량 발전로와는 크게 다르게 되는 요인이 된다. 

한편, 구조적 제한성을 가진 일체형 원자로에서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초장주기 운전은 무붕산 운전시 정지 여유도 확보와 함께 가연성 독봉 및 

제어봉 설계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개념이 

접목되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설계 기술은 기존 상용 발전용 원

자로의 노심 설계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고도화된 기술이며, 중소형 일체

형 원자로의 개발은 기존의 상용 원자로 노심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코드 체계를 포함한 설계 방법론 등 설계 기술의 수정, 보완, 개선 또는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새로운 Data Base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요건 하에서 1997년 7월부터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

업으로 추진된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 개발은 현재 개념설계가 완

료된 상태이며 본 기본설계를 통하여 더욱 최적화되고 구체적인 설계 자

료가 생산될 예정이다. SMART 노심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신개념, 

즉 무붕산 운전 및 초장주기 운전을 구현하고 있으며 원활한 노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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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하여 다양한 가연성 독봉의 혼합 사용과 제어봉 삽입 운전 등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노심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설계방법론과 설계/해석 전산코드체계 및 기술체계의 개발도 병행

되고 있다. 이러한 SMART 노심설계 개발과 접목된 신기술 및 연구 결과

물들은 궁극적으로 원자로의 안전 여유도와 운전 여유도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소형 일체형원자로인 SMART 뿐만 아니라 기존 대용량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원자력에너

지 기술의 완전 자립과 기술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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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에 대한 연구는 일체형 원자로의 전반적인 노심 설계/해석

에 필요한 분야별로 세분하여 수행하 으며, 각 분야별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심 핵 설계

열출력 330MWt(전기 출력 100MWe)급의 일체형 원자로(SMART)

의 초장주기, 무붕산 운전 개념에 필요한 제반 제한 조건 및 목표를 포함

한 노심 핵 설계 기준 및 요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

는 최적 노심 장전 모형을 설계하고, 동 노심에 대한 핵적 특성 및 안전성

을 분석한다. 최적 제어봉 운전 전략을 작성하고 제어군 최적화를 수행하

며, 부하추종운전에 대한 노심 특성과 반응도 제어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타 설계 분야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산한다.

2. 노심 열수력 설계

열수력 설계의 목표는 정상 운전 상태 및 예상되는 과도 상태에서 

노심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열수력 코드 체계 및 CHF 해석 체계를 개발하고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 열수력 설계 방법론을 정비하여 열수력 설계 자료 생

산 및 열적 여유도 평가를 수행한다. KAERI에서 개발한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을 위한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정비하며, 기존 집합체 CHF 실험 자료 수집을 통하여 CHF Data Base를 

구축하고 국부 조건 CHF 상관식 체계를 개발한다. 이로부터 기본적인 열

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며, 정상 상태 열적 여유도 및 과도 상태 DNBR 

분석을 수행한다.

3.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 설계

SMART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의 설계 요건을 정립하고 기능 설

계를 수행한다. 노심 보호 계통의 원자로 정지 기능을 예비 결정하고, 설

계 제한 인자를 설정하며 설계 기준 운전 조건 및 사고를 선정한다. 계통 

기능 해석 모듈을 개선/개발하고, 노심 안전 및 운전 여유도를 예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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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방사선 차폐 설계

방사선 차폐 해석의 수행을 통한 원자로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은 

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 차폐 해

석을 위해서는 방사선 방호 기준이 설정되어야한다. 즉, 본 연구의 목표는 

SMART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ICRP60[1.2-1]과 10CFR20[1.2-2]의 검

토를 통한 방사선방호의 목적 및 기준의 설정, SMART 원자로의 방사선 

차폐 해석에 필요한 차폐 해석 방법론의 정립, 그리고 SMART 계통에 대

한 방사선 선원항 평가, 방사선 차폐 해석, 방사선 물리 자료 평가, 임계도 

해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SMART의 방사선 물리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5. 핵연료 설계

SMART 노심 장전 모형에 따라 연소되는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

며, 연료 설계 자료를 생산한다. 연료 설계 방법론 및 모델 평가와 관련한 

설계 해석 코드 체계를 개선/개발한다. 

6. 노심 설계 기술 개발

SMART 노심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양 충족에 필요한 기술 항목

을 도출하고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전산 코드 체계를 개선/개발한다.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 상태의 노심 거동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

한 통합형 노심 해석 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 코드 체계를 정비한다. 구축

된 전산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노심 설계 및 해석 방법론을 구축하며 노

심 반응도 제어 기법, 노심 설계 최적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감시 

계통 기능 개선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하여 노심 안전성 및 성능 향상 기술

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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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서론

중소형 원자로의 특징은 계통을 단순화, 모듈화하여 원자력 기간 

산업 시설 및 인력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재정 부담 및 경제

적 위험이 적으며 저출력 도의 노심 채택 등 안전 여유도 증가, 피동형 

안전 계통 적용으로 중대 사고에 대한 저항성 강화 등 public acceptance 

관점에서도 대형 상용로에 비하여 유리하고,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도 상

대적으로 수월하다.

중소형 원자로는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 해수 담수화, 석유 화학 

산업의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 가능하여, 부하량이 작은 원격지나 대단위 

산업 단지에 적절한 용량의 원자로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용화

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

로가 이미 건설되어 사용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중소형 원자

로 및 이의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1992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2.1-1].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1992년부터 1994년까

지 수행되었으며 현재 실증용 원자력 열병합 플랜트 선정 프로그램을 추

진 중에 있다. 1994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에 관한 자문그룹 회의에서는 중소형 원자로 계통의 단순성, 다목적 

활용성, 피동 안전 계통의 접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 다. 또한, 원격 

무인 조정 개념을 원자로에 도입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되는 

지역 난방이나 통신, 열병합, 담수화 등을 위한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하 다. IAEA는 1996년 현재 중소형 원자로의 시장성을 2015

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70∼80기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3은 해수 담수화 공장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2.1-2]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이 분야 연구, 설계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 때 국제 담수화 자문그룹(International Desa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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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Group: INDAG)이 설립되었다. 2001년 5월에는 이집트 카이로에

서 중소형 원자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려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2.1-3] 또한, IAEA에서는 중소형 원자

로의 개발에 대한 토의를 하고, 중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요건에 관한 상세 기준 및 권장 사항을 

수립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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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국의 개발 현황

1. 중소형 원자로 개발 현황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경제성에서나 안전성에서 많은 이점을 갖

고 있다. 중소형 원자로에서는 원자로 안전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순화된 설계가 가능하고, 대용량 상용로에 비해 새로운 설계 방법을 구

현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성, 신뢰성, 성능 향상을 위한 무

붕산 노심설계의 고유 안전 개념과, 피동 안전 기술 등이 중소형 원자로에

서 실현되어 왔다. 주요 국가별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 개발 현황은 

주로 참고 문헌 [2.2-1]과 참고 문헌 [2.1-3]을 근거로 작성하 다.

가. 러시아

러시아는 비발전용 원자로 운 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군사용 원자

로 개발과 지형적인 특성이 반 된 중소규모 지역 난방 및 전력 생산용 

원자로 개발이 특징적인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주요 원자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0 MWt의 액체 금속 고속로 BN-350 원자로를 1973년부터 가동 중에 

있다. BN-350은 520 MWt로서 1993년에 80 MWe의 전력 생산과 8000톤/

일의 담수 생산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가압 경수로형인 

AST-500, RUTA 및 RKM-150, KLT-40 등의 원자로를 전기 및 난방열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쇄빙선의 추진 동력 제공, 냉난방, 

식수 및 용수 공급용의 KLT-40 원자로는 현재까지 110,000 시간의 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화를 위해 KLT-40 

원자로 기술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형 원자로 규모로는 피동 안전 개

념을 갖춘 VVER 500/600, 혁신적인 개념의 VPBER-600 등이 개발되고 

있다. 

ABV-6은 러시아 OKBM에서 개발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서 육상뿐

만 아니라 선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열출력은 최고 60 MWt이다. 일체

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된 일체형 원자로이며,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은 모두 자연적인 열유체 현상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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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지역 난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ATS-150의 특징은 일체형이며,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1차 냉각수의 자연 대류가 이루어지고, 원자로 보호 

용기가 있으며,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ATS-150은 러시아 실험 기계 

건물 설계국(Experimental Machine Building Design Bureau)에서 설계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서, 노심은 VVER 핵연료 설계의 경험을 기초로 

한 109개의 육각형 형태의 핵연료 집합체로 이루어진다. 집합체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가 238 mm이고 높이는 2.7 m이다. 적은 제어봉가의 조절 

제어봉 36개는 출력 제어 및 부하 추종을 위해 사용된다. 연료의 농축도는 

3%이며, 평균 방출 연소도는 32 MWD/kgU이다. 36 MW/m3의 저출력 

도와 항상 음을 나타내는 반응도 계수들은 노심의 안전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어봉 이탈 사고를 제거하여 노심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현재 ATS-150의 개념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기본 설계를 위한 활동이 진

행중이다. ATS-150은 ATS-500을 원형으로 개발되었으며, 오랜 운전 경

험등으로 이미 검증된 VVER과 쇄빙선용 원자로의 기술을 이용하 다. 예

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사업체의 결정에 따라 인허

가 기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인허가를 위한 활동은 없다. 

RUTA는 러시아 동력공학연구개발원(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 RDIPE)에서 설계중인 원자력 지역 난

방로이며 열출력 10, 20, 55 MWt 등 3종류가 있다. 수조 형식의 

RUTA-20은 열출력 20 MW로 소도시의 지역 난방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난방용 외에도 여름철 냉방용이나 산업 단지의 에너지원 또는 해수 담수

화에도 사용 가능하다. 노심은 61개의 육각형 집합체로 구성된다. 집합체

는 1mm 두께의 지르코늄 재질로 싸여 있다. 집합체의 대각선 길이는 

145.5mm이며 각 집합체는 61개의 핵연료봉으로 되어 있다. 핵연료봉의 피

복재 외경은 13.6mm이고, 두께는 0.965mm이다. 첫번째 피복재 속에 두번

째 피복재가 있는데 직경과 두께는 각각 10.3mm와 0.75mm이다. 피복재간

의 틈은 실루민(Silumin)으로 채워져 있다. 내부 피복재 안에는 4% 농축

된 UO2 소결체를 사용한다. 집합체 내의 일부 연료봉은 가돌리니움 가연

성 흡수봉으로 대체되어 있다. 일부 집합체에는 B4C로 이루어진 제어봉이 

들어간다. 주기 길이는 1,850일이며, 최대 초과 반응도는 주기초에서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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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균 핵연료 연소도는 23 MWD/kgU이다. 원자로 안전을 위하여 다중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집합체 상부 앰플(Ampule)에 

저장된 흡수구가 각 집합체의 제어관을 따라 강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집합체의 출구 온도가 120℃ 이상이 되면, 앰플에 설치된 특수 장치가 열

려 흡수구가 중앙관을 따라 노심에 삽입되게 된다. 그러나, RUTA 원자로

에서 다중 반응도 제어 계통의 실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반응도 제어 계통 없이도 고유 피동형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RUTA-20의 개념 설계는 1992년 완료되었다. 

실증로도 RDIPE에서 설계하여 운전 중에 있다. 

SAKHA-92는 1 MWe의 전력 생산을 하거나 열병합 모드에서는 전기 

출력 825 kWe, 열출력 3000 kWt인 저출력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는 해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설계 특징은 일체형, 자연 순환 방식

의 1차 계통수, 누설 방지를 위한 1차 계통과 같은 2차 계통 압력, 제어봉 

조작이 불필요한 부하 추종 능력 등이다. 노심은 대각선 길이가 101.5mm

이고 높이가 800mm인 핵연료 집합체 55개로 이루어지며 평균 출력 도

는 17.1 kW/ℓ이다. 노심은 20∼25년간 재장전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하도

록 설계되었다. 대체 정지 계통으로 붕소 용액 주입 계통이 있다. 현재 

SAKHA는 쇄빙선용 원자로를 원형으로 하여, 건설 및 운전에서 얻은 경

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예비 설계 단계에 있다.

RKM-150은 러시아 물리동력공학원(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 IPPE)에서 설계중인 원자력 지역 난방로이며, 열출력 l50 

MWt로 온수 공급에 사용된다. RKM-150은 Micromodule(MM) 원자로라

고 하는 직경 100-200 mm인 원형의 압력용기 내에 핵연료 집합체를 하

부에 설치하고 열교환기 1개를 상부에 설치하여 자연 대류에 의하여 계통

의 물이 순환하며 핵분열로 발생한 붕괴열을 이차 계통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MM에는 이차 계통의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일차 계통은 가압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일체형 원자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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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HERM은 러시아 동력공학연구개발원(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 RDIPE)에서 설계한 원자력 열병합발전

로이며, 열출력은 7∼30 MWt로 다양하다. 다른 중소형 원자로와 마찬가

지로 일체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된 일체형 원자로이며, 원

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은 모두 자연적인 열유체 현상을 이용하도

록 설계하 다. UNITHERM은 터빈의 작동시 응축기에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랭식 원자로 열병합로이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 및 

중간 계통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원자로 용기 및 각종 안전 관련 계통은 

격납용기로 보호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발전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

로 등을 자국의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확보 및 그 수준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찍이 독일과 

협력하여 지역난방용 일체형원자로 NHR-5 설계․개발하여 3년간에 걸친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으며, 이의 설계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

로 대규모 지역난방용 NHR-200 등을 개발하 다. NHR-10과 NHR-200 

등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다. 반면 칭

화대학교는 HTR-10 고온 가스 냉각로를 개발하고 2000년 12월 1일 임계

에 도달하는 등 새로운 원자로 및 기술개발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2-2] 

다. 캐나다

캐나다는 10 MWt급의 SLOWPOKE의 시험 가동을 1987년에 성공

하 으며, 1995년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KLT-40을 활용하여 해수 담수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 각서

를 1995년 10월에 체결하여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라. 미국

미국은 소형원자로의 활용이 앞으로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기출력 50∼150 MWe 범위에 대한 노형 선정연구에 착수하 으며 조만

간에 노형 및 용량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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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자로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 방대하게 축

적된 기술, 능력,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세계적인 경쟁이 치

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선두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일본

일본은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 개발과 아울러 중소형 원자로 개발

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중형급 발전로인 일체형 원자로 SPWR 

(600MWe급), 분리형 원자로 JPSR (600MWe급)의 연구 개발이 일본원자

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300/600MWe급 

MS300/600(미쓰비시), HSBWR(히다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전력 활용을 위한 선박 추진 동력원으로 출력 범위 

100/200/300 MWt 급의 일체형 원자로 MRX와 150 kWe급 심해탐 사정 

동력원으로 DRX 개발이 JAERI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접목 기술의 검

증까지 포함하여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원자력선에 종합검증시험 모형을 

선적하여 실질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나

아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는 더욱 규모가 작은 잠수정 선적 가능 

초소형 원자로의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거의 

대등한 기술 보유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방대한 연구자원을 집중적으로 활

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중소형 원자로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도

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열출력 30 MWt의 가스 냉각로 개발 프로그램

도 진행중에 있다. 이 외에 Modular Double Pool 형태의 액체 금속로, 열

출력 434 MW로 주기길이 20년을 목표로 하는 SSBWR 등이 연구되고 있

다. 선박용으로 개발중인 MRX와 DRX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RX는 열출력 100 MWt, 210 MWt, 500 MWt 급으로 쇄빙선, 콘테이

너선, 초고속 콘테이너선에 각 2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일

체형 가압 경수로인 MRX에서 열출력 100 MWt 원자로의 구성은 집합체 

당 493개의 연료봉을 갖는 1.4 m 높이의 육각형 핵연료 집합체 19개로 이

루어져 있다. 핵연료는 4.3/2.5 %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잉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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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하여 Gd를 사용하고 있다. 핵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23 

MWD/kgU으로 예상되어 있다. 제어봉은 모두 13개로 주요 특징은 

In-vessel type으로 제어봉 이탈사고를 원천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

다. MRX는 또한 “Passively Safe Small Reactor for Distributed Energy 

System (PSRD)” 원자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심해 탐사용 잠수정의 동력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DRX는 열출력 750 

kWt (전기출력 150 kW)로 MRX와 마찬가지로 일체형이며, 특별히 자기

가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1%로 농축된 U-235를 연료로 사용하며, 노

심의 크기는 직경 39 cm, 높이 34 cm 정도의 소형 원자로이다.

바. 기타 국가

동구권 국가들은 주로 전기 출력 440 MW의 VVER 원자로를 보

유하고 있으나, 향후 대용량의 발전소를 추구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중 이

탈리아에서는 ISIS를 개발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고유 안전성 개념이 접목

된 난방용 원자로인 SECURE 원자로의 개념 개발을 완료하 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외에 중형 원자로 PIUS가 

개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소형 가압 경수로 CAREM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CAREM은 열출력 100 MW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모듈 방식의 일체

형 경수로다. 동 원자로는 소규모 전력 생산, 해수 담수화 에너지원, 공정

열생산등 다목적 원자로이다. CAREM의 노심 특징으로 원자로 기동시를 

제외하고 무붕산 운전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부하 추종 운전에 대비한 출

력 급상승 허용하며, 분산형 디지털 제어 계통과 역시 디지털 방식의 노심 

보호 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1차 정지 계통은 Ag-In-Cd으로 이루어진 제

어봉이며, 핵연료 집합체 중 연료가 장전되지 않는 18개 위치를 차지하도

록 되어 있다. 모두 24개 제어봉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16개의 제어봉 

집합체와 중앙에 있는 하나의 제어봉 집합체가 정상 운전시 반응도를 조

절하는데 사용된다. 각 제어봉 장치는 각각의 수압식 구동 장치를 갖고 있

으며, in-vessel 형식으로 제어봉 이탈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설계이

다. 2차 정지 계통으로는 붕산수 주입 계통이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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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와 동일한 개념의 12개의 나선형 관류식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다. CAREM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전기출력 27MW의 원형로가 먼저 

건설될 예정이며, 이 후 출력이 증강된 상용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다.[2.2-3]

카자흐스탄은 Aktau 지역에 520MWt 액체금속로 BN-350 원자로 운

으로 담수 및 전력 생산을 25년간 해 오고 있으며 80,000 ton/day의 담수 

생산과 80MWe 전력 생산을 하고 있다. 동 원자로는 수명이 다하여 조만

간 폐쇄될 예정이며 새로운 원자로가 대체되어 건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는 수직 방향의 압력관 형태인 Indian Advanced Heavy Water 

Reactor (AHWR)를 개발하고 있다.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며, 냉각수로 

비등형 경수를 사용한다. 전기 출력은 235 MW이며, U233-Th MOX, 

Pu-Th MOX을 연료로 사용한다. 현재 상세 설계 및 개발 단계이

다.[2.2-4]

기타 스웨덴의 PIUS, 국/미국의 SIR 등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은 제반 

여건의 미성숙으로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나 세계 각국에서는 전력 생산, 

열병합목적 등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 노력이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 기술

의 개발/개선 노력과 병행되어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16 -

2. 노심 설계/해석 방법론

가. 통합 코드 개발 현황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로 노심 설계/해석과 원자로 일차계통 및 안

전계통에 대한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 코드 체계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SMART와 같이 무붕산 운전 

요건에 따라 제어봉 삽입 운전이 필수적으로 대용량의 상업로에 비해 핵

연료 노드간의 비균질성이 증가하고, 중성자 스펙트럼도 많이 달라지게 되

는 노심의 설계/해석을 위하여 Monte Carlo 코드를 이용하여 설계/해석 

코드를 검증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의 2군 거시 단면적을 사용한 중성자 해석 방법론 대신에 다군 미시 단면

적을 사용한 해석 방법론 개발이 중요한 개선 작업의 일환이 되고 있다. 

둘째는 원자로 노심 설계/해석 코드와 계통 해석 코드를 통합하여 기존에 

독립적으로 해석할 때 도입되어야 했던 불필요한 보수성을 제거하여 결과

의 신뢰성과 설계 해석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주요 

국가별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Westinghouse사는 COBRA-TF와 TRAC을 통합하여 

WCOBRA/TRAC을 개발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 사용 중이며, NRC

와 PURDUE 대학에서는 인허가 해석을 위한 TRAC-M/PARCS 통합코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GPU는 EPRI의 RETRAN-ARROTA 통합코

드체계를 이용하여 TMI 원자로에 대한 MSLB 과도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인허가 신청 중에 있다.

(2) 독일

독일 Siemens/KWU에서는 RELAP과 PANBOX를 연계하여 통

합코드체계를 개발하 다.

(3) 프랑스

FRAMATOME에서는 Core T/H 해석코드인 FLICA 3-F와 3 

차원 노심 동특성 모듈인 SMART 코드를 통합하여 FRAMA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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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의 MSLB 해석에 적용한 바 있다.

(4) 스페인

3차원 노심 동특성 코드인 SIMTRAN과 계통해석 코드인 

RELAP-5를 통합하고 MSLB 해석 등에 활용 중이다.

나. 노심 열수력 모델

경수로 노심 열수력 설계에는 3-equation 모델을 사용하며 2상의 

phasic slip을 허용하는 부수로 해석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CE의 

TORC 코드, 웨스팅하우스의 THINC-IV 코드, SIEMENS의 COBRA-3CP 

코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개방 부수로간의 교차류와 난류 혼합

에 대한 불확실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상 유동 조건에

서의 난류 혼합 실험(GE, Ispra 등) 및 기포 이동 현상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부수로에서의 2상 유동 조건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계면 마찰 및 열전달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drift velocity 및 열적 비평형을 고려하는 5-equation 모델 (ASSERT코드 

등), two-fluid 개념을 사용하는 6-equation 모델 (THERMIT, VIPRE-02 

등)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코드들은 사고해석을 위한 최적 계산 코드 개

발, 혹은 BWR stability 해석을 위한 3차원 노심 과도상태 해석 코드 개

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계통 분석 코드 및 노심 동특성 코드와 연계하여 

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multi-field 개념을 도입한 코드들이 개발되

고 있는데, 주로 3-field 모델(환상류의 액막-기체-액적 모델, 혹은 기포류

의 액막-기포-과냉유체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PNC의 FIDAS 

코드, 미국 GE의 COBRAG 코드 등이 있다.

정방형 집합체에 대한 국부 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은 가압경수로 운

전 조건을 고려하여 주로 고유속 조건에서 개발되었다(CE-1, WRB-1, 

ERB-3 등). SMART 노심 조건과 같은 저유속 조건에서는 집합체 CHF 

실험 자료가 부족하며 적절한 상관식 모델도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개

념의 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적용 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CHF 예측 모형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 예로서 CHF lookup table을 집합체

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정 인자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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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의 개발 현황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핵연료 국산화 및 울진 3/4호기 등 한국 표준

형 원전의 계통 및 핵연료 설계를 통하여 상용 원자로의 노심 및 핵연료 

설계 기술은 일부 자립 수준에 도달하 다. 이와 같은 자립된 기술을 기반

으로 신개념설계를 도입한 차세대 원자로는 2001년 표준 상세 설계를 완

료하고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e)을 받기 위하여 표준안전성보고서

(Standard SAR)가 검토 중이다. 또한, 개량형 핵연료 개발과 신형 원자로 

노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일체형 원자로 SMART 개발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2001년 4월 16일 한

국원자력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원자력의 해양분야 응용 워크샾이 기초

전력공학공동연구소 주최로 2001년 11월 7일 개최되어 원자력기술의 해양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 다.[2.3-1] 

전산 코드 체계의 개선/개발에 있어서는 노심 설계 등 일부 분야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 다. 정방형 및 비정방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

성된 가압 경수로 노심의 설계, 모사 및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고 효율성

을 갖춘 다목적 다군 3차원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 코드체계를 개발

하 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1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코드 HAMOCE

를 기반으로 실시간 노심분석기 코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 기술의 선진화

를 이룩하 다. 또한, MASTER 코드 체계의 불확실도에 대한 특정기술주

제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국가인증을 획득하 다. 이

는 동 코드체계를 사용하여 수행된 일체형원자로 노심설계/해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SMART 설

계코드의 인허가 획득을 위한 표준절차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일체형 원자로 설계에 사용되는 전산 코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

압 경수로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CASMO-3/MASTER 및 

HELIOS/MASTER 전산 코드 체계를 개선하 으며, 노심 감시 코드 체계

인 SCOMS와 실시간 노심분석기 체계인 HAMOCE/TASS 코드 체계를 

개발하 다. SMART 노심의 과도 해석이나 운전 모사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심 설계/해석 및 분석 코드인 MASTER, 노심 열수력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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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인 COBRA-3 C/P 및 MATRA와 계통 열수력 코드인 MARS 1.3의 통

합 시스템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이들 코드의 통합을 통해 노심의 다차원 

동특성 해석이 중요한 계통 과도 현상, 혹은 계통 과도 현상이 노심 동특

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고 등에 대한 최적 모의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계산 방식의 비효율성, 부정확성 및 보수성을 일거에 제거하는 장점

을 얻게 되었다.

SMART 노심은 제어봉이 항상 삽입된 상태로 운전되므로 상용 대형 원

자로에서의 노심 출력 감시 방법은 지나친 보수성으로 운전여유도를 확보

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SMART 노심 감시계통(SCOMS)으로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감시 시점의 노심 상

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들과 노내 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3차원 노

심 감시 출력분포와 노심 첨두 출력값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SCOMS는 1회 수행 시간이 상용로의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에서 요구

되는 노심 감시 출력 계산을 충분히 만족하고, 기존 상용로에서 쓰이고 있

는 COLSS보다 운전 여유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노심에 붕산을 첨가한 경우와 우라늄 핵연료를 우라늄/토륨 혼

합핵연료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우라늄 장전 노심의 설계사양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에 의하면 운전중 붕산을 첨가하는 노심을 구성할 때 붕산 사용 및 농도

의 변화를 최소로 하면서 노심의 반응도를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우라늄/토륨 혼합핵연료를 장전할 경우에는 농축도 20%인 우라늄 핵연료

와 토륨핵연료를 40:6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토륨장전노심 설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155나 Gd-157을 분리하여 농축 가돌리

니아 가연성 독봉을 SMART 노심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노심에 비하여 

주기 길이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3-2] 

KAERI에서는 COBRA 코드로부터 PC용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를 

개발하 으며, 이로부터 액체 금속로 노심 해석을 위한 MATRA-LMR, 

하나로 노심 해석을 위한 MATRA-h 등 원자로형에 따른 별도의 코드 모

델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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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 및 비정방형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 수집을 통하여 CHF 

DB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하여 고유속 조건에 적용 가

능한 KRB-1 상관식을 개발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따르면 전력 및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화, 모듈화를 통하여 경

제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저출력 도, 피동 안전 계통의 적용 등을 

통하여 원자로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높은 

public acceptance를 바탕으로 전기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며 원자

력 에너지의 다원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하

여 왔던 설계 방법론 및 관련 전산 코드 체계의 개선/개발을 통하여 일체

형 원자로의 특성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해석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 되는 

일부 기술 및 Data Base는 해외 협력을 통하여 확보할 경우, 일체형 원자

로의 노심 설계를 자력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실 상부한 노

심 설계 기술의 자립은, 향후 다양한 원자로 노심 설계(선박용, 발전용)를 

자립된 우리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현재 원자력 선진국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발 

도상국에서도 관심을 두는 원자로형으로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활용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써 구체적인 기술 도입이 쉽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기술 이전을 꺼리

거나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일체형 원자

로의 노심 설계 기술 개발은 국내에 축적된 기존 경수로 노심 설계 기술 

및 외국의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설계 정보 등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

보된 기술을 계속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 기술 도입은 국내에서 수행하기 

힘든 설계 Database 확보와 제한된 요소 기술의 확보 등 일부에 국한될 

것이다.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설계 기술 개발은 현재 기본 설계가 성공

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산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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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체형 원자로 노심 기본 설계

제 1 절  노심 설계 요건 및 기준

1. 노심 핵 설계 요건 및 기준

핵연료 및 반응도 제어계통의 핵설계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노심 핵설계 설계요건

(1) 안전설계요건

ㆍ사고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을 갖기 위하여, 출력 반응도 계수

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ㆍ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갖는 정지계통이 제공

되어야 한다. 각 정지계통은 독립적으로 원자로를 상온 조건에서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능설계요건

ㆍ출력 100%나 그 이하에서 부하 탈락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트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소내 부하에서 지속적이

며 안정적인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ㆍ25% 이상 전출력 운전 중 분당 5%의 부하 변동률이나 20%

의 스텝 부하 변동을 원자로 트립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핵연료 건전성 유지를 위한 출력 증가율 제한치는 핵연료 필수조건 지

침(Preconditioning Guideline)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ㆍ재장전주기가 최소 3년 이상인 초장주기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기능설계요건

ㆍ핵연료와 피복재는 UO2와 지르코늄 합금으로 설계되야 한다.

ㆍ핵연료 농축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ㆍ정상 운전시 반응도 제어를 위하여 수용성 붕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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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력운전 역에서 즉각적이고 내재적인 핵적 궤환효과는 빠

른 반응도 증가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ㆍ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를 초과할 수 있는 출력 진동은 발생하지 않거나, 조속히 

발견되고 억제될 수 있어야 한다.

ㆍ정상운전이나 일상운전사건 그리고 사고 조건에서 핵분열 반

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나 계통을 감시할 수 있고 지정된 운전 범

위에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계측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한다.

ㆍ제어계통의 단일 고장은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의 위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어봉 이탈사고 제외)

ㆍ가상 반응도 사고의 향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경

계에 대한 손상이 제한치를 넘거나, 노심냉각성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서는 안 된다.

ㆍ핵연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제어봉 위치 이탈이나 제논 

재분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 분포 변화를 출력 운전 역 전체에 걸

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노심출력을 감시하는 계측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노심 핵설계 설계기준

(1) 잉여반응도 및 핵연료연소도

핵연료 및 가연성 흡수체의 연소 특성에 근거하여 잉여반응도

가 결정되어야 한다. 핵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최대 연소도가 제한치 내에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이 설계기준은 (8) 출력분포 제어와 함께 일반설

계기준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노심의 설계주기 길이 및 핵연료 교체계획

노심의 설계 주기길이와 핵연료 교체 계획은 대략 3∼4년을 주

기로 하며, 매 교체 시마다 전체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

출력운전 역에서 노심 고유의 즉발 궤환효과 (핵연료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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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감속재 온도계수 및 감속재 압력계수)는 총체적으로 급격한 반응도의 

증가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일반

설계기준 11을 만족한다.

(4) 반응도계수

각종 반응도 계수는 (3)에 기술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관

한 설계기준과 일관성이 있으며, 노심 보호 계통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요

구되는 가상 사고 및 운전 중 발생 예상되는 사고 분석에 있어서 허용되

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5) 가연성 흡수체 요건

가연성 흡수체의 설계는 제어봉만으로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

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반응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6) 안정도 기준

만약 제논에 의한 출력 준위 및 분포의 진동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자로 계통과 계측제어계통은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의 진동을 감지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자로 및 관련 계통은 출력준위의 진동 가능

성이 없도록 설계된다. 이 설계기준은 일반설계기준 12를 만족한다.

(7) 최대 제어반응도 삽입률

원자로심, 제어봉집합체, 그리고 원자로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

과 가상 반응도 사고 시, 반응도 삽입량과 삽입률로 인하여 아래의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ㆍ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 초과

ㆍ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손상

ㆍ비상 노심 냉각계통의 기능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노심 및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파괴

이 설계기준은 (10)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일반설계기준 25 및 28을 

만족한다.

(8) 출력분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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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출력분포는 여타의 노심 운전 변수와 연계하여 운전 제한 

조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제어된다. 운전 제한 조건과 안전계통 제한 설정

치는 사고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와 다른 요

건들이 사고 시에도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이 설계기준은 (1)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일반설계기준 10을 만족한다.

(9) 잉여 제어봉가 (고착 제어봉 기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최대 제어봉가를 가진 제어봉집합체가 고

착되어 삽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계 제어봉 위치에서 제어봉집합체가 노

심에 완전히 삽입됨으로써 이용 가능한 총 반응도는 상온 출력 상태로 

노심이 냉각되고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정지반응도 요구량을 더하여도, 양

의 잉여 제어봉가를 갖는다. 이는 일반설계기준 26에서 언급한 상온 정지 

시 노심 미임계도 유지 능력 기준을 만족시킨다.

(10) 제어봉집합체 최대 구동속도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구동속도는 (7)에서 논의된 최대 제어반

응도 삽입률 설계기준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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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열수력 설계 요건 및 기준

SMART 노심에 대한 열수력 설계 요건은 기존 경수로 설계 요건

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ㆍ원자로심 및 이와 관련된 냉각재, 그리고 제어 및 보호 계통은 

정상 운전 및 예상되는 과도 상태에서 허용 핵연료 설계 기준(SAFDL: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이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

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ㆍ열적 여유도 평가에 사용되는 노심 설계 인자 및 계산 방법론에 

내재한 불확실도는 적어도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 기준이 설정

되어야 한다. 

가. DNB 설계 기준 

정상운전 조건 및 예상되는 과도상태 조건에서, DNB 발생 확률이 

노심 내에서 가장 높은 연료봉에서 DN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95%의 

신뢰도로서 95%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MART 노심에서는 국

부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을 개발하여 이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는 설계 

한계 DNBR을 설정하 다.

나. 수력적 안정성 설계 기준

정상운전 조건 및 예상되는 과도상태 조건에서 수력적 유동 불안

정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SMART 노심은 가압 경수로 조건처럼 원

자로 출구 비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열 길이가 줄어들어 유동이 더욱 안

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열수

력 설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핵연료 온도 설계 기준

정상운전 조건 및 예상되는 과도상태 조건에서 노심의 최고 선출

력 연료봉에서는, 95%의 신뢰도로서 핵연료의 최고 온도가 그 용융점보다 

낮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MART 노심의 평균 

선출력은 기존 가압 경수로의 약 2/3 수준이므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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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온도 설계 기준에 대한 평가가 열수력 설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노심 유량 설계 기준

일차 계통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모두 작동할 경우, 노심 입구 유

량은 설계 최소치보다는 크고, 설계 최대치보다는 작아야 한다. 일차 계통 

냉각재 유량 중 일부는 노심 냉각에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노심 우회류

라 한다. 노심 유량의 설계 최소치는 일차 계통 유량의 설계 최소치로부터 

노심 우회류의 설계 최대치를 뺀 값이다. 열적 설계에는 노심 유량의 설계 

최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냉각재 유량이 노심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정상

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 상태 시 노심을 적절히 냉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SMART 노심의 열수력 설계에 사용되는 일차 계통 설계 최소 유량은 

일차 계통 최적 설계 유량의 95%로 설정하 다. 노심 우회류에 대한 상세 

분석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경수로 설계 자료를 

참조하여 노심 최대 우회류는 설계 최소 유량의 4%로 설정하 다. 노심 

입구 유량 분포에 대한 실험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았으며, 기

존 웨스팅하우스 경수로 설계 자료를 참조하여 노심 평균 유량의 95%가 

고온 집합체 입구에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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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보호 계통 설계 요건 및 기준 

기존 가압 경수로와는 달리 SMART는 정상운전시에도 제어봉이 

삽입되어 반응도 및 출력 조절을 하므로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노심 출력

분포 변화가 크다. 따라서 노심 운전 조건이 실시간(On-line)으로 감시되

어야 하고 노심의 열적여유도(운전여유도 및 정지 여유도)의 향상도 요구

된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은 노내외 핵계측기와 제어봉 위치 신호 

및 계통의 공정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주요 노심 운전인자의 감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노심 보호계

통은 노심 열적여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SMART 노심보호계통(SCOPS: SMART Core Protection System)은 원

자로 보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자로가 예상 운전과도사고(AOO)시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SAFDL: Specified Acceptible Fuel Design Limit)

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심의 선출력 도(LPD: Linear Power Density)와 

핵비등이탈률(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을 실시간으

로 감시한다. 그러나 원자로의 핵비등이탈률이나 노심 선출력 도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공정 변수들로부터 핵비등

이탈률과 노심 선출력 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노심보호계통은 계산된 

값이 원자로정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보호계

통에 공급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심보

호계통의 설계에서는 급격한 노심출력 상승 방지와 노심유량의 감소 방지 

및 노심출구에서의 비등발생 방지 등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정

지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지만 원자로 

정지 제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상태에서 제어봉 인출 금지 신

호를 발생시킨다. 

가.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

노심보호계통은 예상 운전 과도상태시 노심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ㆍ노심 내 최고온 냉각재 channel에서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최소 핵비등 이탈률(SR-1 임계 열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3.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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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ㆍ노심 내 최고온 핵연료봉의 국부 선출력 도가 SMART 핵연료

의 선출력 도 제한치인 591 W/c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예상 운전과도상태 

예상 운전과도상태는 참고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3.1-2]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한번 또는 그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운

전 상태를 의미하며, SMART에서는 예상, 운전과도상태로 인한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SMART 노심보호계통 설계시 고려하고 있

는 예상 운전과도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제어되지 않은 축방향 제논 진동

(2) 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ㆍ제어되지 않은 제어봉 그룹 인출

ㆍ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순서 위반

(3) 단일 제어봉 인출 또는 삽입

ㆍ제어되지 않은 단일 제어봉의 인출 또는 삽입

ㆍ단일 제어봉 낙하

ㆍ단일 제어봉 고착 

(4)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ㆍ증기유량 정지 (MSIV 오작동)

ㆍ급수상실

ㆍ복수기 진공상실 / 복수기 상실

ㆍAC 전원 상실 사고

ㆍ기기냉각계통 상실사고

(5)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ㆍ터빈부하 증가 (증기유량 증가)

ㆍPRHRS 오작동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은 위의 예상 운전과도상태시 핵연료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DNBR 운전정지 신호 또는 LPD 운전정지 신호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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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켜 허용 설계제한치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가상 사고

가상 사고는 수명 기간 동안 거의 발생 확률이 없는 가상적인 사

고를 의미한다. SMART 노심보호계통은 가상사고 시 원자로 안전계통 작

동 신호를 발생시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SMART

에서 고려되는 안전 관련 설계기준 사고 RG-1.70에 분류되어 있으며, 이

들 사고는 다음과 같다.

ㆍ1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증가 : 격납견물 내/외부의 주증기관 

파단 사고, 주급수 온도 감수, 주급수 유량 증가, 주증기 안전 밸브 개방

ㆍ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감소 :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관 

파단 사고, 복수기 진공 상실 사고, 증기 유량 정지

ㆍ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 순환량 감소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축 고착, 전원 상실 사고

ㆍ반응도 및 출력 분포 불균형 : 제어봉 이탈, 제어봉 낙하, 제어봉 

오작동

ㆍ원자로 냉각수량 증가 : 보충수 계통 오작동

ㆍ원자로 냉각수량 감소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ㆍ부계통이나 기기로부터 방사성 물질 누출

라. 정지 설정치를 위한 추가 설계기준

노심보호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은 AOO 시 원자로계통의 운전정

지 신호를 발생하여 원자로 계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들 AOO

의 초기에는 원자로 계통 및 각 구성기기들의 운전 변수들이 LCO 안에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 SAFDL 보호를 위한 노심보호계통의 정지 신호 발생시에는 여

러 가지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심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결정 

시에는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원자로 계통이 LCO 안에서 운전될 수 있도

록 적절한 여유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심보호계통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

는 노심보호계통과 원자로보호계통의 시간 지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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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심보호계통의 sampling time 및 processing time

ㆍ원자로보호계통 trip logic 및 trip breaker delay time

ㆍCEDM 전자석 de-energizing time

ㆍDNBR 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CEA 삽입 시간 

ㆍ출력 변동에 따른 핵연료봉 중심온도의 시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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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 감시 계통 설계 요건 및 기준

SMART 노심 감시 계통(SCOMS: SMART Core Monitoring 

System)은 공정변수들을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운전제한치를 감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ㆍ선출력 도 여유도

ㆍ핵비등이탈률 여유도

ㆍ전 노심출력

ㆍ사분 출력 경사비 (azimuthal tilt)

ㆍ축방향 출력편차

노심감시계통은 선출력 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속적으로 계산하여 계산 값을 해

당 운전제한치와 비교한다. 만약 어느 계산값이라도 운전제한치를 초과하

면, 노심감시계통 경보가 발생하고 운전원은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축방향 출

력편차, 사분 출력 경사비 운전제한치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해진다.

ㆍ어떠한 예상 운전과도사건(AOO)의 결과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

지 않는다.

ㆍ가상사고의 결과는 예상치 이내이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정해진 안전계통제한치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지만, 노심감시계통은 예상 운전과도사건 또는 가상사고 동안 

직접적인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안전을 위

해서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운전중 원자로 노심 상태가 안전해석 그

리고 저 핵비등이탈률 및 고 선출력 도 운전정지 설계시 가정한 초기조

건보다 나쁘게 되지 않도록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노심감시

계통은 원자로 노심 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운전원이 규정된 운전제

한조건의 범위내에 노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값의 지시와 경보를 제

공한다.

노심감시계통 알고리즘은 발전소 감시 계통(PMS: Pla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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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서 수행된다. 발전소감시계통의 계산속도와 처리용량은 많은 양

의 독립적인 정보를 아래와 같은 3개의 감시하기 용이한 변수로서 나타낸

다.

ㆍ노심출력제한치 여유도 (인허가출력 제한치, 핵비등이탈률 제한

치, 노심감시계통 선출력 도 제한치)

ㆍ사분 출력 경사비

ㆍ축방향 출력편차.

만약 노심감시계통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원자로 노심 변수들을 규정

된 운전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심감시계통 계산에 사용되는 

각각의 비안전등급 관련 변수들을 감시하고 경보하여야 한다. 즉, 노심감

시계통은 많은 독립변수들을 몇 개의 감시하기 쉬운 변수로 통합한 것이

다. 노심감시계통 지시기의 간결함은 운전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할 변수의 

수가 줄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측면의 장점이 있다.

노심감시계통의 적절한 수행과 알고리즘이 모든 예상되는 조건에 대해

서 적절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한 공정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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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차폐 설계 요건 및 기준

방사선 차폐 설계는 원자력 시설에서의 작업 종사자 및 외부에서

의 일반 주민의 방사선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 조건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ALARA 개념에 의해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SMART 원자로의 노심 차폐 해석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1990년에 발표된 ICRP-60[3.1-3]과 1991년에 발표된 10CFR20[3.1-4]의 검

토가 필수적이다. 1991년 개정된 10CFR20은 1957년의 10CFR20과 비교할 

때 주요 차이점으로는, 

첫째, 외부 피폭 중심에서 내외부 피폭의 합인 전체 피폭선량 당량

(TEDE)으로 변화, 

둘째, 전신 외 부피폭에 대한 5 mSv에서 TEDE의 1mSv로 강화, 

셋째, 방사선 작업 및 일반 환경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MPC(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최대허용농도) 개념에서 ALI(Annual Limit of 

Intake: 연간섭취한도) 및 DAC(Derived Air Concentration: 공기중 유도농

도) 개념으로 규제 강화 및 

넷째, 인체내 주요 장기 및 기관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이다. 1990년 발

표된 ICRP-60은 작업자의 선량 한도를 연간 50 mSv에서 20 mSv로 강화

한 것이 큰 특징이다. 

10CFR20(1991) 및 ICRP-60 반 시의 향으로는 현행의 원자력 발전소

의 설계 및 운 에 적용되는 기존의 선량 한도 및 집단 선량 한도에 비해 

10CFR20(1990)과 ICRP-60의 권고 안이 방사선 피폭 제한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CFR20(1991)이 현재 운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의 경제성을 염려에 두고 개정된 점을 고려한

다면 현재 개발중인 SMART 원자로의 방사선 방호 기준으로써 ICRP-60

의 수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의 개념 설계 

단계부터 핵연료 성능 개선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감소시키고, 방

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계통의 설비를 개선하며, 차폐벽의 보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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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가. 차폐 설계 요건

(1) 선원항 요건

ㆍ정상 운전시 NUREG-0017[3.1-5], ANSI/ANS-18.1[3.1-6] 및 

10CFR50 App.I[3.6-7]를 준용하여야 한다.

ㆍ차폐 설계시 10CFR50[3.1-7]를 사용하여야 한다.

  ㆍ사고 해석시 NUREG-1465[3.1-8]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호 설계요건 

ㆍALARA 적용 요건으로 Reg. Guide 8.8[3.1-9] 및 Reg. 

Guide 8.10[3.1-10]를 적용하여야 한다.

ㆍ작업자 피폭선량에 대하여 ICRP60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

나. 차폐 설계 기준

(1) 일반 설계 기준

SMART는 일반 설계 요건을 만족하면서 작업자 및 주변 주민

의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선원항 기준

ㆍ발전소 정상 운전시 0.25%의 핵연료 손상률을 적용한다. 이

는 NUREG-0017, ANSI/ANS-18.1, 10CFR50 App.I를 만족한다.

ㆍ차폐 설계시 0.25%의 핵연료 손상률을 적용한다. 이는 

10CFR50(NEW)을 만족한다.

ㆍ사고해석에 사용되는 선원항은 NUREG-1465에서 권고하는 

물리적 현상에 근거한 선원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선원항의 방출시

간은 단계별 방출을 가정하고, 노심 재고량 대비 방출분율(0∼6510초)은 

다음과 같다. 

불활성기체 :  100%

I :   40%

Cs :   30%

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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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Sr :  <4%

기타 :  <1%

(3) 방사선방호 설계기준 

ㆍ방사성기기 및 배관 등 각 계통의 설계시 ALARA 개념을 적

용한다. 이는 Reg. Guide 8.8 및 Reg. Guide 8.10을 만족한다. 

ㆍ작업자 피폭선량 기준으로 연간 집단 선량은 1 man-Sv/yr 

(100 man-rem/yr)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피폭 선량은 ICRP60의 권고 안

에 따라 5년 평균 20 mSv/yr (2 rem/yr)로 제한한다.

SMART의 방사선 차폐 설계를 위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 방호 기준은 표 3.1-1에 나타내었다.

표 3.1-1  방사선 방호 기준

분류 방사선 작업 종사자 일반인

∙전유효선량당량[mSv/yr]

∙선량당량[mSv/yr]

  - 수정체

  - 피부

  - 손,발

 20*

150

500

500

 1

15

50

-

∙집단선량당량 [man-Sv/GWy(e)]   1 -

* 5년간 평균 20mSv/y를 유지하되 1년간 50mSv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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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연료 설계 요건 및 기준

가. 핵연료봉 설계 요건

핵연료봉은 이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원통형의 지르코늄 합금관에 

주입한 형태이다. 이러한 설계의 핵연료봉은 경수냉각 원자로에서 세계적

으로 널리 사용되어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ㆍ핵연료봉은 원자로의 정상상태 및 운전중의 과도상태에서 손상

되지 않아야 한다.

ㆍ비상 및 사고상태에서는 원자로의 냉각성능이 유지되고 필요시 

제어봉의 삽입이 항상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ㆍ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연성독봉은 경수로

에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핵연료봉과 동일한 설

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ㆍ핵연료봉 및 가연성독봉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으로서 주요 성능변수에 대해 설계제한치를 우선 설정

한 후, 핵연료봉 및 가연성독봉이 설계제한치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 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요건

(1) 기능설계요건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핵적, 열수력적 관점을 반 하여 핵연료

봉을 길이 방향으로 지지하고 반경 방향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열하여 전 설계조건에서 기하학적 냉각 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원자로 내부구조물(핵연료 정렬판, 상부 

안내 구조물의 핵연료 안내관 및 원자로 지지구조물)과 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가능한 유량 및 온도 조건에서 핵연료 

및 독물질봉과의 접촉부위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의 구조는 제어봉집합체를 정 위치에 정렬하게 

하여 접촉부위에서 과도한 마모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 설계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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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핵연료의 

부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가 각각의 설계조건에서 허용된 범위 이상으

로 핵연료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중성자선원 집합체와 상부에서 설치되

는 원자로 계측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해체 및 조립이 가능해야 한다. 즉 상단

고정체의 제거, 재조립 및 재잠금 등과 원격장비에 의하여 핵연료 및 독물

질봉의 제거 및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성능설계요건

ㆍ기동/정지 - 수명동안 50 회

ㆍ출력 사이클 (설계출력의 10-100-10 %) - 수명동안 매일

ㆍ원자로 불시정지 (100 %에서) - 수명동안 50 회

ㆍPC-2 및 3의 발생 - 핵연료 수명동안 1 회

다. 제어봉집합체 기계설계요건

(1) PC-1 : 비운전 및 정상 운전

PC-1 상황은 취급, 최초 선적, 원자로 보수 및 출력 운전(발전

소의 운전연습을 포함한)에 계획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PC-1 상

황들은 제어봉집합체의 손상과 계속되는 운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어떤 

향이 없어야 한다. PC-1 상황의 하중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가) 취급 및 운송

최대 가능한 축방향 및 횡방향 하중에 상응하는 하중과 이

들 기간 중 운송 및 취급장비에 의해 제어봉집합체에 부과되는 가속도는 

제어봉집합체의 어떤 표면과도 접촉이 없으며, 어떤 장비의 오동작도 없다

고 가정한다. 재료의 성질에 대한 조사효과는 재장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취급하중의 효과를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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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집합체가 받는 하중은 보수 절차의 모든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 출력 운전

하중은 설계 출력범위에서 천이 및 정상 운전 중 처해지는 

조건으로부터 유도된다. 고온 운전시험, 시스템 기동, 고온 운전대기, 규정

된 출력 제한치 내의 운전ㆍ제어된 천이 및 시스템 정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탈, 삽입, 어떤 위치로부터의 불시정지, 냉각수 유동에 의해 유

발된 압력차, 유체유발 진동, 열팽창차에 의해 유발된 성장차 및 독물질의 

팽윤(swelling)에 의해 유발된 조사로 인한 하중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PC-2 : 이상조건

PC-2 상황은 발전소의 수명 중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것이다. 제어봉집합체 설계는 기계적 손상 여유와 계

속되는 정상운전을 방해할 어떠한 구의 향이 없는 어떤 단일 이상조

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

고들은 아래와 같다.

ㆍ운전기준지진(OBE)

ㆍ제어되지 않은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ㆍ부분적 냉각수 유동의 손실

ㆍ부하의 손실(원자로 터빈 부하 불일치)

ㆍ정상 급수 부족

ㆍ발전소의 정전

ㆍ과도한 잔열 제거 (급수 계통 오동작)

ㆍ제어봉집합체 낙하

ㆍ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사고에 의한 감압

(3) PC-3 : 비상조건

PC-3 상황은 발전소의 수명 중 매우 드물게 접할 수 있는 계

획되지 않은 사고이며, 수정이나 보수를 위한 운전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다. 제어봉집합체의 어떠한 구조적 손상은 없다. 비상조건 상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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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사고는 아래와 같다.

ㆍ원자로 냉각재 펌프 회전날개의 고착을 제외한 100 % 출력

운전에서 주 냉각재 유동의 완전한 손실이나 파단

ㆍ증기 우회계통의 오동작

ㆍ고압의 불시정지 신호로 유발될 수 있는 상황

(4) PC-4 및 5 : 고장조건

PC-4 및 5 상황은 원자력 에너지 계통의 건전성과 운전성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향을 미칠만한 사고를 말한다. 고장조건 상황에 

해당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ㆍ증기 우회계통의 오동작

ㆍ안전정지지진(SSE)

ㆍ소형냉각재상실사고(SBLOCA)

ㆍ안전정지지진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동시 발생

ㆍ2차 계통 주 배관의 파단

ㆍ제어봉집합체 이탈

ㆍ냉각재 펌프 회전날개의 고착

라. 핵연료봉 설계기준

(1) 핵연료봉의 각 구조부품의 응력은 다음의 응력제한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ㆍPC-1 및 2 : Pm ≤ Sm

Pm + Pb ≤ FsㆍSm

ㆍPC-3 : Pm ≤ 1.5 Sm

Pm + Pb ≤ 1.5 FsㆍSm

ㆍPC-4 및 5 : Pm ≤ S'm

Pm + Pb ≤ FsㆍS'm

<약어>

Pm : 계산된 1차 막응력

Pb : 계산된 1차 굽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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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서 정의된

 설계응력 강도값

S'm : 2.4 Sm 혹은 0.7 Su (비연소 재료의 최소 인장 응력) 중

 작은 값 

Fs : 형상계수

(2) 핵연료의 온도는 용융온도 보다 낮아야 한다.

(3) 정상운전 및 운전중 과도상태에서 피복관의 원주방향 평균 변

형률은 1% 이하여야 한다.

(4) 피복관의 수소화 및 방사선 조사로 인해 피복관의 연성이 피복

관 변형률 제한치인 1 %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5) 핵연료봉의 피복관이 피로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6) 핵연료봉의 내부압력은 원자로의 계통압력보다 작거나, 계통압

력보다 클 경우에는 피복관의 바깥방향으로의 크립변형으로 인해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의 갭이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7) 피복관과 냉각수의 모든 가능한 화학작용(피복관의 산화 및 

Crud의 피복관 표면 침착 등)으로 인해 피복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8) 핵연료봉의 플레넘스프링은 축방향으로 4 g의 충격조건하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축방향 이동을 제한하여야하며, 플레넘 역에서의 피복

관의 안쪽으로의 크립 변형 시 피복관을 지지하여 좌굴(Collapse)을 방지

하여야 한다.

(9) 핵연료봉의 연소기간 중에 피복관의 좌굴(Collapse)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0) 피복관의 조사성장에 따른 핵연료봉의 길이 증가는 핵연료봉

과 핵연료집합체의 상ㆍ하단고정체 간의 거리보다 작아서 핵연료봉과 상

ㆍ하단고정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야 한다.

마. 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기준

(1) 구조적 건전성 기준

ㆍ핵연료집합체의 각 구조부품의 응력은 핵연료봉 설계기준에 

기술된 응력제한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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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핵연료집합체는 주기적 하중에 의해 발생된 피로 손상들이 

핵연료집합체 수명동안 0.8 이상의 피로손상계수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는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 

장전 전 정상 취급하중에서 핵연료집합체 외곽치수를 1.2 mm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ㆍ계산된 홀다운 스프링의 전단응력은 최소전단 허용응력을 넘

지 말아야 한다.

ㆍ지지격자체의 예상되는 충격하중은 시험에 의한 충격좌굴강

도를 발생하는 하중보다 작아야 한다.

ㆍ안전정지지진에서 핵연료집합체는 제어봉집합체의 긴급 삽입

을 방해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2) 최상부 및 최하부 지지격자의 길이방향의 최대 거리는 수리 용

접하여 작아진 핵연료 혹은 독물질의 길이보다 상당히 작아야 한다.

(3) 핵연료집합체는 전 유량으로 전 출력 운전 중에서 원자로 하부

구조물에서 들리지 않아야 한다. 계산되는 홀다운력은 핵연료부품의 공차, 

crud 생성, 항력계수, 우회유량, 유량비균일, 유량 불확실도 및 유량 측정

불확실도 등과 열유체설계에서 추천하는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4) 지지격자의 숫자와 위치의 결정은 핵연료 및 독물질의 비 지지

길이에서의 고유진동수가 예견되는 가진 진동수와 상당히 불 일치되도록 

한다.

바. 제어봉집합체 기계설계기준

제어봉집합체와 각 부품의 설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능적 요

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설계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모든 기

준들은 제어봉집합체의 설계 수명기간 동안 적용된다.

(1) 스파이더 구조물

스파이더는 제어봉들을 위한 구조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웨브는 

제어봉 구동장치 이송운동, 불시정지 하중,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의 적



- 42 -

절한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 및 횡방향의 굽힘과 전단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응력 제한치 기준은 핵연료봉 설계기준에 기술된 응력제한치 

기준과 같다.

(2) 그리퍼 커플링-신장축 연결

그리퍼 커플링은 나사부의 고착이 없이 원격 연결 및 해제를 

허용하는 신장축 커플링 메커니즘을 갖는 연결부를 제공한다.

(3) 나사부 연결

체결력을 엄 히 하기 위해(그리퍼 커플링과 스파이더의 연결

을 포함한) 나사부 연결은 연결부에서 생성되는 운전주기 하중보다 크게 

되도록 예비하중을 설계하여야 한다. 예비하중에 의해 생성되는 전체 축방

향 주응력은 0.6 Sm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베어링 응력은 운전온도에서 

항복응력보다 작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체결장치는 예비하중의 손실을 제

한하도록 나사부 연결을 제공한다. 구 체결장치는 이들의 계속적인 기능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용접으로 이완을 방지한다. 재구성 중 사용을 위해 

설계된 체결장치는 원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부를 통하

여 전달되는 기계적 하중들은 체결장치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4) 피로손상

제어봉집합체는 주기적 하중에 의해 발생된 피로 손상들이 제

어봉집합체의 수명동안 피로손상계수가 0.8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펠렛-피복관 상호작용

가장 가혹하게 연소시킨 B4C 펠렛의 10년 연소도에서 과도한 

피복관의 변형률을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여기서의 과도한 피복관 변형률

은 다음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ㆍ평균 피복관 직경의 1.0 % 구 원주방향 변형률

ㆍ피복관의 균일한 연신율로 조사한 과도한 변형률

ㆍ과도한 허용 가능한 값에서 비상정지시간을 만족하는 변형률

(6) 피복관 함몰

피복관은 제어봉집합체 수명기간 동안 접하는 압력차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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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대해 자유 직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대 계통 압력에 의해 유발된 

최대 난형도(ovality)를 갖는 관의 탄성 좌굴을 발생시키는 임계압력의 비

는 운전 주기초에는 1.3보다 커야 한다. 만일 비상정지 신호보다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압 불시정지값보다 큰 압력과 사고조건에 의해 발생

된 압력들은 설계 수명기간 노출조건의 일부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어봉

집합체의 수명기간 중, 난형도는 제어봉집합체 피복관 외경과 충격 완충 

역에서의 안내관 내경 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값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7) 제어봉의 응력

피복관, 봉단 마개, 커넥터, 스테인레스강 단면부 및 제어봉 구

동장치 이송 운동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체결 요소들, 압력차, 축방향 및 

횡방향 하중, 지진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발생된 변위에 의해 발

생된 응력들과 비상정지 하중들은 스파이더에 관한 응력 제한치를 만족하

여야 한다.

(8) 스페이서

모든 스페이서들은 운전온도에서 재질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제어봉 구동장치 이송운동에 의해 유발된 최대 가속도가 곱해진 독

물질의 무게를 견딜 능력을 가져야 한다.

(9) 구조적 용접

제어봉의 구조적 용접은 하중 조건과 주응력 제한치와 동일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1차 응력과 용접의 불연속성의 존재에 

의해 발생된 이차 응력의 조합은 3.0 S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차 응

력의 평가는 PC-4 및 5 상황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10) 피복관 마모

피복관 두께의 최대 5 % 균일한 마모 깊이가 제어봉집합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1) 스파이더 스프링

스파이더에 부착된 스프링의 회전 전단응력은 전단에 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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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응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스프링은 운전에서 최대 압축 시에도 강선의 

높이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제어봉집합체와 신장축의 수중 중량 합이 구

동 메커니즘 래치의 작용 중 축방향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프링

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프링은 정상운전 조건 중 가장 무거

운 제어봉집합체와 축의 이동과 연관된 운동 및 위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12) 플런저

플런저는 운전 중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플런저는 PC-1의 허용 가능한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제

어봉집합체-신장축 조합이 0의 유동 비상정지로부터 발생하는 충격하중을 

제어봉집합체에서 상부 안내 구조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3) 독봉 플레넘 스프링

독봉 스프링은 운송 및 취급 중 5 g의 축방향 가속도를 위해 

피복관에 관해 필터 재질의 적층 시 상대적 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스프

링에 있어 최대 회전 전단응력은 운전 주기초에 전단에 대한 항복응력보

다 작아야 한다. 독봉 스프링은 피복관과 필터 재질간의 성장 및 열팽창차

를 허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층 무게와 동일한 최소 하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스프링들은 독봉의 사용기간 동안 강선의 높이에 도달해서는 안 된

다.

(14) 치수의 적합성

제어봉집합체는 인접한 핵연료집합체, 상부 안내 구조물, 제어

봉집합체의 취급장비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기하학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15) 무게

최대 제어봉집합체의 무게는 제어봉 구동장치 시방서의 중량제

한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비상정지 기준

제어봉집합체는 운전기준지진을 제외한 모든 PC-1 및 2에 대

한 시간 및 변위 제한에 따라 완전히 인출된 위치로부터 90 % 삽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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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야 한다.

ㆍ운전기준 및 안전정지지진 사고를 위해, 제어봉집합체는 비상

정지가 가능하여야 하나, 미리 규정된 90 % 삽입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 

이내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ㆍSBLOCA시, 제어봉집합체는 비상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의 구동 및 비상정지는 제어봉집합체의 건전성에 부수적일 

뿐 아니라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를 통한 안내 경로가 연속

성을 가져야 한다.

(17) 독물질의 방향

제어봉에서 독물질의 위치와 길이는 독봉의 하단이 제어봉집합

체와 신장축들이 완전히 삽입된 등가 위치일 때 제어봉 끝단의 위치는 연

료 유효 길이의 하단으로부터 반응도 제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어봉이 최대로 인출되었을 때 독물질은 

연료의 유효 길이의 상단과 동일하거나 위에 있어야 한다.

(18) 베어링 표면

기계적 하중들과 체결부의 예비하중에 의해 생성된 베어링 표

면에서의 응력들은 재료의 항복응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9) B4C 펠렛

B4C 펠렛들은 펠렛과 피복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서리를 둥 게 하거나 모따기를 실시한다. 도와 B-10 성분은 핵설계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0) 제어봉 끝단

ㆍ치수적 안정성 : 제어봉의 끝단 설계는 제어봉과 핵연료집합

체 안내관의 완충 역간에 직경방향의 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찬가지

로, 봉의 끝단 역에서의 변형률은 0으로 제한된다.

ㆍ냉각재 유동 수용 : 제어봉집합체 끝단의 축방향 위치는 핵

연료집합체 안내관 완충 역에서 핵연료집합체로 완전히 삽입되었을 때에

도 유동 구멍이 제어봉집합체 끝단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 46 -

야 한다.

(21) 봉의 공간 체적

유용한 체적을 갖도록 크기가 정해진 공간 체적은 최대 예측된 

축방향 평균 B-10 연소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압력은 허용 가

능한 응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플레넘 길이는 플레넘 스프링 

요구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사. 핵연료봉 적용법규 및 기술기준

핵연료봉의 설계는 가압경수로용 핵연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의 가압경수로용 핵연료봉의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ㆍ SRP Section 4.2 : Fuel System Design

ㆍ 10CFR50 App. K GDC 10

ㆍ ANSI/ANS 57.5 : LWR's FA Mechanical Design and

Evaluation



- 47 -

제 2 절  노심 핵 설계

1. 개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 무붕산 운전 및 주기길이 3년의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SMART 노심 장전 모형을 41 제어봉을 이용하여 선정하 다. 

[3.2-1] 개념 설계에서 구성된 장전 모형은 17x17 핵연료를 이용하는 국내 

상용 원전과 동일한 선출력 도 제한치를 갖는 첨두 출력을 설계 기준으

로 개발되었다. 또한, 이 장전 모형은 반응도 제어 관련 설계 기준인 “상

온 조건에서 최소 1% 이상의 정지 여유도 확보”와, “재장전 조건에서 

k=0.95 이하 유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17x17 형태의 UO2 핵연료 57 다발을 이용하여 구성한 노심의 유효 높

이는 2 m이며 주기 길이 3년의 설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U-235 농축

도는 4.95 wt.%를 사용하 다. 초장주기 노심의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12 wt.% 가돌리니아 핵연료(U-235 농축도 1.8 wt.%)와 0.01588 

g/cm의 B-10 함량을 갖는 Al2O3-B4C 가연성 독봉을 사용하 다. 

개념 설계 원자로에 대한 안전 해석 수행 결과, 4대의 MCP가 동시에 

정지되어 일차측 강제 순환 유량이 완전 상실되는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고가 가장 제한적인 사고 중 하나로 판명되었다.[3.2-2] 따라서, 사고 해

석 입력으로 사용된 첨두 출력으로부터 3차원 첨두 출력(Fq) 제한치 3.7을 

2.8로 하향 조정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41개의 제어봉은 정지여유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급격히 노심에 

반응도가 삽입되는 제어봉 이탈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이탈 제어봉

가가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어봉 

중첩을 제안하 다.[3.2-3] 제어봉 중첩은 또한 미분 제어봉가가 “0”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제어봉가 유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3.2-4] 

따라서, 정지 여유도를 만족하며, 이탈 제어봉가와 첨두 출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본 설계에서는 49개의 제어봉을 채택하 으며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을 채택하 다.[3.2-5, 3.2-6] 

개념 설계 노심에서는 노내 계측기를 핵연료 집합체 상부로부터 장입하



- 48 -

므로, 제어봉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중앙에 위치하던 

계측관을 최외곽으로 이동하고, 중앙의 계측관을 안내관으로 이용함에 따

라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봉은 각 구동 장치마다 21개를 사용하 다. 그러

나, 기본 설계에서 노내 계측기는 핵연료 하부에서 삽입되므로, 핵연료 집

합체 중앙에 있는 계측관에 삽입되며, 이에 따라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봉

은 24개로 변경되었다. 

기본 설계 장전 모형에는 제어봉 삽입 운전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연성 독봉을 축방향으로 달리 적용하여 첨두 출력을 

개선하 다. 이 장전 모형을 기본으로 안전 및 성능 해석이나, 핵연료 설

계, 열수력 설계, 노심 차폐 설계 등에 필요한 연계 자료를 생산하 으며, 

노심 핵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무붕산 노심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고인 제어봉 이탈사고 시 노심 거동

을 모사하고, 핵연료 엔탈피 기준을 만족하고, 핵연료 온도가 용융점으로

부터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DNBR 해석을 위하여 시간

에 따른 노심 출력, 출력 분포, pin census 등을 생산하 다. 

다양한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모사하여 그 능력을 확인하 으며, 냉각재 

출구 온도 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제안된 역에서 강한 음의 MTC 효

과를 이용한 냉각재 온도에 따른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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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장전 모형

가. 개요

SMART 노심은 무붕산 운전 개념을 채택하며, 주기 길이 3년 이

상의 초장주기 설계이다. UO2 소결체를 핵연료로 사용하며, 유효 높이 2 

m인 17x17 형태의 핵연료 집합체 57개로 노심이 구성된다. 초장주기 요건

을 만족하기 위하여 U-235 농축도는 4.95 wt.%를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다량의 가연성 독봉을 사용하고 있다. 가

연성 독봉은 핵연료 연소에 따른 노심 잉여 반응도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

지시켜 제어봉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첨두 출력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 다. 주기 길이 3년 동안 충분한 반응도 제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

여 가연성 독물질로 Al2O3-B4C를 선택하 다. 또한, Al2O3-B4C를 보완하

기 위하여 Gd2O3-UO2를 추가로 사용하 다. 

노심 장전 모형 설계에 사용한 세부 설계 기준은 개념 설계 연구 결과

에 따라, 3차원 첨두 출력 Fq는 2.8, 최대 이탈 제어봉가 (Ejected Rod 

Worth: ERW)는 0.65 $로 예비적으로 결정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

는 장전 모형을 연구하 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41 제어봉 노

심뿐만 아니라, 45 제어봉 노심[3.2-7, 3.2-8], 49 제어봉 노심을[3.2-9] 연

구하 다. 

45 제어봉을 설치한 노심 장전 모형은 Fq=2.5, 최대 ERW는 720일에서 

431 pcm을 나타내었다. ERW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심 중앙에 농

축도가 3.75 wt.%인 핵연료를 사용하 으나, ERW를 360 pcm 이하로 감

소시키지는 못하 다. 대표적인 45 제어봉 노심 장전 모형을 그림 3.2-1에 

제어봉 설치안을 그림 3.2-2에 나타내었다. 45 제어봉 노심 장전 모형과 

대비하여 49 제어봉을 설치하는 경우, 상온 정지 여유도, 첨두 출력, ERW 

등에서 모두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 노심의 핵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탈 제어봉가는 263 pcm, 주기중 최대 첨두출력 2.0 수준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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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B1 B0

A0 A1 B1 A1 A0

A0 A1 A2 B0 A2 A1 A0

B0 A1 A2 B1 B1 B1 A2 A1 B0

B1 B1 B0 B1 B1 B1 B0 B1 B1

B0 A1 A2 B1 B1 B1 A2 A1 B0

A0 A1 A2 B0 A2 A1 A0

A0 A1 B1 A1 A0

B0 B1 B0

U235 wt.% # Gd Gd wt.% B4C g/cm # B4C BP Axial Zone (cm)

A0 4.95 4 4 0.016 20/0 160/40

A1 4.95 4 4 0.016 20/0 180/20

A2 4.95 4 4 0.016 20/0 190/10

B0 4.95 4 9 0.016 28/24/0 80/100/20

B1 4.95 4 9 0.016 28/24/0 120/70/10

그림 3.2-1  제어봉 45개를 설치한 예비 노심 장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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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S2 S1 S2 S3

S3 S1 R2 R1 R2 S1 S3

S2 R2 R3 R4 R3 R2 S2

S1 R1 R4 R4 R4 R1 S1

S2 R2 R3 R4 R3 R2 S2

S3 S1 R2 R1 R2 S1 S3

S3 S2 S1 S2 S3

그림 3.2-2  45-제어봉 설치안

제어봉 설치안은 그림 3.2-3과 같으며, 제어봉 운전 전략은 그림 3.2-4와 

같이 제안되었다. 이는 첨두 출력과 이탈 제어봉가가 최소가 되도록 중첩 

길이가 최적화된 것으로 운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가 기동 준비가 

되면 제어봉들을 20 cm까지 인출한다. 모든 제어봉이 20 cm에 인출되어 

있어도 원자로는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제어봉을 

인출시켜 놓음으로써 제어봉 이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심 하부에 골고

루 중성자속이 분포함으로써 국부적으로 심각한 출력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반면, 출력 운전 중 제어봉이 높이 40 cm 아래에까지 삽입되는 경

우, 첨두 출력과 이탈 제어봉가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출력 운전 중 어떠

한 제어봉도 40 cm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설정하 다.



- 52 -

o R1 o

R1 R1 R1 R1 R1

R1 R1 R2 R2 R2 R1 R1

o R1 R2 R3 R4 R3 R2 R1 o

R1 R1 R2 R4 R4 R4 R2 R1 R1

o R1 R2 R3 R4 R3 R2 R1 o

R1 R1 R2 R2 R2 R1 R1

R1 R1 R1 R1 R1

o R1 o

그림 3.2-3  49-제어봉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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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제어봉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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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 cm와 40 cm 두 번의 제어봉 인출 및 삽입 제한치가 설정되

었으며, 이 사이에서 각 제어봉군은 순차적으로 인출되게 된다. 40 cm 이

상에서 제어봉은 군별 60 c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어봉 운전 전략을 유지할 때 이탈 제어봉가는 그림 3.2-5 및 

그림 3.2-6과 같은 추세를 보이며, 최대 이탈 제어봉가가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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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기동 운전시 이탈 제어봉가 (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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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고온 운전시 이탈 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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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어봉 장전 모형은 축방향 가연성 독봉 cutback 및 집합체 역을 

3가지로 단순화하 으며[3.2-10], R1 제어군을 2개의 기동 제어군과 1개의 

조절 제어군으로 세분화하여 군별 제어봉가를 작게 하여 운전성과 안전성 

향상을 꾀하 다.[3.2-11] SMART 기본 설계 노심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

용은 “나. 기본 설계 노심”에 기술하 다.

나. 기본 설계 노심

(1) 핵연료 집합체와 노심 장전 모형

SMART 노심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17x17 형태의 UO2 연료이

다. 초장주기 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잉여 반응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U-235 농축도는 4.95 wt.% 를 사용하 다. 핵연료 집합체의 유효 높이는 

2 m이며, UO2 소결체의 직경은 8.05 mm이다.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봉이 

삽입될 수 있도록 24개의 안내관과 핵연료 집합체 중앙에 노내 계측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계측관을 갖고 있다. 핵연료봉 및 가연성 독봉은 집합체에 

모두 264개가 장착된다. 핵연료 집합체를 위에서 본 단면도는 그림 3.2-7

에 나타내었다. 

그림 3.2-7  핵연료 집합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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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노내 계측기는 핵연료 집합체 중앙에 위치한 안내관에 설치된다. 

총 5개의 스페이서 그리드는 핵연료봉을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킨다. 상단 

및 하단 고정체는 노심 내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초장주기 노심의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다량의 가연성 독봉이 

사용된다. 주 가연성 독봉으로 Al2O3-B4C가 사용되며, 주기초 정지 여유도 

확보와 연소도에 따른 집합체 반응도 변화를 가능한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Gd2O3-UO2 연료 일체형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을 사용하

다. 핵연료 집합체는 이러한 가연성 흡수봉의 사용 개수에 따라 3개의 

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표 3.2-1 및 그림 3.2-8에 나타내었다. 

SMART 노심 내의 각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를 보여주는 노심 장전 모

형은 그림 3.2-9에 나타내었다. 이 노심 장전 모형은 초장주기 운전에 적

합하고 원자로 압력 용기에의 중성자 조사량을 줄여 원자로 압력 용기의 

수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저 누설형이다. 

표 3.2-1  노심 설계 요약

노심 배열

총 핵연료 집합체 개수

총 제어봉 집합체 개수 

총 핵연료봉 위치

총 핵연료봉 개수

Al2O3-B4C 독봉 개수

Gd2O3-UO2 연료봉 개수

총 연료봉 개수

노심 등가 직경 (cm)

노심 외곽 직경 (cm)

총 핵연료 장전량 (kgU)

총 지르칼로이 무게 (kg)

핵연료 부피 (디쉬, 챔퍼 포함) (m3)

57

49

15,048

13,468

1,288

292

13,760

183.2

204.0

12,471

4,02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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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노심 설계 요약 (계속)

핵연료 집합체

집합체

종류

집합체

개수

농축도

(wt.%)

핵연료봉

개수

Al2O3-B4C

개수

Gd2O3-UO2

개수

A

B

C

8

28

21

4.95

4.95

4.95

224

240

236

28

20

24

12

4

4

핵연료봉 배열

봉간 간격 (cm)

스페이서 그리드

재질

집합체당 개수

무게 (kg)

하단 스페이서 그리드

재질

집합체당 개수

무게 (kg)

총 집합체 무게 (kg)

크기

핵연료봉 양 끝 거리, cm

17x17-24-1

1.26

지르칼로이-4

3

3.927

인코넬 718

1

0.752

370.842

21.11x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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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노심 설계 요약 (계속)

핵연료봉

핵연료봉 재질

소결체 직경 (cm)

소결체 높이 (g/cm3)

소결체 도 (g/cm3)

소결체 이론 도 (g/cm3)

소결체 도 (이론 도의 %)

피복관 재질

피복관 내경 (cm)

피복관 외경 (cm)

피복관 두께 (cm)

유효 높이 (cm)

UO2

0.805

1.0

10.4

10.96

94.89

지르칼로이-4

0.822

0.95

0.064

200

제어봉집합체

집합체당 흡수봉 개수

피복관 재질

피복관 두께 (cm)

피복관 내경 (cm)

피복관 외경 (cm)

흡수봉

흡수체 재질

흡수체 높이 (cm)

흡수체 직경 (cm)

흡수체 도 (g/cm3)

흡수체 성분 무게비 (%), Ag/In/Cd

24

SS

0.047

0.874

0.968

Ag-In-Cd

200

0.866

10.17

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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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노심 설계 요약 (계속)

가연성 흡수체

흡수체 재질 Al2O3-B4C Gd2O3-UO2

소결체 직경 (cm)

소결체 높이 (cm)

소결체 도 (g/cm3)

UO2 이론 도 (g/cm3)

Gd2O3 이론 도 (g/cm3)

피복관 재질

피복관 내경 (cm)

피복관 외경 (cm)

피복관 두께 (cm)

유효 높이 (cm)

0.7646

-

3.94

-

-

지르칼로이-4

0.822

0.95

0.0641

200

0.805

1.0

9.748

10.96

7.41

지르칼로이-4

0.822

0.95

0.0641

200

노심 성능 특성

열출력 (MWt)

노심 냉각재 온도

고온 출력 (℃)

고온 전출력 노심 입구 (℃)

고온 전출력 노심 출구 (℃)

정격 1차 계통 압력 (MPa)

고온 전출력 첨두 출력 인자

394.5 W/cm에 해당하는 3차원 첨두 출력 인자

평균 선출력 생성률 (W/cm)

비 출력 (kW/kgU)

체적 출력 도 (kW/ℓ)

330

295

270

310

15

3.29

119.9

26.462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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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집합체 모형

A: 12 Gd2O3-UO2, 28 Al2O3-B4C

B:  4 Gd2O3-UO2, 20 Al2O3-B4C

C:  4 Gd2O3-UO2, 24 Al2O3-B4C

그림 3.2-9  노심 장전 모형

(2) 제어봉

SMART에는 핵연료 집합체에 삽입될 수 있는 49개의 제어봉

이 설치되어 있으며, 4개의 조절 제어군과 2개의 기동 제어군으로 구분되

어 있다. 모든 제어군의 노심내 위치를 그림 3.2-10에 표시하 다. R1∼R4 

까지 4개의 제어군은 원자로 출력 운전 중에도 노심에 삽입되어 반응도를 

조절하게 된다. 두 개의 기동 제어군은 상온에서 고온 출력에 도달할 때

까지 노심 반응도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동 제어군은 노심

이 출력 운전을 하는 경우 완전 인출 위치에 있으며, 조절 제어군과 함께 

원자로에 상온 조건에서도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제공한다. 그림 3.2-11에 

제어봉집합체 중첩 운전 전략을 나타내었다. 그림 3.2-4의 중첩 운전 전략

과 비교하여, R1이 S1, S2, R1 제어군으로 나뉨에 따라 제어군 인출사고 

시 고온 조건에서의 반응도 주입률은 약 70%, 첨두 출력은 약 20%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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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었다. 이탈 제어봉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반응도 주입률

을 줄인 것이므로 세분화된 제어군과 중첩 운전 전략은 노심 안전성 향상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Regulating Bank

Startup Bank

그림 3.2-10  제어봉 배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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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제어봉집합체 중첩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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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제어군은 출력 운전 중 완전 인출 위치에 있으므로, 중성자 흡수 

물질로 B4C를 사용할 수 있으나, 조절 제어군의 흡수체는 초장주기 주기 

길이 동안 지속적으로 노심 삽입 운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SMART에서는 

모든 제어봉에 Ag-In-Cd을 사용하 다. 표 3.2-1에 제어봉 설계 사항을 

요약하 다. 

(3) 가연성 흡수체

SMART 노심은 수용성 붕소가 없는 조건에서 운전되므로, 초

장주기 운전에 필요한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다량의 가연성 흡

수체를 사용하 다. 특히, 3년 주기 길이 동안 효과적으로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연소도가 높은 역에는 B-10 함량이 높은 가연성 독봉

을 사용하고, 연소도가 낮은 외곽 핵연료 집합체에는 B-10 함량을 낮추어

서 주기 중 출력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주기 길이를 최대화하 다. 

또한, 4 wt.%의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을 함께 사용하여, 연소도에 따

른 집합체 반응도 변화 특성을 가능한 평탄하게 하여, 연소에 따른 노심 

반응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임계 제어봉 위치의 변화도 최소가 

되어 출력 분포와 첨두 출력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 다. 가돌리니아 가연

성 독봉에 사용한 U-235의 농축도는 국내 상용 원전에 사용 경험이 있는 

1.8 wt.%를 사용하 다. 

SMART 노심의 일부 가연성 독봉은 축방향으로 역이 나뉘어 있다. 

이는 주기 길이 동안 제어봉 삽입 운전이 지속됨에 따라, 축방향 출력분포

가 심하게 하부로 편향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그림 3.2-8에 나타낸 

zoned 형태에서는 일부 Al2O3-B4C 가연성 독봉 자리에 Al2O3 소결체만 

장전된 모습을 보인다. 축방향으로 이들 구역화된 형태를 그림 3.2-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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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Gd2O3
Content

(wt.%)

Number of 

Gd Poison

Rods

B10 

Contents

(g/cm)

Number of

Al2O3-B4C

shims

Number of Shims

Axial Cutback Region

Al2O3-B4C/Al2O3-only

A 4 12 0.01110 28 28 / 0

B 4 4 0.01588 20 16 / 4

C 4 4
0.01588

0.02900

8

16

8 / 0

8 / 8

그림 3.2-12  축방향 가연성 독봉 설계

(4) 계측기

SMART에는 장전 핵연료 집합체의 대칭성을 고려한 모두 21

개의 노내 계측기를 설치하 다.[3.2-12] 이 노내 계측기는 그림 3.2-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노내 계측기 그룹을 설정하여 노심 보호 감시 계

통의 방위각 출력 편차 계산에 충분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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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출구 열전쌍은 일차 계통수의 노심 출구 온도를 측정한다. 

그림 3.2-13  노내 계측기 장전 모형

다. 노심 연소 특성

(1) 개요

원자로에 장전되는 연료는 핵연료의 연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축적에 따른 잉여 반응도 감소 효과를 요구 주기 길이 동안 보상할 수 있

어야 한다. 이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SMART에서는 다량의 가

연성 독봉을 함께 장전한다. 제어봉은 가연성 독봉으로 제어하고 남은 노

심의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주기 길이 동안 항상 삽입되어 운전

된다. 가연성 독봉은 역별 핵연료 집합체의 주기말 연소도를 고려하여 

주기 길이 동안 핵연료 집합체의 반응도가 가능한 일정하도록 B-10 함량

과 개수,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의 개수를 사용하 다. 그림 3.2-14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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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의 B-type 집합체의 연소 곡선이며, Al2O3-B4C와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의 조합으로 가연성 독봉이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상당히 평

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기 길이 동안 제어봉의 임계 위

치는 그 변화 폭이 최소화되었으며, 첨두 출력도 주기 길이 동안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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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0.95

1.00

1.05

1.10

1.15

1.20

 MASTER-0D

k-
in

f

Burnup (MWD/kg)
0 10 20 30 40 50 60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

 CASMO-3

그림 3.2-14  CASMO-3와 MASTER-0D의 집합체 반응도 변화

(20 Al2O3-B4C + 4 Gd2O3 ) 

(2) 임계 제어봉 위치 및 잉여 반응도

SMART 노심연소계산은 노심을 3차원으로 모사한 MASTER 

[3.2-13, 3.2-14] 전산 프로그램으로 수행하 다. 군정수는 CASMO-3 

[3.2-15, 3.2-16], PROLOG[3.2-17]를 사용하여 MASTER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 다. 

주기 길이 990일에서 예상 연소도는 26,160 MWD/MTU 이며, 고온 전

출력에서 임계 제어봉 위치는 그림 3.2-15에 나타내었다. 고온 전출력 상

태의 노심 잉여 반응도는 그림 3.2-16과 같이 주기 전체에 걸쳐 약 2.5%

를 유지하며, 주기초부터 주기말까지 최소 1%이상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

다. 주기초에는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노심 반응도 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이 후 4 wt.%의 가돌리니아가 연소됨에 따라 노심 반응도는 약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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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주기말로 접근함에 따라 가연성 독봉의 연소는 완료되고, 핵연

료만 지속적으로 연소함으로 노심 잉여 반응도는 계속 감소하며, 이에 따

라 제어봉은 임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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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연소도에 따른 임계 제어봉 위치, 고온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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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연소도에 따른 노심 잉여 반응도, 고온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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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분포

(가) 반경 방향 출력분포

핵연료 연소에 따른 모든 연소 단계에서의 집합체별 반경 

방향 출력, 연소도 및 첨두 출력 분포의 변화는 참고 문헌 [3.2-18]에 수

록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에 

대하여서만 그림 3.2-17에서 3.2-19까지에 나타내었다. 출력 및 연소도 분

포는 1/4 노심 대칭이므로, 전체 노심 중에서 4 사분면의 것만을 수록하

다.

          FIRST  LINE: ASSEMBLY BATCH ID                    
          SECOND LINE: ASSEMBLY POWER                       

          THIRD  LINE: ASSEMBLY BURNUP (GWD/MTU)            

          FOURTH LINE: ASSEMBLY AVERAGED FUEL ROD POWER (Fr)
                                                            
                                                            
   Y/X      E       D       C       B       A               
                                                            
  5        C       C       C       B       B                
           0.624   0.731   1.186   1.320   0.834            
           0.000   0.000   0.000   0.000   0.000            
           0.719   0.957   1.427   1.526   1.201            
                                                            
  6        C       C       C       B       A                
           0.731   0.918   1.215   1.214   0.593            
           0.000   0.000   0.000   0.000   0.000            
           0.957   1.213   1.420   1.444   1.095            
                                                            
  7        C       C       B       B                        
           1.186   1.215   1.267   0.897                    
           0.000   0.000   0.000   0.000                    
           1.427   1.420   1.462   1.302                    
                                                            
  8        B       B       B                                
           1.186   1.215   1.267   0.897                    
           0.000   0.000   0.000   0.000                    
           1.427   1.420   1.462   1.302                    
                                                            
  9        B       A                                        
           1.186   1.215                                    
           0.000   0.000                                    
           1.427   1.420                                    

그림 3.2-17  집합체별 출력 및 연소도 분포, 주기초, 고온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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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X      E       D       C       B       A               
                                                            
  5        C       C       C       B       B                
           0.522   0.630   1.084   1.341   0.965            
          11.033  12.911  18.316  20.358  13.575            
           0.570   0.800   1.271   1.444   1.252            
                                                            
  6        C       C       C       B       A                
           0.630   0.818   1.116   1.239   0.785            
          12.911  15.111  18.699  18.753  10.746            
           0.800   1.043   1.261   1.406   1.202            
                                                            
  7        C       C       B       B                        
           1.084   1.116   1.202   0.899                    
          18.316  18.699  19.052  13.714                    
           1.271   1.261   1.312   1.224                    
                                                            
  8        B       B       B                                
           1.084   1.116   1.202   0.899                    
          18.316  18.699  19.052  13.714                    
           1.271   1.261   1.312   1.224                    
                                                            
  9        B       A                                        
           1.084   1.116                                    
          18.316  18.699                                    
           1.271   1.261                                    

그림 3.2-18  집합체별 출력 및 연소도 분포, 600일, 고온 전출력

   Y/X      E       D       C       B       A               
                                                            
  5        C       C       C       B       B                
           0.976   1.021   1.188   1.144   0.835            
          17.905  20.970  29.750  33.323  23.109            
           1.025   1.097   1.249   1.230   1.051            
                                                            
  6        C       C       C       B       A                
           1.021   1.142   1.182   1.083   0.698            
          20.970  24.554  30.394  30.883  18.889            
           1.097   1.236   1.248   1.211   1.024            
                                                            
  7        C       C       B       B                        
           1.188   1.182   1.118   0.815                    
          29.750  30.394  30.981  22.645                    
           1.249   1.248   1.237   1.085                    
                                                            
  8        B       B       B                                
           1.188   1.182   1.118   0.815                    
          29.750  30.394  30.981  22.645                    
           1.249   1.248   1.237   1.085                    
                                                            
  9        B       A                                        
           1.188   1.182                                    
          29.750  30.394                                    
           1.249   1.248                                    

그림 3.2-19  집합체별 출력 및 연소도 분포, 990일, 고온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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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방향 출력분포

주기초에서 제어봉 완전 인출시의 고온 출력 축방향 출

력분포는 그림 3.2-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 상부로 편향되어 있다. 이

는 제어봉 삽입 운전을 대비하여 노심 상부에 위치한 일부 가연성 독봉을 

Al2O3만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노심이 고온 전출력 조건에 이르면, 강한 

“음”의 감속재 온도 계수와, 제어봉 삽입에 따라 출력 분포가 그림 3.2-21

과 같이 평탄해짐을 보인다.

(다) 축방향 출력 편차

그림 3.2-22에 고온 전출력 운전시의 노심 연소에 따른 축

방향 출력 편차 (Axial Offset: AO)를 나타내었다. 주기초 핵분열 생성물

의 축적에 따른 반응도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어봉이 인출됨에 따라 

AO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후,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의 연소에 따라 

AO가 감소하며 다시 Al2O3-B4C 가연성 독봉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추

가로 AO의 감소가 나타난다. 가연성 독봉의 연소 후에는 핵연료의 연소

에 따라 제어봉이 인출되어야 하므로, AO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

태를 나타낸다.

그림 3.2-20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주기초 고온 출력, 제어봉 

완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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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고온 전출력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3

-0.2

-0.1

0.0

0.1

Ax
ia

l O
ffs

et

Burnup (EFPD)

그림 3.2-22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출력 편차

(라) 첨두 출력 인자

노심 연소에 따른 첨두 출력 변화를 그림 3.2-23과 3.2-24

에 나타내었다. 반경 방향으로 적분된 노심 첨두 출력 인자, Fr은 주기초

에 최대값 1.525를 나타낸 후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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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r은 축방향 출력분포와 더불어 고온 수로(hot channel)의 핵비등 

이탈율 평가에 사용되는 인자이다. 3차원 첨두 출력 인자 Fq는 가연성 독

봉의 연소가 완료되는 주기 중반에 제어봉 삽입에 따라 축방향 출력분포

가 가장 “음”의 값을 갖게 될 때 최대 2.05를 나타낸다. Fq 제한치 3.29(측

정 불확실도 15%를 포함하는 경우 2.8)로부터 충분한 여유가 있어 다양한 

부하추종운전 등 높은 운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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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인자,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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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첨두 출력 인자,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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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핵특성

가. 반응도 계수

노심 반응도는 정량적으로 노심이 임계로부터 멀어진 정도를 나타

내는 방법이다. 감속재 온도와 도, 핵연료 온도 변화에 의하여 반응도가 

변화하며 단위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량을 반응도 계수라 한다. 두 

노심 조건에서 반응도 차이는 반응도 결손이라 하며, 반응도 계수의 적분 

값으로 나타난다.

(1) 감속재 온도 계수

감속재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율을 감속재 온도 계수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MTC)라 한다. 감속재인 물의 온도

가 변화하면, 도가 변화하고, 따라서 물의 수 도가 변화하게 된다. 또

한,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중성자 flux의 spectrum 차이로 인하여 

microscopic cross section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합하여 

반응도 변화가 발생하며, 이 중 수 도 변화에 의한 효과가 macroscopic 

cross section 변화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25에 연소도에 따른 

MTC를 나타내었다. 

그림 3.2-25  연소도에 따른 감속재 온도 계수, 고온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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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붕산 노심의 특성인 주기 길이 동안 강한 “음”의 MTC를 나타내고 있

다. 특히, 붕산을 사용하는 PWR과는 반대로 주기초에 -64 pcm/℃에서 주

기말에 -48 pcm/℃로 주기초보다 “음”의 성질이 강하다. 

(2) 도플러 (핵연료) 온도 계수

U-238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명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면 U-238에 포획되는 중성자 수가 증가하여 음의 

반응도 효과를 나타낸다. 핵연료 온도 계수(Fuel Temperature Coefficient: 

FTC)는 핵연료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점차 감소한다. 또한, 

Pu-240이 대단히 큰 공명 흡수 단면적을 가지므로,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FTC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핵연료 온도에 따른 FTC를 그림 3.2-26

에 수록하 다.

그림 3.2-26  핵연료 온도에 따른 FTC

나. 정지 여유도와 잉여 반응도

고온 전출력에서 상온 정지 상태까지의 노심 반응도 변화 요인을 

그림 3.2-27에 나타내었다. 표 3.2-2에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에 대하여 

고온 전출력 잉여 반응도를 포함하여 정지 여유도, 재장전 조건에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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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나타내었다. 고온 전출력에서 운전에 필요한 잉여 반응도는 최소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정지 후 제논 축적에 의한 기동 지연 현상 등

을 방지할 수 있다. 

표 3.2-2  정지 여유도와 요구 제어봉가

주기초 주기말

 상온 출력 제어봉가 요구량 (%Δρ)

잉여 반응도,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2.98 1.41

제논 반응도 2.31 2.49

출력 결손, 고온 (전출력 - 출력) 1.38 1.02

온도 결손, (295℃ - 20℃) 8.07 6.12

상온 정지여유도, 20℃ 1.00 1.00

상온 정지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요구량 15.75 12.04

총 제어봉가 25.21 24.35

고착 제어봉가 5.31 7.50

순 제어봉가 19.90 16.85

제어봉가 불확실도 (10%) 1.99 1.68

유효 순 제어봉가 17.91 15.16

 재장전 조건

keff 요구량 ≤ 0.95 ≤ 0.95

keff, 전제어봉 삽입 (10% 불확실도 포함) 0.926 0.902

 

상온 20℃에서 가장 반응도가 큰 제어봉이 완전 인출 위치에 고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되었을 때, 원자로는 최소 

1% 이상 음의 반응도를 유지해야 한다. 제어봉가 불확실도는 10%를

[3.2-19] 고려하 다. 

그림 3.2-27을 보면 주기초에 가장 상온 정지 여유도가 작으며, 2.16%Δρ

의 상온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인다. 상온 정지 여유도 요건 

외에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할 때, 핵연료 취급 시 임계도 요건을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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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취급 시 충분한 미임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

고 있으며, 참고 문헌 [3.2-20]에서는 일반적으로 keff가 0.95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2-27은 모든 제어봉이 삽입되었을 때 임계도 요건

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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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정지 여유도 및 제어봉가

다. 축방향 출력분포

(1) 축방향 출력 편차 범위

SMART 노심은 그 크기가 작아 제논 진동에 대하여 안정적이

다. 그러나, 제논 과도 현상은 원자로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이에 따

라 노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봉의 움직임이 수반된다. 수용성 

붕소가 사용되지 않는 SMART에서는 제어봉의 움직임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따라 축방향 출력 편차(Axial Offset: AO)의 범위도 상용 PWR에 비

하여 매우 넓은 범위를 요구하게 된다. 축방향 출력 편차는 또한 핵연료 

및 가연성 독봉의 연소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과도 상태뿐만 아니라 정

상 상태에서도 넓은 역은 필수적이다. 

노심 AO의 운전 역으로는 제어가 가능한 상한(상부편중) AO로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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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 으며 제어가 곤란한 하한(하부편중) AO는 발생 가능한 노심 

하부 편중 축방향 출력분포를 분석하여 출력에 관한 함수로 결정하

다.[3.2-21, 3.2-22] 그림 3.2-28에 제안된 AO 운전 역을 나타내었다. 

AO 제한치의 하부 변곡점은 25% 출력에서 발생하며, AO=-0.79 이며, 

100%에서 AO 하한치는 -0.73으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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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SMART 기본 설계 노심 출력별 AO 운전 역

(2) 축방향 출력분포

안전 해석을 위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축방향 출력분포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허용 운전 범위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축방향 

출력분포를 생산해야 한다. 

그림 3.2-29에 AO 제한치에서 생산된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내었

다. 노심 평균 출력 분포 외에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는 더욱 왜곡될 

수 있다. AO 상한은 0.4, AO 하한은 전출력에서 -0.87, 25% 출력에서 

-0.90으로 모든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분포가 포함되도록 보수적으로 결정

되었다. 이 때의 출력 분포를 그림 3.2-30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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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상ㆍ하한 AO에서의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그림 3.2-30  상ㆍ하한 AO에서의 핵연료집합체 축방향 출력분포

라. 스크램 곡선

무붕산 노심인 SMART에서는 제어봉이 항상 삽입되어 있으므로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라 스크램 곡선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SMART 

안전 해석에 사용될 스크램 곡선은 연소도별 초기 제어봉 위치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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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분석하고 보수적인 스크램 곡선을 생산하 다. 가용 제어봉가는 보

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논이 없는 노심에 대하여 표 3.2-3과 같이 출력

별 가용 제어봉가를 생산하 다. SMART 노심의 스크램 곡선은 그림 

3.2-31과 같다.

표 3.2-3  SMART 가용 제어봉가

전출력 출력

ARI 15%Δρ 15%Δρ

N-1 10%Δρ 10%Δρ

그림 3.2-31  SMART Scram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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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자료 생산

가. 개요

노심 열수력 설계, 핵연료 설계, 안전 해석 및 성능 해석 등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핵 설계 자료가 필요하다. 노심 열수력 설계를 위한 출력 

분포, 핵연료 설계를 위한 연소 이력 및 장, 단기 축방향 출력분포 등을 

생산하 다. 또한, 사고 및 성능 해석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 다.[3.2-23]

나. 노심 열수력 설계용 자료

정상 상태의 출력 분포는 노심 연소 계산을 수행할 때 생산된다. 

수로별 출력 분포는 봉별 3차원 출력 분포 파일(PPI 파일)을 2차원으로 

적분하여 구한다.[3.2-24] 비정상 상태를 포함하는 DNBR 해석을 위한 핵

연료 집합체의 평편 출력 분포는 첨두 출력 인자가 최소인 집합체에서 불

확실도를 고려하여 생산하 다.[3.2-25]

다. 핵연료 설계용 자료

(1) 핵연료봉 성능 해석용 핵설계 자료

SMART 핵연료봉의 성능 해석을 위한 연소 이력 자료는 노심 

운전 조건을 대표하는 고온 전출력 연소 계산 결과를 사용한다. 가장 봉 

성능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핵연료봉은 다음과 같다. 

- 최대 연소도를 갖는 연료봉 

- 2번째 연소도를 갖는 연료봉 

- 주기말 최대 출력을 갖는 연료봉 

- 주기말 2번째 출력을 갖는 연료봉 

- 최대 연소도를 갖는 가돌리니아봉

또한, 노심 평균 중성자속과 특정 봉의 고속 중성자속 (0.821 MeV 이

상), 축방향 출력분포 등의 자료를 생산하 다.[3.2-26]

(2) 핵연료 기계 설계용 핵설계 자료

핵연료 연소 이력 외에 필요한 핵연료 기계 설계에 필요한 자

료는 노심 자료, 가돌리니아봉을 포함한 연료봉 자료, 핵연료 집합체 자료 

등이 있으며, 참고 문헌 [3.2-27]에서 생산하 다. 단, 가돌리니아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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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의 자료는 일반 핵연료봉의 자료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핵연료봉

의 자료로 대체하 다. 

일반 성능 및 안전 해석에 필요한 자료는 첨두 출력 및 연소도, 1 MeV 

이상의 최소 속중성자속, radial fall-off curve, 평균 선출력 도 등이 있

다.[3.2-28] 첨두 출력 항목에는 장기 축방향 출력분포와 단기 축방향 출

력분포를 포함한다. 장기 축방향 출력분포는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의미하

며, Fz가 최소가 되도록 보수적으로 결정하 다. 단기 축방향 출력분포는 

핵분열 생성 기체나 핵연료의 성장이 추가로 고려되도록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축방향 첨두 출력에 대한 끝 노드의 상대 출력 

비가 최대인 분포가 보수적이다. Radial fall-off curve는 단일 배치 노심 

특성상 일반 핵연료봉은 1.0, 가돌리니아 봉은 0.70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최대 반경 방향 첨두 출력은 1.80을 적용하 으며, 고온 전출력에서 1.0 

MeV 이상의 속 중성자속 최소값은 3.97E+13 #/cm2-sec이다.

라. 안전 해석 및 성능 해석용 핵설계 자료

안전 해석용 자료는 성능 해석용 자료와 더불어 참고 문헌 

[3.2-23]에 그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포함되어있는 자료에는 일반 사항으

로 노심 장전 모형 및 핵연료 집합체의 가연성 독봉 장전 모형이 있으며, 

노물리 자료, 과도 해석용 자료, 성능 해석용 자료로 구별된다.

(1) 노물리 자료

노물리 자료에는 첨두 출력을 포함한 출력 분포 자료와 원자로 

동특성 인자가 있다. 동특성 인자에는 스크램 곡선, MTC, 감속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 핵연료 온도에 대한 반응도와 동특성 계산에 필요한 βeff, 붕

괴상수 λ, 즉발 중성자 수명 ℓ* 등이 있다. 이 중, 감속재 온도에 대한 반

응도 중 대표적으로 주기초 특성을 그림 3.2-32에 나타내었고, 핵연료 온

도에 대한 반응도는 그림 3.2-33에 나타내었다. 또한, 반응도 계산에 필요

한 최소 및 최대 지발 중성자 분율과 이 때의 붕괴 상수 등은 표 3.2-4와 

표 3.2-5에 나타내었다. 이 외에 연소도별 출력에 따른 조절 제어봉의 임

계 위치를 표 3.2-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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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온도에 대한 감속재 반응도 (주기초)

MTC = -47.29 pcm/℃ at 295℃

그림 3.2-33  핵연료 온도에 대한 노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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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Kinetics Parameters for Minimum βeff (EOC)

Precursor Group βeff λ(sec-1)

1

2

3

4

5

6

0.0001759

0.0011836

0.0010507

0.0022077

0.0008300

0.0002024

0.012792

0.031500

0.122671

0.324520

1.404395

3.805249

Total 0.0056500

15 < ℓ* < 35 μsec

표 3.2-5  Kinetics Parameters for Maximum βeff (BOC)

Precursor Group βeff λ(sec-1)

1

2

3

4

5

6

0.0003190

0.0018595

0.0016868

0.0036931

0.0012758

0.0002917

0.012742

0.031771

0.118083

0.315926

1.401946

3.914359

Total 0.0091260

15 < ℓ* < 35 μ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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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출력별 제어봉 임계 위치

연소도
Relative

Power

Control rod Position (cm)

R4 R3 R2 R1

주기초

1.00  71.8 131.8 191.8 200.0

0.75  59.7 119.7 179.7 200.0

0.50  47.4 107.4 167.4 200.0

0.25  43.5  89.9 149.9 200.0

0.00  40.0  50.6 110.6 170.6

주기중

1.00  63.0 123.0 183.0 200.0

0.75  49.5 109.5 169.5 200.0

0.50  40.0  91.6 151.6 200.0

0.25  40.0  64.3 124.3 184.3

0.00  40.0  40.0  81.0 141.0

주기말

1.00 117.5 177.5 200.0 200.0

0.75  99.5 159.5 200.0 200.0

0.50  78.0 138.0 198.0 200.0

0.25  55.7 115.7 175.7 200.0

0.00  40.0  71.1 131.1 191.1

(2) 과도 해석용 핵설계 자료

SMART 노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한 과도 상태 

중 제어봉 인출사고, 단일 제어봉 인출사고, 제어봉 낙하사고, 제어봉 이탈

사고, 비대칭 증기발생기 과도현상, 주증기관 파단사고,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등에 대하여 핵설계 자료를 생산하 다. 

(가) 제어봉 인출사고 

제어봉 인출사고는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또는 원자로 

제어계통의 단일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다. 노심내에 통제되지 않은 

반응도의 삽입으로 노심의 출력과 압력이 증가하고, 노심 보호계통이 동작

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게 된다. 이 사고 해석을 위한 핵설계 자료는 다음

과 같다. 최대 반응도 삽입율은 고온 전출력에서 34.77E-04 (Δρ/cm),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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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에서 36.53E-04 (Δρ/cm), 상온 출력에서 51.15E-04 (Δρ/cm) 이며, 

최대 3차원 첨두 출력은 각각 6.0906, 7.9155, 9.7923 이다. 

(나) 단일 제어봉 인출사고

단일 제어봉 인출사고는 장비의 오작동이나 운전원의 실수

에 의하여 한 제어군 내의 여러 제어봉 중 한 제어봉이 그 초기 위치에서 

인출되는 사고이다. 이 사고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제어봉 위치

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반경 방향 출력분포가 찌그러지고, 삽입된 반응도로 

인하여 노심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냉각재 온도와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노심의 일부가 급격하게 연료 

설계 제한치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노심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핵설계 자료에는 최대 반응도 삽입률과 삽입량, 최대 반경 방향 첨두 출

력 왜곡률, 제논 재분포 인자, 고온 봉의 축방향 출력분포 등이 있으며, 표 

3.2-7과 3.2-8에 수록하 다. 사고 해석에 쓰일 MTC는 보수성을 포함하

여 -42.38 pcm/℃이다. 

표 3.2-7  단일제어봉 인출사고 해석용 노물리자료

Dead Band
(cm)

최대삽입반응도
(pcm)

최대반응도
삽입율(pcm/cm)

SDF XRPF30

5.0
10.0
15.0
30.0
45.0
60.0
75.0
90.0
105.0
120.0
135.0
150.0
None

30.25
62.56
95.39
190.79
286.18
381.57
476.96
572.36
667.75
763.14
858.53
953.93
1017.52

6.05
6.26
6.36
6.36
6.36
6.36
6.36
6.36
6.36
6.36
6.36
6.36
6.36

1.091
1.107
1.120
1.152
1.206
1.241
1.287
1.318
1.318
1.318
1.318
1.318
1.318

1.0001
1.0001
1.0002
1.0003
1.0023
1.0028
1.0043
1.0039
1.0063
1.0067
1.0102
1.0104
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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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단일제어봉 인출사고 해석용 Hot Channel 축방향 출력분포

높이

(cm) 사고전
사고후 (Dead Band 별)

5 10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None

195

185

175

165

155

145

135

125

115

105

95

85

75

65

55

45

35

25

15

5

0.302

0.511

0.738

0.944

1.094

1.144

1.199

1.227

1.240

1.242

1.240

1.236

1.226

1.207

1.174

1.121

1.038

0.903

0.710

0.506

0.311

0.526

0.759

0.970

1.120

1.162

1.212

1.233

1.240

1.238

1.232

1.225

1.212

1.192

1.158

1.104

1.022

0.888

0.698

0.497

0.321

0.542

0.783

0.996

1.143

1.179

1.222

1.238

1.240

1.234

1.224

1.214

1.199

1.177

1.143

1.088

1.006

0.875

0.687

0.489

0.330

0.558

0.804

1.018

1.161

1.191

1.229

1.241

1.239

1.230

1.217

1.205

1.189

1.165

1.130

1.075

0.994

0.863

0.678

0.482

0.357

0.598

0.849

1.060

1.193

1.212

1.241

1.244

1.235

1.220

1.202

1.186

1.167

1.141

1.105

1.050

0.969

0.841

0.661

0.470

0.368

0.611

0.864

1.091

1.074

1.223

1.249

1.251

1.240

1.224

1.206

1.189

1.169

1.143

1.106

1.051

0.970

0.842

0.661

0.470

0.303

0.518

0.762

1.003

1.202

1.270

1.319

1.328

1.315

1.287

1.250

1.212

1.173

1.131

1.082

1.019

0.935

0.808

0.633

0.450

0.319

0.546

0.802

1.050

1.245

1.301

1.337

1.335

1.313

1.277

1.235

1.192

1.150

1.105

1.055

0.992

0.909

0.785

0.614

0.436

0.332

0.566

0.825

1.070

1.260

1.310

1.341

1.336

1.310

1.272

1.227

1.183

1.139

1.095

1.044

0.980

0.898

0.775

0.606

0.431

0.285

0.483

0.701

0.904

1.058

1.116

1.183

1.223

1.247

1.261

1.267

1.268

1.261

1.240

1.202

1.140

1.047

0.904

0.707

0.501

0.292

0.496

0.719

0.927

1.084

1.140

1.202

1.235

1.253

1.260

1.261

1.258

1.246

1.223

1.184

1.120

1.028

0.887

0.693

0.491

0.299

0.506

0.735

0.945

1.101

1.154

1.212

1.241

1.254

1.258

1.256

1.250

1.237

1.212

1.171

1.108

1.016

0.877

0.684

0.485

0.303

0.513

0.742

0.953

1.108

1.159

1.215

1.242

1.254

1.256

1.253

1.246

1.233

1.208

1.166

1.103

1.012

0.872

0.681

0.482

0.304

0.514

0.744

0.954

1.109

1.160

1.215

1.242

1.254

1.256

1.252

1.246

1.232

1.207

1.166

1.102

1.011

0.871

0.680

0.482

AO -0.162 -0.162 -0.036 -0.023 -0.010 0.000 0.021 0.020 0.031 0.053 0.062 -0.054 -0.039 -0.030

(다) 제어봉 낙하사고

제어봉 낙하사고는 출력 운전 중 노심에서 단일 제어봉이 

낙하되어 일어나는 사고이다. 제어봉의 낙하는 출력 분포의 왜곡으로 첨두 

출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음의 반응도 삽입으로 출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출력의 초기 감소는 평균 핵연료 온도의 감소를 가져오고 2차측 증기량의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냉각재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핵연료와 냉각재 

온도 감소는 FTC나 MTC에 의해 양의 반응도가 다시 주입되어 노심은 

낙하 제어봉의 제어봉가에 의한 출력 감소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노심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제어봉 낙하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용 노물리 자

료는 단일 제어봉 낙하에 따른 penalty factor로 분류되는 단일 제어봉 낙

하에 따른 출력 분포 왜곡을 나타내는 Static Distortion Factor(SDF), 첨

두 출력이 제논 재분포에 의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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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사고 후 30분간 운전원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한 

Xenon Redistribution Penalty Factor (XRPF), 이 두 penalty factor를 곱

하여 얻은 Rod Drop Penalty Factor (RDPF)가 있으며, 불확실도 15%를 

고려한 낙하 제어봉가가 있다. 이들 자료를 표 3.2-9에 수록하 다. 

표 3.2-9  제어봉 낙하사고시 반경 방향 Distortion과 제어봉가

Power 100% 80% 60% 40% 20%

SDF 1.3756 1.3969 1.4173 1.4380 1.4602

XRPF 1.0244 1.0214 1.0176 1.0129 1.0066

RDPF 1.4091 1.4268 1.4423 1.4566 1.4699

Maximum
Rod Worth
(%Δρ)

0.747 0.772 0.796 0.821 0.847

Mininum
Rod Worth 
(%Δρ)

0.0 0.0 0.0 0.0 0.0

(라)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는 제어봉 구동 장치의 압력 경계가 

손상되어 제어봉 구동축이 0.1초 이내에 완전 인출 위치 이상으로 이탈되

는 가상 사고이다. 제어봉 이탈에 따라 노심에 급격한 반응도가 삽입되면 

출력이 급격히 증가한 후 “음”의 FTC에 의하여 출력이 감소한 후 원자로 

보호 계통에 의하여 원자로에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삽입되면서 

사고가 종결된다. 이 사고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은 1) 핵연료봉의 엔

탈피 증가에 의한 건전성, 2) 1 차 냉각재 압력 증가에 의한 압력 경계 건

전성, 3) DNB 발생에 의한 핵연료 건전성 4) 방사선 누출에 의한 부지 평

가 등이다. 여기에서는 2)항을 위한 핵설계 자료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하 다. 

사고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핵설계 인자에는 최대 이탈 제어봉가, 제어

봉 이탈 후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사고 전 후의 최대 첨두 출력 변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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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3.2-10, 표 3.2-11) 

표 3.2-10  이탈 제어봉가와 Fq Distortion Factor

Burnup Power (%)
Trip No Trip

ERW Fq Distortion ERW Fq Distortion

BOC

0
25
75
100

349.1
400.1
419.8
393.5

1.4907
1.5674
1.5662
1.5584

349.1
384.0
373.6
343.2

1.4907
1.5117
1.4505
1.4287

MOC

0
25
75
100

347.9
330.5
303.7
283.9

1.4561
1.5192
1.5120
1.5169

347.9
317.3
278.5
268.6

1.4561
1.4919
1.4424
1.4467

EOC

0
25
75
100

344.2
407.2
394.0
400.3

1.4425
1.5552
1.5711
1.5786

344.2
393.0
375.4
376.1

1.4425
1.5246
1.5029
1.4919

표 3.2-11  최대 제어봉 이탈 후 첨두 출력

Burnup Power (%)
Case

Trip No Trip

BOC

0
25
75
100

2.0904
2.0602
1.9627
1.9614

2.0904
2.0092
1.8996
1.8615

MOC

0
25
75
100

1.8869
1.8523
1.8263
1.8118

1.8862
1.8252
1.7603
1.7316

EOC

0
25
75
100

1.7249
1.7172
1.7134
1.6949

1.7234
1.6981
1.6791
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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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사고 후 축방향 출력분포는 가장 AO가 큰 것을 선택하여 표 3.2-12 

∼ 표 3.2-14에 수록하 다. 

표 3.2-12  축방향 출력분포 (주기초)

Axial
Position
(cm)

0% 25% 75% 100%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817

 0.2833

 0.3932

 0.4963

 0.5938

 0.6876

 0.7794

 0.8711

 0.9650

 1.0635

 1.1690

 1.2856

 1.4205

 1.5661

 1.7445

 1.7977

 1.6078

 1.3473

 1.0208

 0.7257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985

 0.3088

 0.4271

 0.5365

 0.6378

 0.7328

 0.8232

 0.9109

 0.9978

 1.0858

 1.1769

 1.2742

 1.3814

 1.5079

 1.6701

 1.7258

 1.5615

 1.3177

 1.0063

 0.7189

 0.2349

 0.3632

 0.4995

 0.6213

 0.7290

 0.8238

 0.9078

 0.9832

 1.0531

 1.1207

 1.1892

 1.2627

 1.3454

 1.4463

 1.5813

 1.6162

 1.4370

 1.2128

 0.9206

 0.6524

 0.1937

 0.3008

 0.4167

 0.5234

 0.6220

 0.7139

 0.8013

 0.8867

 0.9729

 1.0632

 1.1609

 1.2705

 1.3980

 1.5376

 1.7128

 1.7674

 1.5818

 1.3398

 1.0160

 0.7203

 0.2680

 0.4128

 0.5630

 0.6930

 0.8034

 0.8960

 0.9732

 1.0382

 1.0945

 1.1461

 1.1968

 1.2509

 1.3130

 1.3922

 1.5037

 1.5227

 1.3445

 1.1285

 0.8537

 0.6057

 0.2219

 0.3433

 0.4714

 0.5858

 0.6875

 0.7785

 0.8612

 0.9385

 1.0137

 1.0905

 1.1726

 1.2645

 1.3725

 1.4907

 1.6423

 1.6806

 1.4949

 1.2601

 0.9529

 0.6766

AO  0.3000  0.3685  0.3000  0.3341  0.2664  0.3505  0.2112  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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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축방향 출력분포 (주기중)

Axial
Position
(cm)

0% 25% 75% 100%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848 

0.2880 

0.3994 

0.5033 

0.6010 

0.6942 

0.7848 

0.8749 

0.9665 

1.0617 

1.1628 

1.2735 

1.3973 

1.5444 

1.7346 

1.7949 

1.6105 

1.3545 

1.0322 

0.7366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831 

0.2854 

0.3960 

0.4993 

0.5966 

0.6897 

0.7804 

0.8709 

0.9630 

1.0591 

1.1614 

1.2734 

1.3988 

1.5478 

1.7399 

1.8014 

1.6169 

1.3602 

1.0367 

0.7400

0.2784 

0.4277 

0.5836 

0.7240 

0.8476 

0.9540 

1.0426 

1.1150 

1.1730 

1.2186 

1.2551 

1.2864 

1.3151 

1.3488 

1.3953 

1.3759 

1.2632 

1.0693 

0.7799 

0.5469

0.2407 

0.3710 

0.5088 

0.6356 

0.7508 

0.8545 

0.9464 

1.0281 

1.1015 

1.1684 

1.2319 

1.2959 

1.3644 

1.4307 

1.5087 

1.5068 

1.3952 

1.1868 

0.8658 

0.6079

0.2784 

0.4277 

0.5836 

0.7240 

0.8476 

0.9540 

1.0426 

1.1150 

1.1730 

1.2186 

1.2551 

1.2864 

1.3151 

1.3488 

1.3952 

1.3758 

1.2631 

1.0692 

0.7798 

0.5468

0.2446 

0.3768 

0.5162 

0.6441 

0.7596 

0.8628 

0.9533 

1.0327 

1.1029 

1.1655 

1.2238 

1.2814 

1.3408 

1.4103 

1.5001 

1.5038 

1.3971 

1.1926 

0.8751 

0.6164

AO 0.3000 0.3641 0.3000 0.3676 0.1636 0.2394 0.1636 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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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축방향 출력분포 (주기말)

Axial
Position
(cm)

0% 25% 75% 100%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853 

0.2888 

0.4007 

0.5053 

0.6037 

0.6979 

0.7896 

0.8811 

0.9743 

1.0717 

1.1753 

1.2891 

1.4188 

1.5580 

1.7298 

1.7812 

1.5912 

1.3322 

1.0087 

0.7172

0.2133 

0.3314 

0.4574 

0.5728 

0.6783 

0.7756 

0.8663 

0.9523 

1.0353 

1.1173 

1.2002 

1.2872 

1.3816 

1.4924 

1.6350 

1.6702 

1.4849 

1.2401 

0.9402 

0.6685

0.1820 

0.2839 

0.3942 

0.4976 

0.5953 

0.6892 

0.7812 

0.8735 

0.9680 

1.0673 

1.1733 

1.2901 

1.4231 

1.5653 

1.7401 

1.7931 

1.6025 

1.3419 

1.0158 

0.7223

0.2448 

0.3756 

0.5105 

0.6224 

0.7168 

0.8047 

0.8937 

0.9883 

1.0878 

1.1876 

1.2804 

1.3553 

1.3833 

1.4415 

1.4924 

1.4788 

1.3865 

1.2012 

0.9085 

0.6397

0.2098 

0.3232 

0.4419 

0.5431 

0.6322 

0.7189 

0.8106 

0.9118 

1.0225 

1.1390 

1.2544 

1.3587 

1.4249 

1.5136 

1.5929 

1.5961 

1.5072 

1.3107 

0.9905 

0.6978

0.2841 

0.4337 

0.5843 

0.7039 

0.7982 

0.8791 

0.9547 

1.0292 

1.1019 

1.1671 

1.2027 

1.2772 

1.3547 

1.4225 

1.4671 

1.4346 

1.3002 

1.1199 

0.8687 

0.6161

0.2423 

0.3712 

0.5032 

0.6111 

0.7005 

0.7818 

0.8625 

0.9468 

1.0344 

1.1203 

1.1834 

1.2909 

1.4089 

1.5078 

1.5800 

1.5618 

1.4257 

1.2331 

0.9560 

0.6785

AO 0.3000 0.3602 0.3000 0.3668 0.2568 0.3247 0.2064 0.2826

이탈 제어봉과 고착 제어봉을 고려한 최소 스크램 제어봉가는 10%Δρ를 

모든 고온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스크램 곡선의 형태는 그림 3.2-29를 

사용하도록 한다. 즉발 중성자 수명중 최소값은 14.7902 ㎲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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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대칭 증기발생기 과도 현상

증기 발생기 두 개 그룹 격리시 격리되는 증기 발생기 카

세트의 위치는 그림 3.2-34와 같다. 이와 같은 증기발생기 그룹 격리는 노

심 입구 냉각수 온도에 향을 미치고, 따라서 출력 분포에 향을 준다. 

그림 3.2-34  격리 증기 발생기 위치

안전해석용 노물리 자료로써 Fr distor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D=
Fr non-uniform
Fruniform

여기서 Fruniform  과 Fr non-uniform은 냉각재 노심 입구 온도가 균일한 

경우와 불균일한 경우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인자이다. 제논 재분포 효과를 

고려한 최대 D = 1.10으로 나타났다.

(바) 증기관 파단사고

증기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2차 계통의 과도한 냉각 효과

로 인하여 노심에 유입되는 냉각재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사고이다. 

강한 “음”의 MTC 때문에 노심에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어 노심 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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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며,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정지하

게 된다. SMART는 상온에서도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

로, 과도한 냉각에 의하여 원자로가 재 임계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제

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출력 과도 현상에 대한 해

석이 중요하게 된다. 감속재가 냉각됨에 따라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는 

표 3.2-15와 같으며, 제어봉 삽입 후 최대 출력 첨두 인자는 60.0을 넘지 

않는다. 

표 3.2-15  SMART 감속재 냉각 곡선 

냉각재 온도 (℃)
Reactivity Difference (Δρ)

ARO N-1

290
270
250
230
210
180
150
120
 90
 60
 20

0.0000
1.3349
2.4543
3.4225
4.2804
5.4055
6.3958
7.2581
8.0182
8.6780
9.3801

0.0000
2.1179
3.8960
5.4360
6.8041
8.6010
10.1879
11.5682
12.7870
13.8426
14.9451

원자로 정지에 필요한 제어봉가는 10 %Δρ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플러 

반응도 결손은 그림 3.2-33중 가장 “음”의 값을 갖는 FTC에 해당하는 것

을 사용한다. 핵연료 손상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flattest 봉출력 분포에 의

한 pin census 자료가 필요하며 그림 3.2-35와 같다. 이는 SBLOCA 에도 

이용된다. 

(사)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상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규모의 냉각재 상실사고는 발생 가능하므로 사고 해석이 필요하

다. 이에 필요한 핵설계 자료로 least negative MTC에 대응하는 감속재 



- 93 -

도에 대한 반응도 곡선은 그림 3.2-36과 같고, 전출력 장ㆍ단기 축방향 

출력분포는 표 3.2-16과 같다. 연료봉 평균 최대 연소도는 주기말에서 

38,062 MWD/MTU이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
um

ul
at

iv
e 

Fr
ac

tio
n

Relative Pin Power

그림 3.2-35  누적 Fr Census

그림 3.2-36  감속재 도에 대한 노심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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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전출력 장ㆍ단기 축방향 출력분포

Height (cm) Mesh Size (cm) Short Term Long Term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1728

0.2587

0.3538

0.4488

0.5452

0.6432

0.7428

0.8428

0.9437

1.0488

1.1622

1.2933

1.4332

1.6072

1.8528

1.8898

1.7372

1.4172

0.9753

0.6332

0.675

0.925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0.925

0.675

냉각재 상실사고 후 고온 핵연료봉에서 에너지 재분포 인자를 반경 방

향 첨두 출력 인자의 함수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3.5-35와 같다. 상세한 

설명은 5절 4항에 나타내었다.

(3) 성능 해석용 핵설계 자료 

성능 해석은 원자로가 의도된 것과 같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모사 계산을 통한 거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성능 해석을 위

하여는 최적 평가된 MTC, FTC, 제어봉가 등의 핵설계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3.2-37∼3.2-39와 표 3.2-17에 스크램 제어봉가를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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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정상 상태 스크램 제어봉가

연소도
Scram Rod Worth

(pcm)
Xe Decay out Reactivity

(pcm)

주기초 29707 2414

주기중 28785 2786

주기말 31018 2857

그림 3.2-37  감속재 온도에 따른 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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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유효 핵연료 온도에 따른 FTC

그림 3.2-39  제어봉 위치별 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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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 붕산수 저장 탱크 설계용 연계 자료

일반설계기준 26은 서로 다른 2개의 정지 계통을 요구하고 있다. 

SMART는 무붕산 운전을 하므로, 대용량 상용 PWR과 달리 제어봉만으

로 원자로를 상온 정지 시키고 충분한 미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

라서, 상온에서 핵연료 재장전 등에 필요한 미임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

의 계통이 불필요하나,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 붕

산수 저장 탱크가 설치되었다. 탱크의 용량 및 붕소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

여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장전에 필요한 미임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붕소 농도는 3,500 ppm으로 평가되었다.[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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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심 특성 분석 및 개선안

가.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해석 및 연계 자료

(1) 개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는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이나 제

어봉 구동장치 노즐의 원주상 파열로부터 발생한다. 0.1초 이내의 빠른 시

간 내에 노심 내 삽입되어 있던 제어봉이 완전 인출 위치로 빠져나감에 

따라 양의 반응도가 급격히 삽입되어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핵연료 온도

가 상승하면 음의 FTC에 의하여 출력 증가가 억제되고, 제어봉 삽입에 

의하여 종료되는 가상 사고이다. 핵연료 엔탈피 및 온도를 평가하고, 

DNBR 평가를 위한 자료를 생산한다.

(2) 해석 방법 및 기준

핵연료 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1998년 제 4 회 원자

력 안전 기술 정보 회의에서 고연소도 핵연료 규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

다.[3.2-30] 참고 문헌에 따르면, USNRC는 반응도 삽입 사고 관련 실험 

결과 분석을 근거로 잠정 규제 안을 표 3.2-1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2-18  반응도 삽입 사고 관련 USNRC 잠정 규제 안

Oxide Spalling none allowed

Cladding Failure 100 cal/g (enthalpy increase)

Coolability
(a) 280 cal/g < 30 GWd/t (enthalpy limit)
(b) no cladding failure > 30 GWd/t

표 3.2-18에 의하면 Oxide Spalling은 허용되지 않는다. 엔탈피 증가에 

따른 피복재 손상은 DNB 발생에 의한 핵연료 손상과 함께 방사선 결말 

분석을 통하여 거주 제한 구역 경계 및 저 도 인구 지역에서의 갑상선 

선량 및 전신 선량이 10CFR100에서 규정한 제한치[3.2-31]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Coolability 기준은 Reg. Guide 1.77[3.2-32]에서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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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폭주시 280 cal/g의 엔탈피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

연소도 핵연료에 대하여는 피복재 손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0 cal/g 기준에 대하여도 230 cal/g으로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결과가 소개되고 있으나, 현재의 잠정 기준은 아직 280 cal/g을 적

용하고 있다.[3.2-33]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은 없으나, 향후 

미국 NRC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기준을 만족하

기 위하여 미국 산업체에서는 3차원 천이 계산 코드를 이용한 제어봉 이

탈사고 해석 방법론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와 토의

가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반응도 삽입 사고와 관련하여 3차원 천이 

계산 코드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3.2-34] 3차원 천이 계산 

코드의 적용성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RG 1.77 에서는 가압 경수로의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을 위한 미국 규제 

기관의 입장과 주요 인자들의 계산 방법, 가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

다. 언급하고 있는 인자들은 1) 이탈 제어봉가, 2) 반응도 삽입률, 3) 지발 

중성자 분율 등 동특성 인자, 4) 노심 냉각재 압력, 온도 및 유량, 5) 핵연

료봉 갭 열 전달 계수와 같은 핵연료 열적 특성, 6) UO2의 비열 7) 감속

재 온도 계수, 8) 도플러 계수, 9) 제어봉 정지 반응도 곡선, 10)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등이다. 또한, 전산 코드 요건, 계통 압력 계산 근거, 핵연

료 피복재 손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SMART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을 위하여 3차원 노심 해석 코드인 

MASTER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및 출력 분포 변화를 모사

하고, 국부 출력 변화를 추적하여 핵연료 엔탈피 증가량을 구하 다. 이 

때 보수적으로 엔탈피 증가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adiabatic 가정을 적용하

여 짧은 기간 동안 증가한 출력은 핵연료에 축적된 것으로 하 다. 핵연료 

온도는 MASTER 코드의 제한 때문에 계산 노드 최대 핵연료 온도만을 

평가하 다. 상세한 방법론은 참고 문헌 [3.2-35]과 같다.

(3) 해석 결과

(가) 상온 출력

제어봉 운전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3.2-40의 500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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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이탈 제어봉가를 나타내므로 출력 피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수적

으로 그림 3.2-40의 출력 피크가 발생한 이탈 제어봉가 934 pcm 경우에 

대하여 단열 가정에서 각 핵연료의 최대 엔탈피 증가량을 조사한 결과를 

그림 3.2-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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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제어봉 이탈시 노심 출력 변화 (상온,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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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엔탈피 증가량 센서스 결과 (주기초, 상온, 934 pcm)

제어봉 이탈의 결과 반응도 934 pcm이 삽입된 경우 그림 3.2-41에서 엔

탈피 증가량은 21 cal/g을 넘지 않음을 보 다. 따라서, 상온에서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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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엔탈피 증가에 의한 핵연료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고 후 트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 평형 상

태 최대 선출력 도는 377.7 W/cm이며, 이는 SMART 연료의 최대 허용 

선출력 도 591 W/cm의 64%에 해당하는 값으로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

지된다.

(나) 고온 제어봉 이탈사고

제어봉 이탈사고는 이탈 제어봉가가 클수록 출력 증가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 중 이탈 제어봉가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선정하여 해석하 다. 또한, 이탈 제어봉가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높은 초

기 출력을 나타내는 주기초 전출력과 출력 경우 중 delayed neutron 

fraction 이 가장 작은 주기말 조건을 포함하여 해석하 다. 

주기초 전출력에서 제어봉 이탈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심 출력 변화는 

그림 3.2-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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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주기초 전출력 제어봉 이탈사고시 노심 출력 변화

이탈 제어봉가는 394pcm이며, 노심 출력은 0.072초에 최대 228%를 나타

낸 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0.018초에 고출력 트립 신호 설정

치인 115%를 초과한 후 1.668초부터 제어봉이 삽입되어 노심 출력이 지속

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보인다. 엔탈피 증가량은 53cal/g, 최대 엔탈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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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cal/g으로 나타나 냉각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의 경우 이탈 제어봉가가 작기 때문에 그림 3.2-43과 같이 출력 

폭주 현상은 없으며, 200초 경과후 노심 출력은 22.3%로 수렴해가는 모습

을 보인다. 최종 첨두 출력이 전출력 대비 1.28에 불과하므로 핵연료 건전

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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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주기말 출력 제어봉 이탈사고시 노심 출력 변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엔탈피 분석 결과를 표 3.2-19에 정리하 다. 제

어봉 이탈사고 시 최대 엔탈피 증가량 및 총 엔탈피는 57 cal/g과 96 cal/g

으로 피복재 손상 기준 엔탈피 증가량 100 cal/g과 총 엔탈피 280 cal/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STER-COBRA 체계에서는 노드별 핵연료 온도를 제공하고 

있다. 주기초 핵연료 온도를 그림 3.2-44에 나타내었다. 초기 출력이 높은 

100 %에서 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사고 발생 후 2.8 초에서 최대값 

1,100 ℃ (1,373 K)를 나타낸다. 핵연료의 용융점은 연소도에 대한 함수로 

연소가 진행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KOFA 핵연료의 경우 주기말에

서 2,788 ℃ [3.2-36]로, 핵연료 용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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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  제어봉 이탈사고시 연료봉 엔탈피 분석 결과

연소도 출력 (%)
엔탈피 증가량 
(cal/g)

총 엔탈피 
(cal/g)

비고

주기초
75 57 96 (주 1)

100 53 92

주기말

0 - -

25 21 48

100 41 74

주 1) BOC 75%에 대하여 βeff를 5% 감소시켜 모사 계산을 수행한 결과, 

최대 출력과 고 엔탈피 역의 핵연료봉 개수는 증가하 으나, 최

대 엔탈피 증가량이나 최대 축적 엔탈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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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 (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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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NBR 평가를 위한 사고 해석 입력 자료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를[3.2-37] 이용하여 DNB에 

의한 핵연료 손상율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고 기간 동안 각 핵연료봉

의 출력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도 현상이 발생하

는 동안 노심 평균 출력 변화, 집합체 출력 분포 변화를 제공하 다. 또한, 

사고 전, 후 각 연료봉의 반경 방향 첨두 출력에 대한 census를 제공함으

로써, 각각의 핵연료봉에 대하여 DNB가 발생할 확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DNB에 의한 핵연료 손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기말 100% 출력 제어봉 이탈사고에 대한 자료를 DNB 해석을 위하여 생

산하 다. 사고 전ㆍ후 Fr census 결과는 그림 3.2-45와 같다.

0.2 0.4 0.6 0.8 1.0 1.2 1.4

0.2

0.4

0.6

0.8

1.0

1.2

1.4

1.6

Fr
 -P

os
t

Fr - Pre

그림 3.2-45  Pre-Post Fr Census 결과

나. 제논 진동 안정성

제논에 의한 출력 진동은 노심의 첨두 출력 위치를 이동시킨다. 제

논에 의한 출력 진동은 축방향과 반경 방향, 방위각 방향으로 나눌 수 있

다. 이 보고서에서는 MASTER 코드를 이용하여 제논에 의한 출력 진동

이 소멸하는 것을 보여 SMART가 제논 진동에 안정적임을 보 다.

(1) 축방향 제논 안정성

제논 진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출력을 100%에서 50%로 낮추어 



- 105 -

2시간 운전한 후 다시 100%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이용하 다. 주기초, 주

기중, 주기말에서 노심의 AO 변화를 그림 3.2-46에 나타내었다. 모든 경

우 제논 진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멸됨을 보인다. AO은 다음

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O( t)=AOo*e
bt
* sin(2πt/T+ t 0)+EAO

여기서,   AO0= AO 진폭 성분

           b = 안정성 지표

           T = 진동 주기 (시간)

           to = 위상 편차

        EAO = 평형 AO

위 식에서 안정성 지표 b가 양수이면 시간에 따라 진폭이 증가되어 원

자로는 제논 진동에 불안정하게 된다. 반대로 b가 음수이면, 시간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게 되므로 제논 진동에 대해 안정적이다. b의 값이 큰 음의 

값을 가질수록 진폭의 감소가 빨라 보다 안정적이다. SMART 노심은 주

기초 제논 안정성 지표의 값이 b=-0.1187/hr로 대단히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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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자유 제논 진동에 의한 A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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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각 방향 제논 진동

방위각 방향 안정성은 노심의 1/2씩 출력 변화를 추적하여 결

정할 수 있다. 안정성 지표를 구하기 위하여 방위각 방향 출력 편차 

(Azimuthal Shape Index: AZI) 를 감쇠 함수(exponential-sinusoidal) 형태

로 표현하는 것이다. MASTER 프로그램으로 출력 진동을 모사하고, 모달 

식에 따른 AZI 분석을 수행하여 연소도의 함수로 SMART 노심의 방위각 

방향 안정성 지표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그림 3.2-47과 같이 전 연소도 

구간에 걸쳐 안정적임을 보이고 있어 방위각 방향 제논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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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연소도에 따른 방위각 방향 감쇠 계수

(3) 반경 방향 제논 안정성

반경 방향의 제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경 방향으로 노

심 내부에 1시간 동안 제어봉을 삽입하여 평형을 깬 후, 제논 진동에 의한 

반경 방향 출력 진동을 살펴보았다. 외곽 2열을 노심 외부 그 안쪽을 노심 

내부로 정의하고, 노심 내, 외부 출력 편차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 다. 반

경 방향 제논 안정성 지표는 주기초에 -0.1198/hr로 제논 진동이 급격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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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하추종운전 

(1) 노심 부하 추종 능력 평가

무붕산 운전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 SMART 노심의 일일 부하

추종운전 능력을 평가하 다. 무붕산 원자로에서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제어봉뿐이므로, AO 운전 범위는 그림 3.2-28

과 같이 붕산을 사용하는 가압 경수로에 비하여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

으며, 그림 3.2-11과 같은 중첩 운전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노심 핵특성을 

조사하여 부하 추종 능력을 평가하 다. 그림 3.2-48과 그림 3.2-49에 주

기초, 주기말 SMART 노심의 14-2-6-2 형태의 일일 부하추종운전시 노

심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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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부하추종운전 능력 평가 (주기초)



- 108 -

0 10 20 30 40 50

50

100

150

200

-0.2

0.0

0.2

1.5

2.0

2.5

0.8

1.0

1.2

0

50

100

cm
 W

ith
dr

aw
n

Time (hours)

 R3
 R4

AO
Fq

R
el

at
iv

e 
Xe

 D
en

si
ty

Po
w

er
 (%

)

그림 3.2-49  부하추종운전 능력 평가 (주기말)

주기초에 비하여 주기말에 첨두 출력의 변화는 적으나, AO는 보다 높이 

나타난다. 이는 주기말 노심 잉여 반응도가 작기 때문에 제어봉의 임계 위

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3.2-28에 있는 AO 제한치를 만족하고 

있다. 3차원 첨두 출력 Fq도 2.5 이내로 유지하고 있어, 제한치를 충분히 

만족함을 보인다.

(2) 냉각재 출구 온도 제어 방식의 일일 부하추종운전 분석

SMART는 프로그램된 일차 냉각재 출구 온도 제어 방식을 사

용한다. 제어봉의 구동은 냉각재 출구 온도가 출력 별로 설정된 값으로부

터 ±3℃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여 출구 온도가 



- 109 -

설정치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3.2-38] 무붕산 운전을 

적용하는 SMART 노심의 냉각재 온도 계수는 강한 음의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운전 방식은 제어봉의 구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MASTER의 제논 동특성 계산 기능을 이용하며, 보다 간편한 계산을 위

하여 냉각재 입구 온도 탐색 기능을 MASTER에 추가하 다. 

출력에 따른 냉각재 출구 온도 프로그램은 그림 3.2-50과 같고, 냉각재 

출구 온도에 의한 제어봉 조작 개념은 그림 3.2-51과 같다.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핵특성 인자 최대 변화는 표 3.2-20 ∼ 3.2-22

에 요약하 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3차원 첨두 출력 인자의 최대 증가율

은 50% 저출력 일일 부하추종운전의 경우 4.55%, 25% 저출력 일일 부하

추종운전의 경우 5.71%의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차원 첨두 출

력 인자는 50% 저출력 운전의 경우 0.92%, 25% 저출력 운전의 경우 

2.46%의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노심의 최대 AO는 

제한치 0.30에 충분한 여유를 보인다. 이 결과는 현재 15%의 열적 여유도

를 목표로 설계되고 있는 SMART 노심에서 별도의 운전 제어 전략 없이 

기저 부하 운전에서 사용하는 냉각재 출구 온도 제어 방식을 부하추종운

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52에는 주기초 12-3-6-3 부하추종운전에 따른 선행 제어봉의 

움직임을 냉각재 출구 온도와 함께 나타내었으며, 그림 3.2-53에는 첨두 

출력과 AO 등 노심 핵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3.2-23에 요약된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1일 평균 제어봉 이동 거

리는 출력 증감발 시간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 시

간의 출력 증감발 시간에서 50% 저출력 운전의 경우 최대 34.6 cm/day, 

25% 저출력 운전의 경우 64.3 cm/day이다. 통상적인 상용 경수로의 제어

봉 구동장치 수명이 30,000 m 이상임을[3.2-39] 감안하면, 충분히 60 년 

원자로 설계 수명 동안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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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SMART 출력별 냉각재 출구 온도

Tout <Tmin Tout >Tmax
Tout

Tmin<Tout<Tmax

제어봉 인출 제어봉 삽입

Tout=Tset Tout=Tset

No No

Yes Yes

제어봉 고정

그림 3.2-51  냉각재 출구 온도에 의한 제어봉 조작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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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3차원 첨두출력인자 최대증가율

시나리오 100-50-100 100-25-100

12-3-6-3 4.55 5.71

14-2-6-2 4.31 -

16-1-6-1 2.75 3.41

표 3.2-21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2차원 첨두출력인자 최대증가율

시나리오 100-50-100 100-25-100

12-3-6-3 0.92 1.19

14-2-6-2 0.92 -

16-1-6-1 0.44 2.46

표 3.2-22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3차원 AO 최대값

시나리오 100-50-100 100-25-100

12-3-6-3 0.1000 0.1384

14-2-6-2 0.1007 -

16-1-6-1 0.0981 0.2020

표 3.2-23  부하추종운전 시나리오별 최대 이동거리

시나리오 100-50-100 100-25-100

12-3-6-3 8.7 cm/day 23.4 cm/day

14-2-6-2 20.5 cm/day -

16-1-6-1 34.6 cm/day 64.3 c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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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주기초 12-3-6-3 일일부하추종운전 냉각재 출구온도 및 

선행제어봉 위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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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주기초 12-3-6-3 일일부하추종운전 첨두출력 및 A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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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각재 온도를 이용한 SMART 노심 출력 제어 방법

(1) 개요

10CFR50 Appendix A에서 규정하는 일반 설계 기준 26은 원자

로는 제어봉과 기타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 제어 계통이 있을 것을 요구한

다. 수용성 붕소를 사용하는 PWR에서는 붕소 농도 제어를 통하여 반응도 

제어를 수행하며, 일반 설계 기준 26을 만족하고 있다. 반면, 무붕산 원자

로인 SMART에서는 제어봉 외에는 반응도 제어를 위한 능동적인 계통이 

따로 없다. 그러나, 무붕산 노심의 특성은 강한 “음”의 냉각재 온도 계수

를 주기 길이 전체에 걸쳐 나타내므로 냉각재의 온도를 이용하면 어느 정

도 노심 출력 변화에 따른 반응도 제어가 가능하다.[3.2-40] 

노심 해석을 위하여 CASMO-3/MASTER 핵설계 체계의 제논 동특성 

계산 기능을 사용하 으며, 냉각수 입구 온도 탐색 기능을 사용하 다. 

(2) 반응도 제어를 위한 냉각수 온도 운전 범위 확대 제안

SMART 노심의 운전 제어 논리는 그림 3.2-50, 3.2-51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 운전 모드인 4 MCP 고속 운전만을 고려하 다. 이 

경우, 냉각수 온도 곡선을 출력까지 연장하는 경우 0% 출력에서 입출구 

온도 295℃, 전출력에서 평균 290℃이며, 입구 270℃, 출구 310℃로 온도 

상승은 40℃이다. 따라서, 노심의 반응도에 향을 미치는 냉각재 평균 온

도는 출력에서 전출력으로 출력이 100% 증가할 때 5℃ 감소하도록 설

정하여 출력 변화에 따른 제어봉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 다. 제어봉 조작

은 ±3℃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수행하며,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제어봉 조

작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리는 제어봉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

자로 출력 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나, 냉각수 온도만을 이용하여 노심 반응

도를 조절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냉각수 온도만으로 출력 변동에 대

응하기 위하여 냉각수 운전 범위를 확장하고 기준 온도를 수정하여야 한

다. 

출력에 따른 냉각재 기준 온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력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제논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 변화 하

한을 50%로 설정하고 출력 변화에 따른 냉각재 기준 온도를 결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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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0% 출력 평형 제논 조건에서 출력이 50%로 감소한 경우와 제논

까지 평형 상태가 된 경우를 조사하고 그림 3.2-5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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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출력별 냉각수 온도 기준 제안

도플러 온도 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냉각재 온도 변화량은 7 ℃이며, 평

형 제논 수 도 차이에 의한 반응도 결손을 보상하기 위하여 냉각재 온도

는 약 8 ℃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여 총 냉각재 평균 온도 상승량은 15 ℃

로 나타났다. 반면 냉각재 출구 온도는 제논 수 도 변화가 없을 짧은 시

간에서는 평균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출력 감소에 따라 냉각재 온

도 상승 폭의 감소로 3 ℃ 감소되나, 제논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제논 반응도 결손을 보상하기 위하여 5 ℃ 증가한다. 그림 3.2-54에서 제

안한 기준은 100% 출력에서 기준 온도를 305 ℃로 설정하여 50%로 운전 

시 도달하는 출구 온도를 310 ℃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 으며 50% 이하

의 출력에서는 현재 설계 값과 동일하도록 출력 기준 온도를 295 ℃가 

되도록 연장하 다. 이 냉각재 온도 기준을 사용할 때 필요한 운전 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어봉을 고정하고 출력 변경 시 나타나는 냉각재 온도 

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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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변경 후 제논 과도 현상을 보상하기 위한 노심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

도 변화를 출력에 대하여 그림 3.2-5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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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냉각재 출구 온도 기준과 운전 범위

그림 3.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 출력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출구 

온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그 폭이 감

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00% 출력에서는 출력 변동 전 출력이 항상 

100% 이하이므로 출구 온도는 평형 상태 기준 온도보다 항상 높게 나타

나고 있다. 

50% 출력에서 항상 출구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50% 

미만의 출력에서 출력 상승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50% 출력의 점들은 75% 또는 100% 등 높은 출력 상태에서 출력 변동시 

생성된 점이다. 그림 3.2-55와 같이 냉각재 출구 온도는 제어봉 고정 운전 

시 출력에 대하여 범위를 갖게 되며, 여기에서는 운전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운전 제어 방법은 기준 냉각재 출구 온도 ±3 ℃의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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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갖고 있다. 즉, 전출력 최대 허용 출구 온도는 313 ℃이며 최소 출

구 온도는 최소 출력 운전 조건인 25%에서는 295.75 ℃로 이는 출력에

서 292 ℃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고 온도는 현 SMART 와 동일하게 

313 ℃로 제한하 으며, 앞에서 제안된 최대 기준 출구 온도가 50% 출력 

값이므로, 50% 이상 100% 사이는 동일한 상한을 사용하 다. 출력 상

한은 현 SMART와 동일한 298 ℃로 정하고 50% 출력의 상한과 출력에 

대하여 직선으로 연장하 다. 하한은 자유로운 운전을 위하여 운전 범위를 

넓혔으나, 1차 계통 압력 제어, 2차 계통 성능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출력 하한은 평형 상태 기준 온도 보다 3 ℃ 낮은 292 

℃를 사용하여 기존 설정과 동일하게 하 으며 50% 출력에서 295 ℃, 전

출력에서 302 ℃를 연결하는 선을 하한으로 정하여 확장된 출구 온도 운

전 역을 갖도록 설정하면서 가능한 계통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다.

(3) 확장 역에서 부하추종운전

주기 전체에 걸쳐 강한 음의 MTC를 나타내는 노심은 적절히 

설정된 냉각수 온도 제어 논리와 함께 제어봉 동작 없이 노심 출력을 자

동 제어할 수 있게 된다. 10CFR50 Appendix A에서 요구하는 2번째 반응

도 제어 계통은 제논 소멸을 포함한 계획된 정상 출력 변동시 핵연료 건

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므로, 부하추종운전을 모사하여 

냉각수 온도로써 반응도 제어가 가능함을 보 다. 

 앞 절에는 12-3-6-3, 14-2-6-2, 16-1-6-1 등의 운전 시나리오로 일일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함을 보 으며, 특히 1일 평균 제어봉 이동 거리는 출

력 증감발 시간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완만한 출력 증감발 운전 모드인 12-3-6-3과 상대적으로 급격

한 출력 변동 시나리오인 16-1-6-1 모드에 대하여 제어봉을 고정한 상태

에서 (2)항에서 제안한 냉각수 온도 제어가 유효한 출력 변동 범위를 조

사하 다. 냉각재 출구 온도가 운전 제한 역을 벗어나 제어봉 삽입 또는 

인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논리와 동일한 크기인 “상한 - 3℃” 또는 “하한 

+ 3 ℃”에 도달하면 제어봉 움직임을 멈추도록 하 다. 

표 3.2-24와 3.2-25에 두 가지 운전 시나리오에 따라 50%와 2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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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추종운전에 대한 해석 결과를 요약하 다. 

표 3.2-24  50% 저출력 일일부하추종운전 분석 결과

운전

시나리오
연소도

Fq 증가율

(%)

최대 AO

(%)

일 평균 제어봉 이동

횟수 (회/일)거리(cm/일)

12-3-6-3

주기초 2.80 7.01 0 0

주기중 1.88 7.49 0 0

주기말 4.01 7.75 0 0

16-1-6-1

주기초 2.23 7.08 0 0

주기중 1.75 5.69 1 6.6

주기말 4.31 7.87 1 8.4

표 3.2-25  25% 저출력 일일부하추종운전 분석 결과

운전

 시나리오
연소도

Fq 증가율

(%)

최대 AO

(%)

일 평균 제어봉 이동

횟수 (회/일) 거리(cm/일)

12-3-6-3

주기초 3.24 16.42 0 0

주기중 2.99  3.13 1 5.9

주기말 4.71 19.29 3 22.1

16-1-6-1
주기초 1.82 16.50 1.5 7.7

주기말 4.56 18.22 4.5 33.6

3시간에 걸친 출력 변경 시간을 갖는 12-3-6-3 부하추종운전의 경우 주

기초에는 25%까지 제어봉 이동 없이 AO, Fq, 냉각재 출구 온도 등이 운

전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며, 50% 출력으로는 주기말까지도 제어봉 이동이 

필요 없음을 보인다. 주기초 25% 출력으로 부하추종운전 해석 결과를 그

림 3.2-56에 수록하 다. 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온

도 상승량이 작아져 AO가 노심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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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주기초 25% 출력 12-3-6-3 부하추종운전 분석 결과

1시간에 출력 변경이 되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출력 변경을 하는 

16-1-6-1 시나리오에서는 주기초 50% 출력에서만 제어봉 움직임 없이 제

시된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주기중이나 주기말에서는 출력 

증가 중에 출구 온도가 운전 역을 초과한다. 표 3.2-24 및 3.2-25에 정

리한 것과 같이 출력 변화가 큰 25% 출력과 주기말에서는 일일 평균 4.5

회의 제어봉 이동을 필요로 하며, 이동 거리도 34cm에 달하고 있다. 냉각

재 출구 온도 기준 및 역이 50% 이상 출력에 맞추어 제안된 것이므로, 

50% 출력의 부하추종운전만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1회, 8.4cm의 제어봉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의 냉각재 운전 역을 기준

으로 한 경우 필요한 제어봉 이동 회수 및 거리인 4.5회/일, 34.6cm/일에 

비하면 확장된 냉각재 운전 역이 반응도 제어에 기여하는 향을 알 수 

있으며, 냉각재 출구 온도 하한치를 100% 출력에서 3 ℃ 더 낮게 설정하

는 경우에는 제어봉 동작이 전혀 필요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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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에 주기말 부하추종운전 때 냉각재 출구 온도와 이를 만족하

기 위한 제어봉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AO와 P*Fq 등이 제한치 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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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주기말 50% 출력 16-1-6-1 부하추종운전 분석 결과

표 3.2-24, 3.2-25의 결과로부터 주기말 16-1-6-1 시나리오가 냉각재 온

도 변화만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출력 변화량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제어 가능한 출력 변화 폭을 조사한 결과 

100-75-100% 부하 추종은 냉각재 온도 변화만으로 가능함을 보 다. 동

일한 출력 변화량을 낮은 출력 조건에서도 조사한 결과 AO나 P*Fq 등이 

충분히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음도 확인하 다. 또한, 50% 이하의 출

력에서도 초기 냉각재 온도를 조절하면, 추가의 제어봉 동작 없이 확장된 

냉각재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 다. 

결론적으로 10CFR50 Appendix A의 일반설계기준(GDC) 26에서 요구하

고 있는 "제논 소멸을 포함한 계획된 출력 증가 또는 감소 운전 때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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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반응도 변화율을 제어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도 제어 계통"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붕산 운전 개념

을 채택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SMART에서는 강한 음의 감속재 온도 

계수를 이용하여 GDC 26을 만족시키도록 일차 냉각재 출구 온도 제어 논

리를 기존 제어 논리를 확장하여 제안하 다. 즉, 출력 100%와 50% 사이

에서 제논 평형 상태를 고려한 평형 상태 기준 출구 온도를 지정하고 제

논 과도 현상과 기존 냉각수 온도 제어 논리를 고려하여 저출력까지 온도 

범위를 설정하 다. 

출력 50% 이상에서 확장된 냉각수 출구 온도 제어 논리를 이용하면 

25% 출력 변화에 대하여 제어봉 동작 없이 AO, 첨두 출력 등을 운전 허

용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으며, 50% 이하의 출력 조건에서도 출력 변

동 전에 미리 적절한 냉각수 온도를 유지하면 제어봉 동작 없이 출력 변

경이 가능함을 보 다. 또한, 출력 변동율이 비교적 완만한 12-3-6-3 형태

에서는 100%에서 50%까지 제어봉 동작 없이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하 으

며, 보다 급격한 부하추종운전에서도 냉각재 운전 역 추가 확장에 따라 

냉각재 온도 제어만으로 출력 제어가 가능하 다. 또한, 단순 출력 상승 

운전이나 감소 운전에서도 AO나, 첨두 출력을 운전 제한치 내에 유지하

면서 노심 반응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을 보 다. 따라서, 확장 제안

된 냉각수 온도 제어 논리는 25% 이내의 출력 변동 구간에서 충분히 2번

째 반응도 제어 계통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 다. 

확장된 출구 온도 제어 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핵적 관점 외에 2차 계

통을 포함한 원자로 출력 변동 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냉각재 

평균 온도의 변화에 의한 가압기 과도 현상 평가, 1차 냉각수의 증기 발생

기 입/출구 온도 변화에 따라 2차 계통에 미치는 향 등을 평가하여 계

통 성능을 고려한 냉각재 온도 범위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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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열출력 330 MWt로 무붕산, 초장주기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SMART 노심 장전 모형을 49 제어봉을 이용하여 선정하 다. 

SMART 노심은 모두 57개의 17x17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하 으며, 유

효 높이는 2 m이다. 초장주기 설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4.95 wt.% 

U-235를 사용하 다. 잉여 반응도 제어는 다량의 Al2O3-B4C 가연성 독봉

과 소량의 Gd2O3-UO2를 사용하여 핵연료 연소에 따른 잉여 반응도 감소

를 보상하도록 하 다. 무붕산 운전 요건은 제어봉 삽입 운전을 요구하므

로, 제어봉 흡수체로 노심 연소에 향이 적은 Ag-In-Cd을 사용하 다. 

또한, 제어봉 삽입에 따른 축 방향 출력 분포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가연성 독봉의 상부를 제거하여 전출력 운전시 축 방향 출력 분포의 

왜곡을 최소화하 고, 이에 따라 첨두 출력 요건을 만족시켰다. Al2O3-B4C 

가연성 독봉은 B-10 선 도가 다른 3종을 사용하여 노심 연소가 진행되

더라도 각 집합체의 반응도는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가돌리니아의 

함량은 4 wt.%로 통일하여 장전 모형을 단순화하 으며, 가돌리니아 가연

성 독봉에 사용된 U-235 농축도는 국내 상용로에 사용 경험이 있는 1.8 

wt.%를 사용하 다.  

노심 주기 길이는 첨두 출력 및 전출력 잉여 반응도 요구량 등을 고려

하고 990일로 결정되었다. 평균 연소도는 26,160MWD/MTU이며, 최대 첨

두 출력은 Fq=2.05, Fr=1.525로 나타나 Fq 제한치 3.29를 충분히 만족시키

고 있다.

49개의 제어봉은 고온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원자로를 충분히 미임계

로 유지시킬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하나의 제어봉이 완전 인출 위치에 고착

되더라도, 1 % 이상의 정지여유도를 항시 만족하며, 모든 제어봉이 삽입

되는 경우, 유효 증배 계수 keff는 항상 0.95 미만을 만족하고 있어, 핵연

료 취급 시 임계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제어봉 삽입 불능 사고에 대비

하여 비상 붕산수 저장 탱크가 있으며, 완전 주입 시 노심의 keff가 0.95 

이하가 되는 냉각수의 붕소 농도인 3,500 ppm이 되도록 비상 붕산수 저장 

탱크 용량과 비상 붕산수 농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일반설계기준 2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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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을 만족시키고 있다. 

노심의 기본 핵특성 인자중 핵연료 온도계수는 상용로와 유사한 크기의 

음의 값을 나타내며, 감속재 온도계수는 무붕산 노심의 특성에 따라 항상 

강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노심은 출력 상승이 발생하면 항상 

음의 궤환 효과가 발생하여 일반설계기준 11을 만족시킨다. 기본 핵 특성 

인자 외에 노심 열수력 설계, 핵연료 설계, 원자로 안전 및 성능 해석을 

위한 연계 자료 생산 절차를 확립하고 수행하 다. 

항시 제어봉이 삽입되어 있어야 하는 무붕산 노심의 특성상 제어봉 이

탈사고는 가장 심각한 가상사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9개의 

제어봉 그룹을 정하고, 제어군간 140 cm의 중첩을 도입하여 이탈 제어봉

가를 최소화하도록 하 다. 또한, 보수성을 유지하면서도 3차원 노심 설계

해석코드를 이용한 사고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인

하 다.

첨두출력인자의 충분한 여유도와 넓은 AO 운전 역은 제어봉만으로도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강한 음의 MTC와 원자로 제어 

논리는 최소의 제어봉 동작으로도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함을 보 다. 원자

로 제어 논리는 냉각재 출구 온도가 설정 범위 내에 있도록 제어봉을 구

동시킨다. 따라서, 냉각재 출구 온도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강한 음의 

MTC는 제어봉 구동 없이 일일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함을 보 다. 냉각재 

운전 온도의 확장이 계통에 미치는 향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정상 운전 조건에서 냉각재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출력 변동에 따른 반응

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심 장전 모형은 주기 길이, 첨두 출

력, 노심 반응도 요건 및 이탈 제어봉가 요건 등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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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심 열수력 설계

1. 서론

열수력 설계 업무의 목표는 정상 운전 상태 및 예상되는 과도 상

태에서 노심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SMART 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집합체는 길이가 2m로 줄어든 KOFA 

연료로서 열수력적 특성이 기존 경수로에 사용되고 있는 집합체와 유사하

다. 그러나 SMART 노심 운전 조건 중에서 질량 유속 조건은 기존 경수

로의 약 1/3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열수력장 해석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SMART 노심의 평균 선출력은 기존 경수로의 약 2/3 정도이므로 핵연

료 온도 관점에서 SMART 노심은 기존 경수로에 비하여 여유도가 크다. 

그러나 DNBR 관점에서는, 노심 입구 온도의 감소, 가열 길이의 감소, 노

심 평균 열속의 감소 등이 열적 여유도를 증가시키는데 비하여 질량 유속

의 감소는 열적 여유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림 3.3-1에서 보듯이 

SMART 노심의 열적 여유도는 기존 경수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의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방법론을 정비하고 

불확실도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SMART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열적 여유도 해석 방법론 및 코드 체계

를 개발하고 기본적인 열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KAERI에서 개발한 MATRA 코드[3.3-1]를 사용하여 SMART 노심 열

수력장 해석을 위한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정비하 다. CHF 해석 체

계는 기존 집합체 CHF 실험 자료 수집을 통하여 개발하 으며, 인허가 

단계에서는 SMART 노심에 장전될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을 

통하여 상관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로부터 SMART 기본 설계 노심

에 대한 열적 여유도 평가를 수행하 으며, 기본적인 열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 다. 

현재 ROPM을 제한하는 가장 심각한 사고로 나타난 제어봉 이탈 사고



- 125 -

에 대한 DNB 해석 방법론을 정비하고 DNB 파손율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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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SMART 노심과 기존 경수로 노심의 열적 여유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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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 체계 개발

SMART 노심에 사용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단면 형태는 기존 웨스

팅하우스형 경수로에 사용되는 17x17 집합체와 유사하며, 개방 부수로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노심 출력 분포 및 부수로의 수력적 특성 차이

로 인하여 노심 내 유동 및 엔탈피 분포의 비균질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조건들은 실험 자료만으로는 적절하게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국

부 조건 개념의 열수력장 해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 

경수로 노심 열수력 설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SMART 노심 설계에 도입하 다. 

MATRA 코드는 COBRA 코드로부터 개발된 부수로 해석 코드로서 PC

에서 구동하며 SMART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과 모델

이 보완된 것이다. 정상 운전 상태에서 SMART 노심의 질량 유속은 기존 

가압 경수로 노심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유량이 감소하는 과도 상태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저유속 조건에 대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의 수치적 불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저유속 조건에 대한 부수로 해석 코드의 해석 

능력을 파악하고 수치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

방형 집합체에서의 유동 및 엔탈피 분포 실험 자료에 대하여 MATRA 코

드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리고,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 

SMART 노심의 고온 부수로 해석을 위하여, 전 노심 출력 분포 향을 

고려한 최적 lumping 모델을 개발하 다.

가.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2상 유동장의 지배 방정식 형태는 두 상의 온도, 속도 및 압력 

등에 대한 비평형(nonequilibrium) 변수를 몇 개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여

러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서 기체와 액체의 속도 및 온도

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는 HEM(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은 단상 유동장의 경우처럼 혼합물(mixture)에 대한 3개의 지배 방

정식(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유동 조

건은 기포율 (혹은 건도), 혼합물의 속도 및 압력과 같은 3개의 변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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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가능하며, 여러 가지 물성치들은 주어진 압력에 대한 상태 방정식으

로부터 계산된다. HEM은 수식 형태가 단순하므로 단상 유동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HEM은 

고압력 고유속 조건에서 기포류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가압경수로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고 조건에서는 

두 상간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 모델이 적절하지 않다. 

혼합물에 대한 지배 방정식 형태를 사용하면서 HEM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체와 액체의 유속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한 모형으로서 SEM(Slip 

Equilibrium Model)이 있다. 이는 기체와 액체의 속도 비를 나타내는 slip 

ratio를 도입하여 각 상의 속도를 연관시킨 것으로서, 이 때 일반적으로 

각 상 내에서의 속도 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임의의 변수들

에 대하여 그 곱의 평균과 평균의 곱의 비율을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정의할 때, 대부분의 SEM은 속도에 대한 상관 계수를 1로 

취급한다. SEM은 과도 상태, 특히 두 상 간의 관성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상 내의 속도 및 기포율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slip model을 유도하여 여러 가지 상

관 계수들을 정의한 연구 결과도 있으나 각 상관 계수들에 대한 모델링이 

과제로 남아 있다. 

2상 유동장의 거동을 혼합물의 거동과 상 간의 상대적 움직임으로 표현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두 상 간의 속도 차이를 변수로 하여 지배 방정

식을 유도한 DF(Drift-Flux) 모형이 있다. DF 모형은 일반적으로 두 상 

간의 상호 작용이 긴 한 경우(예를들면 bubbly flow)에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호 작용이 약한 경우에도 유동이 한쪽 방향으로 지배적

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acoustic wave propagation, 

choking phenomena, high frequency instability 등에는 잘 맞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DF 모델에서 유동장의 속도는 혼합물의 질량 중심 속

도와 기체의 드리프트 속도(혼합물 부피 중심에 대한 상대 속도)로 표현

되는데, 질량 중심 속도는 무거운 상(액체)의 속도와 유사하며, 부피 중심 

속도는 가벼운 상(기체)의 속도와 유사하다. 기체의 드리프트 속도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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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델은 모든 유동장 역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DF 모

델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두 상의 동적 특성은 혼합물의 운동량 보존 방

정식과 두 상 간의 상대 속도를 지정해 주는 동적 보조 방정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급격한 과도 상태가 아닌 경우 2상 유동장에서 

기체는 보통 포화 온도를 유지하며 액체는 미포화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partially non-equilibrium 유동에 대한 DF 모형에는 4개의 지배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혼합물에 대한 질량, 운동량 및 에

너지 보존 방정식과 기체에 대한 연속 방정식 (확산방정식)으로 구성된다

[3.3-2]. 

가압경수로 노심 열수력 설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

는 대부분 HEM 혹은 SEM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로에 대한 축방향 

유속에 비하여 횡방향 유속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적용되는 1차원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COBRA 계열 코드 부수로 해석 코드들은 2상 유동 상태에서 

기체와 액체의 온도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수치 해법

(운동량 보존식을 풀 때 미지수를 교차류로 두느냐, dP/dx로 두느냐에 따

라서 달라짐)이나 횡방향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모형의 차이는 있으나 근

본적으로 코드 예측 성능은 서로 비슷하다. 

웨스팅하우스사의 THINC 코드는 COBRA 계열 코드와는 달리 3 차원 

지배 방정식을 풀지만 횡방향에 대해서 섭동 방법론을 적용하여 방정식을 

단순화시키므로 기본적으로 COBRA 계열 코드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코드는 횡방향 유속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고 노심 내에서의 유량 순환(recirculation)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

다. 

이러한 HEM 이나 SEM, 그리고 1차원적 접근 방법이 갖는 한계를 해

결하기 위하여 열적인 비평형 모형과 액체와 기체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

는 drift-flux 혹은 two-fluid 모형을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모형

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많은 계산 시간이나 기억 용량의 문제는 전산기의 

hardware 개발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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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방정식

SMART 노심에 적용한 MATRA 코드는 COBRA-IV-I 코드

[3.3-3]로부터 개발된 것이며, 열적 평형 상태를 가정한 SEM 모델을 사용

하고 있다. MATRA 코드의 연속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은 각각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연속방정식:

A
∂
∂t
≪ρm≫+

∂m
∂x

+ ∑
j
(Wij+ W i↔j') = 0 (3.3-1)

에너지 보존 방정식:

A
∂
∂t
≪ρm≫≪hm≫+

∂
∂x
(m< h >) + ∑

j
W ij< h

*> =  Q

(3.3-2)

여기서,

 Q=
∂
∂x ( <k

∂T
∂x >A) - ∑j C ij(Ti-Tj) - ∑j W ij'

H(h i-h j)

+ ∑
n
ξ n <q n ''> + ≪q'''≫A

(3.3-3)

축방향 운동량 보존식:

∂
∂t
m+

∂
∂x ( <∑k α kρ ku

2
k >A) + ∑j W ij<u

*> =  - A ∂
∂x
P- Fx (3.3-4)

여기서,

Fx=
1
2 {

f
Dhy
+K}A<∑k α kρ ku

2
k> + ∑j W ij'

M
(u i-u j) + A≪ρm≫g cosθ  

(3.3-5)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

∂
∂t
W ij+

∂
∂x (Wij< u >) +

1
l ∑j

W ij< v > =  
s ij
l
(Pi-P j) - Fij (3.3-6)

여기서, Fij =  
1
2
KG
Wij∣Wij∣

ρ
*
s l

+ s ij≪ρm≫g sinθ (3.3-7)

이다. 부수로 해석 코드 지배 방정식 유도 과정은 참고 문헌 [3.3-1]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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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기술되어 있다. 

(3) MATRA 코드의 구조 및 기능

MATRA 코드는 기존의 CDC 등 COBRA-IV-I 코드를 PC 

version으로 변환한 것으로서, 코드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

의 불필요한 subroutine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상수들의 유효 숫자를 증가

시켜 계산 정 도를 높이며, 코드 입․출력 양식을 수정하여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고, 코드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Fortran 90을 사

용하여 코드 내용을 재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MATRA 코드의 입․출력 단위 체계는 SI 와 British 단위를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유체의 물성치 계산 routine을 코드에 추가하여 과냉(subcooled) 상태의 

유체 물성치에 대한 계산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축방향 계산 노드를 임

의로 생성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여 flow blockage와 같은 문제를 효

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저압력 조건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성치 계산에 사

용되는 압력을 계통 압력과 국부 압력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SMART 노심 설계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MDNBR 값에 대한 운전 조건 추적 계산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사용

하여 열출력, 봉의 반경 방향 첨두치 및 유량을 추적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3-2는 MATRA 코드의 특징을 기존 COBRA-IV-I 코드와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며, MATRA 코드의 계산 과정은 그림 3.3-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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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COBRA-IV-I

Elimination of
Unnecessary Subroutines

Migration of
Code

Increase in Precision and
Correction of Real Constants

Implementation of
Variable Axial Noding Scheme

Implementation of
EVE Turbulent Mixing & Void Drift Models

Restructuring of
Code

Modification of
I/O Formats

Implementation of
Pressure Selecting Switch

Implantation of
Steam Table Routine TAF

Implementation of
I/O Unit System Selecting Switches

Implementation of
Rehme Pressure Drop Models

Implementation of
Chexal-Lellouche Void Fraction Model

Implementation of
Crossflow Eq. Solver Selecting Switch

Implementation of
MDNBR Iteration Functions

CDC CYBER Mainframe
Version

Complicated Structure

Single-Precision
Real Constants

Uniform
Axial Node Length

Less Accurate
Two-Phase Predictions

Fortran 66

Less Precise I/O

System Reference Exit
Pressure

Interpolation from
Saturation Property Table

British
Unit

Square Lattice with
Grid Spacer

Narrow Range Application

SOR

No MDNBR Iterations

IBM PC and HP WS
Version

Simplified Structure

Double-Precision
Real Constants

Uniform / Nonuniform
Axial Node Length

More Accurate
Two-Phase Predictions

Fortran 90

More Precise I/O

Reference / Local
Pressure

Interpolative / Direct
Calculation

British / SI
Unit

Square/Triangular Lattice with
Grid Spacer / Wire Wrap

Wide Range Application

SOR / GE

Iterations Searching for
Parameters for MDNBR

STRUCTURE

FUNCTION

MODEL

그림 3.3-2  MATRA 코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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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and Print Input

Start

t = 0

Set Boundary Conditions and Forcing Functions

n = 1

Solve Fuel Model   :  Tr , q"

x = 0

Solve Energy Equation   :  h , Tw

Calculate  ρ  , Tf , Hsurf

Solve Combined Momentum Equation   :  w

Calculate  m  from Continuity

Calculate  p , ∆px-∆x

Correct  p  to zero  p ex

Print Output

First Iteration ?

Start of Channel ?

End of Channel ?

w and m Converged
or

Maximum Iterations ?

Maximum Time Steps ?

End

Specify  q"

Set Conditions

x = x+∆ x

n = n+1

t = t+∆ t

Yes

No

Yes

No

Yes

Yes

Yes

No

No

No

Modify
AAH Matrix  &
Source Term

Modify
Source Term

Add
TM & VD Terms

Modification to COBRA-IV-I

그림 3.3-3  MATRA 코드의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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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TRA 코드의 주요 모형

SMART 노심 및 신형 원자로에 적용하기 위하여 집합체 압력 

손실 모형, 기포율 계산 모형, CHF 계산 모형, 그리고 횡방향 전달 모형 

등 MATRA 코드의 열수력장 해석 모형을 보완하 다. 비정방형 집합체

에 대한 압력 손실 모형으로서 그리드 형태와 와이어랩 형태의 간격 격자

에 적용할 수 있는 Rehme[3.3-4, 5]의 모형을 적용하 다. 2상 유동장에서

의 체적(bulk) 기포율 평가를 위하여 Chexal-Lellouche[3.3-6] 기포율 모형

을 MATRA 코드에 적용하 으며, 이로부터 광범위한 운전 조건과 여러 

유형의 유체들에 대한 기포율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CHF 해석 모형으

로서 SMART 노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SR-1 상관식[3.3-7]을 추

가하 으며, 일반적인 CHF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1995 AECL-IPPE 

CHF lookup table[3.3-8]을 코드에 적용하 다. 난류 혼합에 의한 횡방향 

전달 모형은 부수로 해석 코드의 정확도에 큰 향을 주는데, MATRA 

코드에서는 2상 유동 조건에서의 집합체 유동 분포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동일 체적 교환’ 개념에 근거한 기포 이동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의 ‘동일 질량 교환’ 모형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코드 수치해법 특성 분석

(1) 개요

저압력․저유속 조건에서 기존 부수로 해석 코드는 수치적 불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ART 노심은 정상 상태에서 

기존의 상용 가압 경수로 유속의 약 30% 정도가 흐르며 DNB 관련 사고

를 해석하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유속 조건에 대한 열수력장 해석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운전 조건에 대하여 MATRA를 포함한 

몇 가지 대표적인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들의 수치적 성능을 비

교 평가하 다. 분석 코드로는 CE의 TORC[3.3-9], Siemens/KWU의 

COBRA-3CP [3.3-10], PNL의 COBRA-IV-I, 그리고 KAERI의 MATRA 

코드를 선정하 고, 분석 대상으로는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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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frith의 CHF 실험 자료를 선정하 다[3.3-11]. 이들은 모두 COBRA 

계열 코드들인데, 1967년에 PNL에서 처음 개발된 COBRA-I[3.3-12]을 시

작으로 COBRA-II[3.3-13], COBRA-III[3.3-14]의 발전 과정을 거쳐 

COBRA-IIIC [3.3-15]와 COBRA-IV-I가 각각 1973년과 1976년에 개발되

었고, 이는 현재 경수로 노심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수로 해

석 코드들의 모태가 되었다. 본 분석에 사용된 TORC와 COBRA-3CP는 

COBRA-IIIC로부터 개발된 것이다.

(2) 부수로 해석 코드 수치 해법

일반적으로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적 거동을 해석하는 문제는, 

노심 입구와 출구에서의 경계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노심 전 역에서의 

유동 및 엔탈피 등의 분포를 구하는 경계치 문제(boundary-value 

problem)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로심과 같이 많은 계산 노드가 필요

한 경계치 문제의 해를 구하려면 상당량의 계산기 기억 용량이 필요하고 

수치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초기치 문제(initial-value 

problem)에 대한 해석 방법론과 반복 계산법을 사용하여 그 근사 해를 구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3.3-16]. 초기치 해법을 사용하여 원자로 노

심의 경계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노심 출구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

는 미지의 노심 입구 경계 조건을 찾을 때까지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의 계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multi-pass marching scheme을 사

용해야 한다.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들은 각 축방향 평면에서의 

유체의 엔탈피(h), 도( ρ), 교차류(w), 축방향 유량(m) 및 압력(P)을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교차류와 축방향 유량에 대해 주어

진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경계 조건으로는, 대개의 

경우, 노심 입구에서의 엔탈피, 축방향 유량 및 교차류 분포와 노심 출구

에서의 균일한 압력 분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계산(iteration)에서는 노

심 입구에서의 교차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심 출구에서의 균일 압

력 분포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축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

하여 각 축방향 평면에서의 인접한 부수로간의 횡방향 압력 차이를 하류 

방향으로 인접한 축방향 평면에서의 부수로간의 횡방향 압력 차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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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이 압력 차이를 운동량 방정식의 source 항으로 입력해서 인접

한 부수로간의 횡방향 압력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교차류를 계산한다.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의 반복적인 계산 과정을 통하여 노심 출구에서

의 균일 압력 분포가 점차적으로 상류 쪽으로 전파됨으로써 결국 경계치 

해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 중에서 교차류, 축방향 유량 및 압력을 구하

는 수력적 해석 과정은,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방정식이 결합된 연합 

운동량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 운동

량 방정식의 미지수로서 교차류 혹은 축방향 압력 구배(dP/dx)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비교적 초기에 개발된 코드들은 교차류 방정식의 수치 해를 구

했으나, 최근에는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 해법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COBRA-IV-I와 

TORC 및 MATRA는 교차류 방정식 해법을 사용하고 있고, COBRA-3CP

는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차류 방정식 

해법과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의 개략적인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

다.

교차류 방정식 해법

연합 운동량 방정식의 미지수로 교차류를 사용하는 교차류 방정

식 해법에서는, 그림 3.3-4에 보인 바와 같이, 먼저 축방향 유량 m에 

대한 추정치로 첫 번째 iteration에서는 이전 축방향 평면에서의 값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iteration에서는 그 이전 iteration에서 구한 값을 

사용한다. 에너지 방정식을 풀어서 엔탈피 h를 구하고, 유체의 상태 방

정식으로부터 도( ρ)와 그 밖의 물성치들을 구한 후, 관련 보조 방정

식들을 이용하여 열 전달 계수( Hsurf)나 마찰 계수( f fric) 등을 구한다. 

앞에서 구한 변수들의 값을 사용하여 교차류를 포함하고 있는 항을 제

외한 축방향 압력 구배 dP/dx를 구하고,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방

정식이 결합된 교차류 방정식을 풀어서 교차류 w를 구한다. 연속 방정

식으로부터 축방향 유량 m을 갱신하고, 앞에서 구한 교차류 항을 포

함해서 축방향 압력 구배 dP/dx를 갱신한다. 각각의 부수로에서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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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압력 구배를 이용하여 인접 부수로간 횡방향 압력차(△p lat)를 구

하고, 축방향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압력 P를 구한다. 이와 같은 축

방향 평면에서의 일련의 계산 과정을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수행

하는 과정을, 교차류 w와 축방향 유량 m이 각각의 수렴 조건을 동시

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그림 3.3-4  교차류 방정식 해법의 계산 흐름도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

연합 운동량 방정식의 미지수로 축방향 압력 구배를 사용하는 축

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에서는, 교차류 방정식 해법에서와 마찬가

지로 그림 3.3-5에 보인 바와 같이, 먼저 축방향 유량 m에 대한 추정

치로 첫 번째 iteration에서는 이전 축방향 평면에서의 값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iteration에서는 그 이전 iteration에서 구한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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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방정식을 풀어서 엔탈피 h를 구하고, 유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부터 도와 그 밖의 물성치들을 구한 후, 관련 보조 방정식들을 이용

하여 열 전달 계수나 마찰 계수 등을 구한다. 교차류 방정식 해법에서

와는 다르게,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방정식이 결합된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을 풀어서 축방향 압력 구배 dP/dx를 구한다. 횡방향 운동

량 방정식으로부터 교차류 w를 구하고,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축방향 

유량을 갱신한다. 각각의 부수로에서의 축방향 압력 구배를 이용하여 

인접 부수로간 횡방향 압력차를 구하고, 축방향 운동량 방정식으로부

터 압력을 구한다. 교차류 방정식 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축방향 평면에서의 일련의 계산 과정을 노심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수

행하는 과정을, 교차류와 축방향 유량이 각각의 수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그림 3.3-5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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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수치 해법은 비록 같은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

차류 방정식의 경우, 미지수인 w가 인접한 부수로간의 갭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풀어야 할 방정식의 개수가 갭의 총 개수와 같은 반면, 축방향 압

력 구배 방정식의 경우에는, 미지수인 dp/dx가 각각의 부수로에서 정의되

기 때문에, 풀어야 할 방정식의 개수는 부수로의 총 개수와 같다. 일반적

으로 부수로의 개수는 갭의 개수에 비하여 대략 50∼60 % 정도로 적기 

때문에,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이 교차류 방정식 해법에 비하여, 

특히 노심 전체에 대한 해석과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계산 효율성이 높다. 한편,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들은 연합 운동

량 방정식의 행렬 해법으로 반복법의 일종인 연속 이완법(Successive 

Over-Relaxation: SOR) 혹은 직접법의 일종인 가우스 소거법(Gauss 

Elimination: GE)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산 효율성 관점에서 방법론의 우

열을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각 축방향 평면에서 횡방향으로 수행되는 내

부 계산에서는 대체로 연속 이완법이 가우스 소거법에 비하여 계산 속도

가 빠르지만, 가우스 소거법이 방정식의 정확한 수치 해를 구하는 반면, 

연속 이완법은 반복 계산을 통한 근사 해를 구하기 때문에, 노심 입구로부

터 출구까지의 축방향 진행이 반복되는 외부 계산(outer iteration)시 누적

되는 오차로 인하여 외부 반복 계산 회수가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인 계산 

효율은 가우스 소거법의 경우와 비슷해지거나 혹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COBRA-IV-I 코드는 연속 이완법을 사

용하고 있고, TORC와 COBRA-3CP 및 MATRA 코드는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수치적 성능 평가 결과

부수로 해석 코드들의 수치적 성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집합

체 CHF 실험 자료[3.3-11]는 압력 및 유속에 대하여 넓은 운전 조건을 포

함하고 있다. 실험 집합체를 구성하는 25개 가열봉의 직경은 9.5 mm이고 

봉간 피치는 12.7 mm, 가열 길이는 3000 mm이며, 가열 길이 역의 시작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275 mm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545 mm의 동일한 

간격으로 5개의 지지 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실험은 균일한 축방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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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사용하여, 20∼160 bar의 압력과, 150∼3600 kg/sec-m2의 유량, 그

리고 150∼320 ℃의 입구 온도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부수

로 해석 모형과 함께, Winfrith 5×5 봉다발의 기하학적인 치수와 횡방향 

봉별 출력 분포를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횡방향 출력 분포는 1∼19 번 

봉들에 비하여 20∼25 번 봉들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22 번 

부수로가 고온 부수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압력․저유속 조건에서의 집

합체 평균 출구 건도는 50%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Winfrith 5×5 봉다발의 부수로 해석 모형

분석에 사용된 부수로 해석 코드들의 열수력 모형과 계산 모형들은 기

본적으로 동일하게 선정하 다. 축방향 유량 m과 인접 부수로간 횡방향 

압력차△p lat에 대한 외부 반복 계산 가속 인자(acceleration factor)의 값으

로는 각각 0.8과 0.5를 동일하게 사용하 고, COBRA-IV-I 경우의 교차류 

w에 대한 내부 반복 계산 이완 인자(over-relaxation factor)의 값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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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을 사용하 다. 수렴 조건으로는 축방향 유량 m과 교차류 w에 대한 외

부 반복 계산 간 상대 오차가 각각 1%와 10%보다 작은 경우로 선정하

다. 분석 결과 코드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저압력․저유속 조건에

서의 수치적 불안정성 경향은 모든 코드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른 각 코드의 수렴도를 압력, 질량 유속, 그리고 출구 건도에 대한 3가

지 조합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3-7은 질량 유속과 압력, 그림 3.3-8은 집

합체 평균 출구 건도와 압력, 그리고 그림 3.3-9는 집합체 평균 출구 건도

와 질량 유속 좌표에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7  유속과 압력 좌표에서의 부수로 해석 코드 수렴도



- 141 -

그림 3.3-8  출구 건도와 압력 좌표에서의 부수로 해석 코드 수렴도

4가지 코드의 수렴도 비교 결과 COBRA-3CP와 MATRA가 비교적 안

정적인 수치적 거동을 보 다. MATRA 코드가 가장 안정적인 수치적 성

능을 보 으며, 표 3.3-1에 정리한 바와 같이 100 bar 이하의 압력과 300 

kg/sec-m2 이하의 질량 유속 조건에서 수치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이 가능했던 운전 조건에서 각 코드의 계산 효율을 비교한 결과 코

드간에 큰 차이를 보 으며, 교차류 방정식 해법을 사용하고 있는 TORC

나 MATRA, COBRA-IV-I에 비하여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을 사

용하고 있는 COBRA-3CP의 계산 속도가 3∼8배까지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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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출구 건도와 유속 좌표에서의 부수로 해석 코드 수렴도

표 3.3-1  Winfrith CHF 실험 자료에 대한 MATRA 코드의 수렴표

Case No. 1∼7 8∼18 19∼43 44∼65 66∼82 83∼99 100∼107 108∼123

Pressure (bar) 20 30 40 70 100 140 150 160

Mass

Velocity

(kg

/sec-m
2
)

3600 ― ― ― ― O O O O

3000 ― ― O O ― ― ― ―

2400 ― ― O O O O O O

1200 ― O O O O O O O

 600 O O O O O O ― O

 300 X X X X O O ― O

 150 X X X X X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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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수치 해법간 계산 효율의 차이는, 연합 운동량 방정식의 

미지수 선정에 따른 방정식의 개수 차이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계수 행렬 

구조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교차류가 정의되는 임의의 갭에 대한 

인접 갭의 개수에 비하여, 축방향 압력 구배가 정의되는 임의의 부수로에 

대한 인접 부수로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수 행렬의 밴드 폭

(band width) 역시 줄어들어 계산 효율이 좋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

수 행렬의 특성상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의 경우가 교차류 방정식의 경

우에 비하여 대각 지배(diagonal dominance)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치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계산 효율 역시 더욱 좋아진 것이다. 따라서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차류 방정식 해법을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

식 해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다.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횡방향 전달 모형 최적화

(1) MATRA 코드의 횡방향 전달 모델

부수로 해석 코드에서 부수로간의 횡방향 질량, 에너지 및 운동

량 전달 현상은 기본적으로 교차류(diversion crossflow), 난류 혼합

(turbulent mixing), 기포 이동(void drift), 그리고 점성 전달(viscous 

transfer)과 같은 네 가지 모형을 통하여 예측하고 있다. 연료봉 주위의 원

주 방향 압력 구배가 없다고 가정하면 원주 방향의 회전 유동은 없다. 위

의 4가지 모형들 중에서 교차류는 인접 부수로간의 압력 차이로 인해 발

생되는 것으로서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난류 혼

합과 점성 전달 항은 난류 에디의 요동에 의한 향과 분자 단위의 전달

(conduction 혹은 viscous momentum transfer)을 모사하는 것이며, 기포 

이동 항은 2상 유동 상태에서 기포의 횡방향 분포가 평형 상태를 이루려

고 하는 경향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가압 경수로 노심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 모형들을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운동

량에 대한 점성 전달 항은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향, 즉 

부수로간의 유체 열전도는 일부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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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현상은 가압 경수로 조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코드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등 경수로나 CANDU 등에 사용되는 부수

로 해석 코드에서는 이 모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압 경수로에

서도 사고 상태나 CHF 실험 조건에서는 부수로 내에 상당한 양의 기포가 

존재하게 되므로 기포 이동 모형이 코드 예측의 정확성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에서 사용하는 동

일 질량 교환 개념에 의한 난류 혼합 모형은 단상 유동 조건에서는 타당

하지만, 2상 유동 조건에서는 동일 체적 교환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혼합과 기포 이동, 그리고 점성 전달을 고

려한 횡방향 전달 모형을 동일 체적 교환 개념에 근거하여 유도하고, 이를 

MATRA 코드에 적용하여 기존 동일 질량 교환 모형과 비교하 다.

(가) 동일 질량 교환 모델

(3.3-1), (3.3-2) 및 (3.3-4)식에 제시한 부수로 해석 지배 

방정식의 좌변 마지막 항은 난류 혼합으로 인하여 i 부수로와 인접한 부

수로간에 교환되는 질량, 에너지 및 축방향 운동량을 나타내고 있다. 부수

로 i 와 j 사이에서 단위 축방향 길이 당 갭( s ij)을 통해 전달되는 난류 유

동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Wij' = ρ i s ijv ij' (3.3-8)

난류에 대한 혼합 길이 이론에 의하면 단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 i 와 

j 사이의 요동 속도, 즉 v ij'는 에디 확산 계수에 비례하며, 유효 혼합 길이

에 역비례한다. COBRA-IV-I 코드에서는 질량에 대한 에디 확산 계수는 

에너지에 대한 에디 확산 계수와 동일한 크기로 취급하며, 횡방향 요동 속

도와 축방향 유속간의 비율로 정의되는 난류 혼합 인자를 도입하여 난류 

유동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Wij' =  β⋅s ij⋅Gavg (3.3-9)

축방향 운동량에 대한 에디 확산 계수는 에너지에 대한 에디 확산 계수

에 난류 Prandtl 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 난류 운동량 인자, fT를 곱하여 

평가한다. 난류 혼합 인자는 일반적으로 단상 유동 조건에서 수행되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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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실험 자료로부터 구하며, COBRA-IV-I 코드에서는 이를 2상 유동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COBRA-IV-I 코드의 난류 혼합 모형은 동

일 질량 교환(EM)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접한 두 채널간의 난류 

유동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ρ iv ij'= ρ jv ji'), 인접한 채널간에 난

류 혼합으로 인한 순 질량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W i↔j'≡Wij'-Wji'=0).

(나) 동일 체적 교환 모델

2상 유동 조건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접한 수

로간에 에너지와 운동량 이동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순 질량 변화가 발

견된 바 있다[3.3-17].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로간에 동일한 체적

이 교환되는 개념( v ij'= v ji')이 도입되었으며, 이 때 난류 혼합은 비평형 기

포율 구배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3.3-18]. 즉, 횡방향 혼합은 두 

수로 경계면에서의 난류 요동과 수로간의 기포 이동에 의해 발생하게 된

다. 기포 이동은 기포가 평형 분포 상태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

에 의해 발생하는데, 실험에 의하면 기포는 유로 면적이 넓고 유속이 빠른 

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Levy의 연구에 따르면 기포의 평형 분

포는 유속 분포와 관련이 있다[3.3-19]. Levy는 채널 내에서 평형 도 분

포는 평형 유속 분포와 선형적 비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 다. 그러나 

Sadatomi 등의 2 채널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선형적 관

계가 발견되지 않았다[3.3-20]. 이처럼 아직까지는 평형 도 분포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료 평가를 통

하여 기포 이동 계수 KVD를 결정하 다. 이에 따르면 난류 혼합으로 인

한 질량 교환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Wi↔j' =  (Wij')SPθ [ (α j-α i) - KVD
(Gj-Gi)

Gavg ] (3.3-10)

여기서, θ ≡ (βTP/β SP)(Δρ/ρ f). (3.3-11)

2상 유동 난류 혼합에 대한 Beus의 연구[3.3-21]에 따르면 위 식에 나타

나는 보정 인자 θ  는 bubbly-slug 역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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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  1 + (θM-1)
χ
χ c
, (3.3-12)

그리고 annular 역에서는

θ =  1 + (θM-1)
1-χ 0/χ c
χ/χ c-χ0/χ c

(3.3-13)

이며, 여기서 
χ 0
χ C
 =  0.57⋅R e

0.0417 , (3.3-14)

그리고 θM= 5이다[3.3-22]. 

Slug-annular 천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χ c =  
0.4 g Dhy ρ f ( ρ f-ρ g)/G + 0.6

ρ f/ρ g + 0.6
.

(3.3-15)

이와 유사하게 난류 혼합 및 기포 이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량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Wij'
H
(h i-h j) =  (Wij') SPθ [ (α j-α i) - KVD

(Gj-Gi)

Gavg ]
×[
ρ fh f-ρ ghg
ρ f-ρ g ]

(3.3-16)

(2) 동일 체적 교환 모델의 최적화

(가) 집합체 2상 유동 분포 실험 자료 분석

MATRA 코드에 도입된 난류 혼합 모형은 실험 집합체에 대

한 2상 유동 분포 실험 자료 평가를 통하여 최적화하 다. 실험 집합체 기하 

형태는 표 3.3-2에 정리하 으며, 실험 집합체 단면 형태는 그림 3.3-10에 제

시하 다. GE의 9-봉 집합체 실험[3.3-23]에서는 BWR 운전 조건인 69 bar에

서 출구 엔탈피 및 유속 분포를 측정하 다. Ispra 16-봉 집합체 실험[3.3-24]

은 BWR 및 PWR 운전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7개의 대표적인 간격격자가 

사용되었다. GE의 9-봉 집합체와 Ispra 16-봉 집합체 중 혼합날개가 부착되

지 않은 집합체에 대한 단상 유동 난류 혼합 인자는 0.005로 결정하 으며, 

간격 격자의 수로별 압력 손실 계수는 참고문헌 [3.3-25]으로부터 결정하 다. 

열수력적 조건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3.3-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1/8 집

합체에 대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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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2상 유동 분포 실험 집합체 특성 자료 및 실험 역

GE 9-rod Ispra 16-rod

Name of TS GE PELCO-S
EUROP

-BWR

EUROP

-PWR

Rod array

Heated length, m

Rod diameter, mm

Rod pitch, mm

Hydraulic diameter, mm

 - inner channel

 - side channel

 - corner channel

Radial power distribution

Axial power distribution

3x3

1.83

14.5

18.8

16.4

11.3

7.1

uniform

uniform

4x4

3.66

15

19.5

17.3

11.5

7.1

uniform

uniform

4x4

3.66

10.8

14.3

13.5

9.4

6.8

uniform

uniform

4x4

3.66

10.8

14.3

13.5

9.4

6.8

uniform

uniform

Pressure, bar

Mass velocity, kg/k
2
/s

Bundle exit quality

Number of data points

69

720∼1460

0.03∼0.32

13

70

910∼1930

0.02∼0.31

208

70

970∼2060

-0.17∼0.24

49

160

2180∼3250

-0.17∼0.20

205

그림 3.3-10  2상 유동 분포 실험 집합체 단면 형태

BWR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corner 수로는 power-to-flow 비

가 가장 크지만 출구 건도는 집합체 평균 건도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EM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그림 3.3-11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WR과 같은 고

압력 조건에서는 건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실험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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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BWR 조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으면 

기포 도가 감소하여 기포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3.3-25]. 2상 유동장 형태와 난류 혼합간에 접한 관련이 있

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3-12는 기존의 2상 유동 패턴을 사용하여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한 것인데, 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PWR과 같은 고압력 조건(160 

bar)을, 그리고 가는 실선은 BWR과 같은 저압력 조건(70 bar)을 나타낸 

것이다. 슬러그-처언 유동 경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 Wallis 모델

[3.3-26]로부터 평가하 다. 

j g
* =  0.4 + 0.6⋅j f

* (3.3-17)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BWR 조건 실험 자료들은 slug나 annular 

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PWR 조건에서는 McQuillan 

& Whalley 모델[3.3-27]이 제시하는 dispersed bubbly flow 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ispersed bubbly flow 역에서는 아주 작은 기포가 

형성되어 액체는 연속적인 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어진 기포율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간의 경계면적이 매우 큰 상태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에서는 기포와 액체간의 마찰력 증가로 인하여 기포 이동이 억제될 수 있

다. Lahey가 제시한 동일 체적 교환 모델[3.3-18]을 MATRA 코드에 적용

하여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림 3.3-13에서 보듯이 EM 모델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예측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도가 높은 BWR 조건에서는 corner 수로 출구 건도를 실험치

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MIT 코드

에서는 KVD를 상수 값으로 1.4를 적용하고 있는데[3.3-28], 이 모델을 

MATRA 코드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그림 3.3-14에 제시하 다. 

이 모델은 BWR 조건에서 corner 수로의 출구 건도를 약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고 건도 역에서는 여전히 높게 예측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PWR 조건 실험 자료에 대하여 corner 채널의 

엔탈피 상승을 약 11% 정도 낮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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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EM 모델의 corner 수로 출구 건도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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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Lahey EVVD 모델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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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THERMIT 코드 모델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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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포 이동 계수의 최적화

실험 자료로부터 최적 기포 이동 계수(KVD)를 구하기 위

하여 BWR 및 PWR 조건에서 에 대한 corner 수로 출구 건도( χ 1)의 변화

율을 평가하 다. KVD와 χ 1간에 선형적 비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최

적 KVD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KVD,OPT =  KVD,L+
χ1,M-χ1,L
S χ

(3.3-18)

여기서 선형 비례 상수는,

S χ ≡ 
χ 1,U-χ1,L

KVD,U-KVD,L
(3.3-19)

로 정의된다. 

실험 자료 평가 결과 KVD가 증가하면 corner 수로 출구 건도는 감소하

며, 선형 비례 상수의 절대값은 국부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us 모델을 사용한 동일 체적 교환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slug-annular 경계 조건 근처에서 S χ의 최소값이 나타났다. 이는 2

상 유동 혼합이 이 조건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PWR 및 BWR 조건에서 평가된 KVD의 최적치는 그림 3.3-15에 제시하

다. 자료의 scattering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나 건도 및 압력에 대한 

KVD의 경향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KVD에 대한 

단순 선형 모델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먼저 bubbly-slug flow 역( χ< χC)에서는,

KVD =  a 1⋅(
χ-χ osv
χ C-χ osv ) (3.3-20)

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포 이동 효과가 건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임계 압력 조건에서 KVD가 0이 된다고 가정하여 기울기 

a 1을 아래와 같이 구했다.

a 1 =  0.72⋅(
1-P r
P r )

1.33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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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MATRA 코드 모델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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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nnular flow 역( χ≥χC)에서는 S χ  값이 작아서 KVD의 

scattering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 역에서 아래와 같은 선형 

모델을 적용하 다.

KVD =  a 1 + a 2⋅(
χ-χ osv
χ C-χ osv

- 1) (3.3-22)

여기서, a 2의 값은 실험 자료 평가를 통하여 10으로 결정하 다. 

수식 (3.3-10) 및 (3.3-16)에 위의 수식 (3.3-20)과 (3.3-22)를 적용하여 

개발된 MATRA 코드의 EVVD(Equal Volume exchange and Void Drift) 

모델을 사용하여 corner 수로의 출구 건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3-16에 

제시하 다. 이 모델은 KVD를 상수로 취급하는 모델에 비하여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압력의 향도 적절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험 집합체 내의 모든 수로에 대한 출구 건도 평가 결과, 중심 수로

와 가장자리 수로에서는 난류 혼합 모델 차이로 인한 예측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수로가 corner 수로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유로 면적 및 유량이 커서 횡방향 전달량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작기 때문이다. 그림 3.3-17은 corner 수로의 질량 유속 예측치와 실험치

를 비교한 것인데 건도가 높은 역에서 MATRA의 EVVD 모델 예측 성

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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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GE 9-봉 집합체 유속 예측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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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TRA 코드의 예측 성능 평가

(1) 비가열 단상 유동 분포 측정 시험 자료 분석

4x4 실험 집합체를 사용하여 수행한 단상 유동 실험 자료에 대

한 MATRA 코드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 다. Marinelli 등[3.3-29]은 단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들 간의 난류 혼합에 의한 열전달에 관한 정확한 정

보를 얻기 위해 4×4 봉다발에서의 속도 분포와 온도 분포를 측정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봉다발의 단면 기하 형태 및 MATRA 코드의 부수로 해

석 모형은 그림 3.3-18에 제시하 다. 

그림 3.3-18  CNEN 16-봉 집합체 단면 형태

5가지 실험 조건에서 측정된 corner 부수로 출구 질량 속도에 대하여, 

MATRA 코드로 분석한 결과를 기존의 다른 부수로 해석 코드 분석 결과

와 함께 그림 3.3-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적절한 난류혼합인자

(TDC)를 사용할 경우 MATRA 코드는 기존 부수로 해석 코드와 마찬가

지로 단상 유동 조건에서의 집합체 출구 질량 속도 분포를 적절히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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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CNEN 16-봉 집합체 corner 수로 출구 유속 평가 결과

(2) 비가열 Flow Blockage 실험 자료 분석

집합체 내에 국부적인 flow blockage가 있는 경우 유동장의 변

화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계산 노드

를 사용해야 한다. 

MATRA 코드에는 축방향 노드 크기를 가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를 사용하면 blockage 주변의 유동장 변화가 심한 역에 대

하여 선택적으로 조 하게 노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 기능

을 사용하여 PNL에서 수행한 단상 유동 방해 실험 자료를 MATRA 코드

로 분석하 다. Creer 등[3.3-30]은 냉각재 상실 사고 시에 유동이 부분적

으로 방해를 받는 봉다발에서의 유동 분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

동 방해에 대한 COBRA-IV-I 코드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유동 

방해물이 설치된 7×7 봉다발에서의 축방향 속도와 난류 강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봉다발의 1/8 단면의 기하 형태를 MATRA 코드의 



- 156 -

부수로 해석 모형과 함께 그림 3.3-20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0  PNL 49-봉 실험집합체 단면 형태

총 길이 50 인치의 봉다발에 대하여 그림 3.3-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

동 방해물이 설치된 역을 조 하게 분할하여 총 25개의 축방향 노드를 

사용하여 MATRA 코드 분석을 수행하 으며, 같은 수의 계산 노드를 균

일하게 분포시켜 계산하는 COBRA-IV-I 코드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3.3-22은 두 코드의 계산 결과를 실험 자료와 비교한 결과인데, 

MATRA 코드의 비균일 노드 계산 기능을 사용할 경우 균일 노드 계산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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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상 및 2상 유동 열혼합 실험 자료 분석

Columbia 대학에서 수행한 4x4 집합체의 부수로 출구 질량 유

속 및 엔탈피 분포 측정 자료[3.3-31]에 대하여 MATRA 코드의 예측 성

능을 평가하 다. 실험 집합체는 그림 3.3-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방형 

배열을 갖는 16개의 가열봉으로 구성되며, 가열봉 직경과 피치는 각각 

10.7 mm 와 14.1 mm 이다. 실험집합체는 봉 출력이 높은 고온부와 출력

이 낮은 저온부로 양분되어 있으며, 두 역의 봉 출력 첨두치는 각각 

1.08과 0.92이다. 가열 길이는 1.52 m이며 축방향 출력 분포는 균일하다. 

그림 3.3-23  CU 4x4 실험집합체 단면 형태

실험은 2가지 압력 조건(34.5, 82.7 bar)과 3가지 유속 조건(1350, 2710, 

4070 kg/m2/s), 그리고 3가지 평균 열속 조건(1200, 1800, 3000 kW/m2)에

서 입구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다. 



- 159 -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2 -0.1 0.0 0.1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Exp. Condition 2
G

avg
=1x106 lb/hr-ft2

Q
avg

=0.38x106 Btu/hr-ft2

P=1200 psia

(G
i-G

av
g)/
G
av
g

x
avg

Exp. Condition 4
Gavg=2x106 lb/hr-ft2

Q
avg

=0.58x106 Btu/hr-ft2

P= 1200 psia

(G
i-G

av
g)/
G
av
g

x
avg

x
11

 = 0

x
5
 = 0

Hotter  Colder
CHN5    CHN11

     EXP.
     β=0.005
     β=0.01

Exp. Condition 1
G

avg
=2x106 lb/hr-ft2

Qavg=0.58x106 Btu/hr-ft2

P= 500 psia

(G
i-G

av
g)/
G
av
g

x
avg

Flow redistribution, β = {0.005, 0.01}, EM

Exp. Condition 3
G

avg
=1x106 lb/hr-ft2

Q
avg

=0.58x106 Btu/hr-ft2

P= 1200 psia

(G
i-G

av
g)/
G
av
g

x
avg

그림 3.3-24  CU 4x4 실험집합체의 부수로 출구 유속 분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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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CU 4x4 실험집합체의 부수로 출구 엔탈피 분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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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에 대한 실험 자료를 MATRA 코드로 분

석하 으며, 질량 유속 및 엔탈피 분포 해석 결과는 각각 그림 3.3-24와 

3.3-25에 제시하 다.

Condition 1: 34.5 bar, 2710 kg/m2/s, 1800 kW/m2 

Condition 2: 82.7 bar, 1350 kg/m2/s, 1200 kW/m2 

Condition 3: 82.7 bar, 1350 kg/m2/s, 1800 kW/m2 

Condition 4: 82.7 bar, 2710 kg/m2/s, 1800 kW/m2 

마. 고온 부수로 해석 모델

SMART 기본 설계 노심의 가장 중요한 열수력 설계 변수는 노심 

최소 DNBR이다. SMART 노심에 대한 열수력 설계 요건은 정상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 최고온 연료봉의 DNB 발생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15% 이상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설

계 목표의 하나이다. 정상상태 열수력 설계 방법론은 CHF 해석 체계와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정비하여 정상상태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평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CHF 해석 체계는 국부조건 CHF 상관식 및 

한계 DNBR로 구성되며, CHF 해석 체계 개발에 사용된 부수로 해석 코

드는 노심 최소 DNBR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부수로 해석 코

드 체계는 다양한 노심 조건에 대한 코드 계산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고

온부수로 해석을 위한 lumping 기법이나 설계 출력 분포의 설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SMART 노심 최소 DNBR 계산은 MATRA 코드로 

수행하는데, 계산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전 노심에 대한 부수로 단위 

해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lumping 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노심 최소 DNBR 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최적 lumping 모델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고온 부수로 주변에 2-layer 이상의 부수로를 고려하면 정상 

운전 상태에서 집합체 내의 유동 분포 향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상 운전 상태 SMART 노심의 최소 DNBR 

해석을 위한 기준 분석 모형은 그림 3.3-26과 같은 1/8 노심 60-채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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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선정하 다. 이 모델은 1/8 고온 집합체 전체를 부수로 단위로 해석

한다. 노심 최소 DNBR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

하는 출력 분포 자료를 사용하며, 보수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해

석 분야에 제공하는 단순화된 DNBR 계산 모델에는 열수력 설계 관점에

서 가장 보수적인 설계 출력 분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3.3-26에 표시

한 반경방향 출력 분포는 열수력 설계 출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여러 

가지 실제 노심 출력 분포 조건에 대하여 열수력 설계 출력 분포의 보수

성이 평가되었다[3.3-32].

그림 3.3-26  정상상태 DNBR 해석을 위한 1/8 노심 60-채널 모델

SMART 안전 해석 분야에서 요구하는 DNBR 신속 계산 모형을 제공하

기 위하여 MATRA 코드를 사용한 간이 해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코드 입력 자료를 생산하 다[3.3-33]. 안전 해석에 사용될 SMART 노심

의 출력 분포와 부수로 해석 모형을 선정하고, 정상 상태 DNBR 분석 모

델과의 비교를 통해 보수성을 평가하 다. SMART 안전 해석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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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반경 방향 출력 분포는 고온 집합체가 노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고온 

부수로를 중심으로 비교적 편평한 출력 분포를 가지는 21-수로 해석 모형

을 선정하 으며, 이를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한 봉 출력 분포들과 비교한 

결과 DNB 관점에서 충분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3-27은 

SMART 1/8 노심에 대하여 봉 출력 첨두치를 1.0 으로 설정한 21-수로 

해석 모형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

한 LCO 조건에서의 핵연료 집합체 축 방향 출력 분포들 중에서 

AO(Axial Offset)가 +0.40인 경우가 DNB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이 분포를 SMART 안전 해석을 위한 노심 축 방향 

출력 분포로 선정하 다. DNB 관점에서 SMART 안전 해석에 사용될 

21-수로 해석 모형의 보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LCO 역에 있는 운전 

조건들의 조합에 대한 DNBR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모든 조건들

에 대하여 21-수로 해석 모형이 기준 상세 모형인 60-수로 해석 모형에 

비하여 약 2% 정도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7  과도상태 DNBR 해석을 위한 1/8 노심 21-채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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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F 해석 체계 개발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한 SMART 노심 열수력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부 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 체계를 개발하 다. SMART 노심

의 질량 유속 조건은 기존 경수로 설계에 사용된 CHF 상관식의 적용 범

위를 벗어나므로 저유속 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국부조건 상관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SMART 노심에 장전될 핵연료 

집합체의 혼합날개 형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CHF 실험 자

료가 없다. 따라서 SMART 노심에 장전될 핵연료와 유사한 CHF 성능을 

갖는 기존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 설계를 위한 

국부 조건 CHF 상관식(SR-1 상관식)을 개발하 다. SR-1 상관식은 추후 

SMART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노심 개발과 관련하여 연료 집합체에 적용 가능

한 일반화된 CHF 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정

방형 및 비정방형 집합체 CHF 실험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 으며, 일

반화된 CHF 예측을 위한 후보 모형으로서 CHF lookup table 방법론의 

집합체 CHF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가. 국부조건 CHF 상관식 체계 개발

(1) 개요

원자로 설계 관점에서 부수로 해석 코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CHF 해석 체계를 구축하고 그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는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SMART 노심 DNB 설계 기준 평가를 위한 

MATRA/SR-1 국부조건 CHF 상관식 체계를 개발하 다. 

SMART 노심은 기존 국내 경수로 노심에 비하여 출력 도가 낮고 핵

연료 길이가 짧으며, 특히 열수력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 상태 노심 입구 

유속이 상당히 낮은 조건에서 운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CHF는 일반적

으로 질량 유속과 선형적 비례 관계를 갖으며, 그 기울기는 고유속과 저유

속 조건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유속 조건에

서 CHF는 주로 환상 유동 조건에서의 액막 증발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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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질량 유속 변화에 대한 CHF 변화는 임계 

건도(critical quality)가 일정한 조건에서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 표현되는 

열속과 질량 유속간의 관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고유

속 조건에서 CHF는 주로 핵비등 이탈 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이 경우 질

량 유속 변화에 대한 CHF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의 기울기는 저유속 조건

에서의 기울기보다 작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관찰된 

바 있으며, 원형관에 대한 기존의 상관식 중에서도 유속 조건에 따라 상관

식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봉 집합체에서

도 발견할 수 있는데, 5x5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3.3-11]를 유속

에 대하여 표시한 결과 그림 3.3-28에서 보듯이 저유속 조건에서 CHF와 

질량 유속간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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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유속 변화에 대한 CHF 변화 경향

그런데 경수로 노심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국부 조건 CHF 상관식

들은 CHF가 질량 유속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는 고유속 역에

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질량 유속에 대한 CHF 변화 특성이 달라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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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조건에 확장 적용하면 계산 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저유속 조건을 포함하는 집합체 CHF 실험 자료 평가를 통하여 

저유속 조건에서 적절한 예측 성능을 갖는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을 개발

하 다. 그림 3.3-29는 국부조건 CHF 상관식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부수로 해석 코드는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해 상관식 개발에 

필요한 국부 열수력 조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심 고온 부수로 해석에 적

용되어 노심의 DNBR 여유도를 평가한다. 

그림 3.3-29  SMART 국부조건 CHF 상관식 체계 개발 절차

(2) MATRA 코드를 사용한 집합체 CHF 실험 자료 분석

국부 조건 CHF 상관식 개발을 위하여 수집된 정방형 집합체 

기하 형태 및 실험 조건은 표 3.3-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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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SR-1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CHF 실험 자료 특성

TS
Configu-

ration

Axial

profile

Grid

spacing

[mm]

Heated

length

[m]

Rod dia./

pitch

[mm]

Mixing

vane

Pressure

(bar)

Mass flux

(kg/m2/s)

# of 

data

156

157

158

160

161

162

164

13

20

29

30

31

33

37

38

39

40

41

43

46

47

48

515

516

TYP-5X5

TYP-5X5

THM-5X5

TYP-5X5

TYP-5X5

THM-5X5

TYP-5X5

THM-5X5

TYP-5X5

TYP-5X5

TYP-5X5

TYP-5X5

TYP-5X5

TYP-5X5

TYP-5X5

TYP-5X5

THM-5X5

THM-5X5

TYP-5X5

TYP-5X5

THM-5X5

THM-5X5

THM-21

THM-21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COSINE

COSINE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660

660

660

559

559

559

559

534

545

545

545

545

534

545

545

545

545

545

545

545

545

545

381

381

4.27

2.44

2.44

2.44

4.27

4.27

4.27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1.83

1.83

9.5/12.6

9.5/12.6

9.5/12.6

9.5/12.6

9.5/12.6

9.5/12.6

9.5/12.6

10.8/14.3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9.5/12.7

10.7/14.3

10.7/14.3

R

R

R

R

R

R

R

P

S

S

F1

Swirl

F1

Swirl

Swirl

F1

Swirl

Swirl

Swirl

Swirl

Swirl

Swirl

unknown

unknown

103∼167

103∼167

103∼168

103∼167

103∼167

103∼166

103∼167

70∼161

70∼165

70∼165

69∼165

70∼167

70∼166

69∼167

70∼166

69∼166

100∼166

100∼166

159∼165

160∼165

140∼165

139∼165

69∼157

69∼158

1343∼4928

1372∼4893

1342∼4713

1369∼4874

1335∼4973

1340∼3403

1380∼3578

522∼3511

1094∼3665

560∼3694

573∼3693

579∼3722

597∼3863

578∼3673

609∼3836

602∼3848

551∼3477

544∼3505

1240∼3829

1237∼3793

1152∼3497

1138∼3505

675∼3987

661∼3975

73

78

68

67

70

47

54

88

61

111

100

97

102

99

95

104

77

79

31

29

49

49

54

56

3

7

11

14

16

19

21

22

512

513

514

517

THM-5X5

TYP-5X5

TYP-5X5

THM-5X5

THM-5X5

TYP-5X5

TYP-5X5

TYP-6X6

TYP-21

THM-21

THM-21

TYP-21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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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실험 자료는 혼합날개 부착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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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석에 사용된 실험 자료는 모두 2518개로서, 혼합날개가 부착된 집합체 

자료는 1738개, 혼합날개가 없는 집합체 자료는 780개이다. 실험 자료의 범위

는 압력: 69∼171 bar, 질량 유속: 470∼4973 kg/m
2
/s, 가열 길이: 1.37∼4.27 

m로서 SMART 노심 운전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 집합체 단면 형태는 

그림 3.3-30에 제시하 다. 

그림 3.3-30  SR-1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실험집합체 단면 형태

집합체 CHF 실험 자료는 주로 고압력 PWR 조건에 해당하므로 

MATRA 코드 분석에는 기존의 동일 질량 교환 개념의 난류 혼합 모델을 

적용하 다. 분석 대상 실험집합체 중 KWU 실험 자료(TS 3∼48)에는 열

혼합 실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적절한 난류혼합인자를 

평가할 수 있다[3.3-34]. 웨스팅하우스 실험 집합체(TS 156∼164)에 대한 

난류 혼합 인자는 WCAP 자료[3.3-35]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 다. 난류혼

합인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험집합체에 대해서는 간격격자 압력 손실 

계수의 크기로부터 혼합날개 부착 여부를 판단하여, 이로부터 난류혼합인

자의 크기를 적절히 가정하 다. 즉, TS 512∼517은 동일한 봉 직경 및 

봉간 거리로 구성된 집합체들인데 지지격자 압력 손실 계수가 0.57로서 작

은 집합체들은 혼합날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 경우의 대표적인 

난류혼합인자 값으로서 0.005를 적용하 다. 압력손실 계수가 1.73∼1.91로

서 큰 집합체들은 혼합날개가 부착된 것으로 가정하여 난류혼합인자 값은 



- 168 -

0.05를 적용하 다[3.3-36]. 

CHF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 열수력적 조건은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부수로 해석 모형은 그림 3.3-29

에 제시한 바와 같다. MATRA 코드로 분석한 실험 집합체 내의 부수로 

출구 건도 및 질량 유속의 분포는 난류혼합인자(TDC)의 크기에 따라 크

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날개가 부착된 경우에 해당하는, TDC 

값이 0.05인 경우 부수로간의 에너지 및 운동량 교환에 의해 출구 건도 및 

질량 유속 분포가 상당히 균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MATRA 코드로 

계산한 CHF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 열수력 조건은 국부조건 CHF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다.

(3) SR-1 상관식 개발 및 검증

실험 자료는 CHF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 특성에 따라 아래

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다. 

Uniform APS

Non-uniform APSHigh velocity

(G>1356 kg/m
2
/s)

Low velocity

(G≤1356 kg/m
2
/s)

MV grids A(1255) B(382)
D(140)

No MV grids C(741)

본 연구에서 저유속과 고유속의 경계( G ref)는 1356 kg/m
2/s로 선정하

다. 이는 그림 3.3-31에서 보듯이 기존 경수로 조건에서 개발된 KRB-1 

CHF 상관식[3.3-37]을 사용하여 집합체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P/M의 

분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Katto의 유속 경계 조건 및 매우 낮은 유속에 적용되는 complete 

evaporation 모델과 비교하면 그림 3.3-32와 같다. G ref를 단순히 상수로서 

고려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여 가장 단순한 모델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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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KRB-1 상관식의 질량 유속에 대한 P/M 예측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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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고유속 및 저유속 경계 조건

분류된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상관식 개발을 수행하 다. 

즉, A-그룹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식 기본 형태( q''CHF,Base)를 개발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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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자료를 사용하여 저유속 보정 인자( FG)를 개발하며, C-그룹 자료를 

사용하여 혼합날개 보정 인자( FSG)를 개발하고, 다음으로 D-그룹 자료를 

사용하여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 보정 인자( FNU)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로부터 SR-1 상관식 형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 다.

q''CHF =  q''CHF,Base×
FG⋅FSG
FNU

(3.3-23)

(가) SR-1 상관식 기본 형태 개발

SR-1 상관식의 기본 형태는 혼합 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

를 사용하는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 중 집합체 평균 질량 유속

이 G ref보다 큰 고유속 조건에 해당하는 1255개 실험 자료(A-그룹 자료)

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상관식의 함수 형태는 KRB-1 상관식과 동일한

데 이는 국부조건 CHF 상관식이 나타내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을 고려하

고 있다. 첫째는 CHF와 국부 건도간의 관계로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한 경우 CHF는 국부 건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는 CHF와 

질량 유속간의 관계로서, 동일한 국부 조건에서 질량 유속이 증가하면, 국

부 건도가 낮은 경우에는 CHF가 증가하나, 국부 건도가 높은 경우에는 

CHF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부 건도 조건에 따라 CHF가 서

로 다른 물리적 현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SR-1 상관식의 기본 함

수 형태는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

q''CHF,Base =  A 1 - A 2⋅G⋅χ + A 3⋅G

(3.3-24)

상관식은 3 가지 물성치(P, G, χ)와 5 가지 기하 형태 변수(L, Dhe, 

Dhy, dg, gsp)를 포함하는 8개의 독립 변수들로 구성된 비선형 함수 형태이

며, 비선형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식 계수를 최적화하 다.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은 계수의 초기치 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 해를 가질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KRB-1 상관식의 계수들을 초기치로 선정하

으며, 그 결과 SR-1 상관식 기본 형태의 계수들이 표 3.3-4와 같이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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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SR-1 CHF 상관식

q''CHF =  min {q''CHF,BASE × 
FG⋅FSG
FNU

, q'' evap}
where,

     
q
''
CHF,BASE =  a 1L+a 2(P/1000)+a 3Dhe+a 4Dhy+a 5 tanh [a 12(d g+gsp)+a 13)]

- [a 6 (P/1000)+a 7L(P/1000)+a 8L+a 9(P/1000)
2
]⋅G⋅χ+a 10+a 11 G

     

FG =  ( GGref )
( 0.81 - 0.38⋅Bo)

    , for  G < Gref

= 1.0 , for G≥ Gref
     FSG = 1.0 for mixing vaned spacer grid,

        = 0.9 for non-mixing vaned spacer grid.

     FNU = 1.0 for uniform axial power shape,

         = C

q'' local⋅(1 - e
-C⋅ZCHF)

⌠
⌡

ZCHF

ZONB
q''(z)e

-C⋅(ZCHF- z)dz

where, C =  0.15
(1 - χCHF)

4.31

G 0.478   inch-1

     q'' evap = (
dhe
4L ) G hfg (1 +

△hsub
h fg )

Correlation coefficients

a1 = -0.03104, a2 = -0.2206,

a3 = -0.2479, a4 = +0.1440,

a5 = -0.01963, a6 = +1.9180,

a7 = +0.005191, a8 = -0.06080,

a9 = -0.5754, a10 = +1.2785,

a11 = +0.1603, a12 = +0.05461,

a13 = -1.97.

Parameter description

q"CHF = CHF (MBtu/hr/ft
2
)

P = pressure (psia)

G = mass flux (Mlb/hr/ft
2
)

χ = local quality

L = heated length (ft)

Dhy = hydraulic diameter (inch)

Dhe = heated equiv. diameter (inch)

dg = distance from CHF to last grid

     (inch)

gsp = grid spacing (inch)

Gref = 1.0 Mlb/hr/ft
2

Bo = boiling number; q"×10
3
/(G․h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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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에 해당하는 1255개 실험 자료에 대하여 상관식으로 계산된 P/M

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각각 1.001 및 0.100으로 평가되었다. 상관식의 타

당성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residual) 분석을 수행하

다. 회귀 분석 모형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다면 잔차의 모평균은 0이고 잔

차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한다. CHF 상관식의 잔차는 측정된 CHF와 예측

된 CHF의 차이, 즉 (M-P)로 정의된다. 잔차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 

t-test로 수행하 다. 그 결과 유의 수준 1%로서 잔차의 모평균이 0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

에 대한 추정은 D'-test[3.3-38]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D'-test는 모집단

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표본의 D' 값을 계산

하여 이를 D'의 한계치와 비교하여 가설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SR-1 기본 상관식의 D' 값은 D' 한계치의 최소값보다 약간 작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 분포보다 더 중심으로 치우친 분포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3.3-33은 기본 상관식의 P/M 돗수 분포를 정규 분포 

함수와 비교한 것인데 중심으로 더욱 치우친 분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0.5 1.0 1.5
0

50

100

150

200

Fr
eq

ue
nc

y

P/M

 SR-1 Base data
 Normal distribution

그림 3.3-33  SR-1 기본형태 상관식의 P/M 돗수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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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관식 한계 DNBR 계산에 사용되는 Owen's one-sided 

tolerance factor[3.3-39]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며,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distribution free에 대한 tolerance limit을 

구하는 방법[3.3-40]을 적용해야 한다. 이 방법을 SR-1 기본 상관식에 적

용한 결과, 95% 확률과 95% 신뢰도로서 P/M의 tolerance limit은 1.191로 

평가되었다. 

(나) 저유속 보정 인자 개발

집합체 CHF 실험 자료[3.3-11]를 검토한 결과 저유속 조건

에서의 질량 유속 변화에 대한 CHF 변화는 고유속 조건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SR-1 상관식 기본 형태로서 적절히 고려

할 수 없으므로 저유속 조건에 대한 보정 인자를 아래와 같은 형태로 도

입하 다.

FG =  ( G
Gref )

A

(3.3-25)

Katto의 원형관에 대한 연구[3.3-41]에 의하면 고유속 상관식과 저유속 

상관식의 경계는 아래와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되며, Katto 상관식 중 

L-regime과 H-regime 상관식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갖는다.

(
G 2limitL

σρ f )
0.29

 <  
0.4(ρ g/ρ f)

0.133

D/L + 0.0031
(3.3-26)

그림 3.3-32는 G ref와 Glimit을 표본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

식 (3.3-25)와 같은 형태의 유속 보정 인자는 질량 유속이 0 일 때 CHF도 

0 이 되며, Katto 상관식의 경우와는 달리 유속 변화에 대한 CHF 변화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여 질량 유속이 G ref에 도달하면 고유

속 상관식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Glimit은 0 과 G ref  

사이에 있으며, SMART 노심 정상 운전 조건에서 Glimit의 크기를 평가한 

결과 G ref의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에 해당하는 

382개의 저유속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저유속 보정 인자는 아래와 같

이 개발되었다[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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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81 - 0.38×10
3
⋅( q''Gh fg ) (3.3-27)

그림 3.3-34는 A-그룹과 B-그룹을 더한 실험 자료에 대하여 저유속 보

정 인자의 예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로서 보정 인자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하여 저유속 조건에서 CHF를 적절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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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저유속 보정 인자 예측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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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아주 낮은 경우에 CHF는 수로 내의 액체가 완전히 증발하는 조

건, 즉 출구 건도가 1.0인 조건에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저유

속 역에서 CHF는 상관식으로 계산된 값과 출구 건도가 1.0이 되는 조

건(complete evaporation 조건)에 해당하는 값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하

다.

(다) 혼합날개 보정 인자 개발

KWU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날개(mixing vane)가 

부착된 집합체의 CHF 크기는 동일한 입구 조건에서 혼합 날개가 없는 경

우에 비하여 10∼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SR-1 기본 

상관식 및 저유속 보정 인자는 혼합날개가 부착된 실험 집합체 자료로부

터 개발한 것이다. SMART 노심에 적용할 예정인 KOFA 연료는 원래 혼

합날개가 없는 지지격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된 것이다. SMART 노심

의 열적 여유도 확보를 위하여 혼합 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의 도입이 필

요한데, 혼합날개가 CHF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혼합 날개 보정 인자를 개발하 다. 혼합날개가 없는 실험 집합체에 대한 

741개의 CHF 실험 자료(C-그룹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 실험 자료를 

SR-1 기본 상관식 및 저유속 보정 인자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약 10% 정도 CHF를 크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날개의 

향은 매우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 의해 CHF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지만, 본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성능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혼합 날개 보정 

인자를 상수로 가정하 다. 따라서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 혼합날개 보정 

인자는 0.9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C-그룹 자료에 적용한 결과 SR-1 상관

식으로 예측한 P/M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각각 1.00 및 0.107로 나타났

다.

(라) 비균일 축방향 출력 분포 보정 인자 평가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가 CHF에 미치는 향은 Tong의 

F-factor 방법론[3.3-43]을 사용하여 보정하 다. 즉,

FNU =  
C

q'' local⋅(1 - e
-C⋅ZCHF)

⌠
⌡

ZCHF

ZONB
q''(z)e

-C⋅(ZCHF- z )
dz,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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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0.15
(1 - χ CHF)

4.31

G
0.478   inch

- 1  (3.3-29)

이다. 

수집된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 중 보정 인자의 적용 범위

를 고려한 140개의 D-그룹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축방향 출력 분포 

형태와 함께 그림 3.3-3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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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축방향 비균일 출력분포 보정인자 예측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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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혼합날개 부착 여부에 따라 평균 오차는 약 5% 이내, 

표준편차는 약 12% 이내로서 적절한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자

료의 범위는 충분하지 않으나 Tong F-factor가 현재 대부분의 경수로 노

심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SMART 노심 CHF 해석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SR-1 CHF 상관식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SR-1 상관식 체계는 표 

3.3-4에 제시하 다. SR-1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2518개 실험 자료의 범

위는 아래와 같다.

Pressure(bar): 68 ∼ 171

Mass flux(kg/m2/s): 470 ∼ 4973

Critical quality: -0.21 ∼ 0.70

Heat flux(kW/m2): 513 ∼ 4380

Heated length(m): 1.37 ∼ 4.27

Hydraulic diameter(mm): 9.5 ∼ 13.6

Heated equivalent diameter(mm): 11.8 ∼ 15.7

Grid spacing(m): 0.25 ∼ 0.55

주요 상관식 변수들에 대한 실험 자료의 역별 돗수 분포는 그림 

3.3-36에 제시하 다. SR-1 상관식의 압력 및 유속에 대한 적용 범위는 

기존 KRB-1 상관식에 비하여 상당히 확장되었다. 

주요 열수력 변수들에 대한 SR-1 상관식으로 예측된 P/M의 분포 경향

은 그림 3.3-37에 제시하 으며, 모든 변수 역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P/M 자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R-1 상관식의 질량 유속에 대한 CHF 예측 경향을 기존의 CHF table 

및 경수로 설계용 국부조건 상관식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3-38에 제시

하 다. 

CE-1 상관식은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저유속 조건에서 부정확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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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WRB-1 상관식은 전 역에서 선형적인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CHF table은 모든 건도 조건에서 저유속 역의 원형관 CHF 변

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SR-1 상관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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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상관식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실험 자료 돗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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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상관식 주요 변수들에 대한 P/M 예측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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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질량 유속에 대한 CHF 상관식의 예측 경향 비교

(바) 상관식 한계 DNBR

실험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 군에 대한 

P/M의 통계량은 표 3.3-5에 정리하 다. 표에서 G-그룹 자료는 질량 유

속이 1500 kg/m2/s 이하에 해당하는 실험 자료들을 모은 것인데, P/M의 

불확실도는 저유속 조건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수적인 설계를 위하

여 SMART 노심 설계에 적용할 상관식의 불확실도 크기는 G-그룹 자료 

평가 결과로부터 결정하 다. 

상관식 한계 DNBR은 DNB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일 

P/M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한다면 상관식 한계 DNBR은 one-sided 

tolerance limit 개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DNBR cor =  ( PM ) + k 95/95⋅s
(3.3-30)

여기서, DNBRcor은 상관식 한계 DNBR, k95/95는 95% 확률과 95%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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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결정되는 one-sided tolerance limit factor[3.3-39]이며, s는 P/M의 

표본 표준 편차이다. 이 관계식에 따르면 표 3.3-5의 G-그룹 및 H-그룹에 

해당하는 상관식 한계 DNBR은 각각 1.281 및 1.203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G-그룹 및 H-그룹의 P/M에 대하여 D'-test를 통한 모집단 정규분포 

검사를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상관식 한계 DNBR은 non-parametric tolerance limit 결정 방

법론[3.3-40]을 적용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G-그룹 및 H-그룹의 상관

식 한계 DNBR은 각각 1.331 및 1.228로 나타났다.

표 3.3-5  SR-1 상관식의 P/M 통계량

자료그룹 자료 내용 자료수 평균P/M 표준편차

A
MV & 고유속 자료

(SR-1 기본 형태 개발 자료)
1255 1.001 0.0999

B
MV & 저유속 자료

(저유속 보정 인자 개발 자료)
382 1.053 0.1519

C
No-MV & Uniform APS 자료
(혼합날개 보정 인자 개발 자료)

741 1.000 0.1073

D
Non-uniform APS 자료

(비균일 APS 보정 인자 평가 자료)
140 1.015 0.1160

E 모든 MV 자료 1738 1.014 0.1158

F 모든 No-MV 자료 780 0.997 0.1083

G
모든 저유속 자료
(G < 1500 kg/m2/s)

706 1.040 0.1380

H 모든 자료 2518 1.009 0.1138

상관식 한계 DNBR은, DNBR 값이 한계 DNBR과 같아지는 경우 95% 

이상의 신뢰도로서 실제로 CHF가 발생할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그림 3.3-39에 나타낸 모든 실험 점들은 실제로 CHF가 발생

한 경우들을 표시한 것인데, DNBR이 상관식 한계 DNBR 보다 큰 경우에

도 실제로 CHF가 발생한 경우는 그림에서 tolerance limit을 나타내는 점

선의 아래 역에 나타나며, 상관식 한계 DNBR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다면 

이들은 DNB 설계 기준에 따라 5%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에서 G-그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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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그룹의 상관식 한계 DNBR에 대하여 이들은 각각 3.7% 및 4.4%로 나

타났으며, 이로부터 한계 DNBR이 적절히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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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SR-1 상관식 예측 성능 및 한계 D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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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HF DB 구축 및 평가 

집합체에 대한 CHF DB(Data Base)는 CHF 예측 모형의 개발 및 

평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CHF 예측 모형의 신뢰도 향상 및 CHF 예측 

모형의 적용 범위 확장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

하여 정방형 집합체 실험 자료 수집하 으며, 비정방형 7봉 집합체 실험을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여 실험 자료를 획득하 다. 

(1) 집합체 CHF DB 구축

(가) 정방형 집합체 DB 구축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집합체 CHF 실험 자료는 

CU(Columbia University)에서 수행된 실험 자료를 수록한 EPRI 보고서

[3.3-44]와 SIEMENS와의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3.3-34, 

45]에 근거하고 있다. 봉 배열이 정방형을 이루는 176개의 실험 집합체로

부터 생산된 실험 자료들 중에서 부수로 해석을 수행하여 국부 조건 data 

base를 구축한 자료는 모두 10725개이다. 실험 집합체의 대부분은 5x5 배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4x4 및 6x6 배열로 구성되는 실험집합체도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형태를 포함

하고 있다. 그림 3.3-40은 주요 열수력 설계 변수들에 대한 실험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집된 실험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각 변수들의 범

위는 아래와 같다.

Pressure 14.1 ∼ 171.5 bar

Mass flux 395 ∼ 5532 kg/m2/s

Critical quality -0.41 ∼ 0.88

CHF 449 ∼ 4380 kW/m2 

Inlet subcooling 10 ∼ 1099 kJ/kg

Grid spacing 130 ∼ 665 mm

Length to CHF 914 ∼ 4267 mm

Dhy 4.97 ∼ 13.82 mm

Dhe 10.84 ∼ 19.8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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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정방형 집합체 CHF 실험 자료 분포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 자료가 역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수행 상의 물리적 제한 (예를 들면, 압력이 낮고 

입구 과냉도가 큰 조건)이나, CHF 특성 (예를 들면 건도가 낮고 가열길이

가 큰 경우, 건도가 낮고 질량 유속이 낮은 경우, 건도가 낮고 압력이 낮

은 경우 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주로 실험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

난 결과로 보인다. 집합체 CHF 실험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대부분의 실험이 기존 원자로 설계 조건과 부합되도록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력 직경이 9 mm 이하로 작은 집합체는 기

존 경수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고전환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에서는 필요한 실험 역이다. 질량 유속이 크고 건도가 낮은 역

은 입구 과냉도가 아주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역은 핵융합로의 냉각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역이지만 기존 실험 자료에는 거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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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자료 결핍 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자료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를 사용하여 집합체 실험 자료에 대한 국부

조건 CHF DB를 구축하 다. 수집된 집합체 CHF 실험 자료는 집합체 내

부의 국부적인 열수력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실험 자료에 

나타나는 CHF 발생 봉 번호 및 TC 위치 자료는 축방향 TC 간격과 원주 

방향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CHF의 동시 다발적인 관측으로 인

해 부수로 관점에서 CHF 발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CHF는 국부적인 현상이며, CHF 예측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부 

조건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국부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나, 혹은 제한적인 규모의 집합체에 대한 CHF 예측 모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집합체 평균 물성치에 근거한 입구 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압경수로 설계에서는 대부분 

국부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부수로 단위의 

국부 물성치, 즉 국부 유속 및 국부 건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집합체 CHF 실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로부터 실험집합체 내의 부수로 국부 물성치 자료

를 생산하여 국부조건 CHF data base를 구축하 다. 

그림 3.3-41은 실험 자료로부터 국부조건 CHF data base를 구축하는 과

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부수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 집합체

에 대한 기본 계산 단위를 구성하 다. 부수로는 4개의 봉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형태로 구성하 으며, 축방향 노드 길이는 약 50 mm 정도를 유

지하도록 하 다.

실험집합체에 대한 정보와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운전 조건 자료를 사

용하여 MATRA 코드의 입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MIG 프로그램[3.3-46]이 사용되었다.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 집

합체 내의 유속 및 엔탈피 분포를 계산하 다. 국부 조건 CHF data base

는 (1) 실험을 통해 측정된 CHF 발생 위치나 (2) CHF 예측 모형에 의해 

계산되는 최소 DNBR 위치에 근거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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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국부조건 CHF DB 구축 절차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2)에 의해 국부 조건 data base를 구축하는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실험 오차 및 TC 설치에 대한 제약으로 인

하여 CHF 발생 부수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또한 국부조건 CHF data base로부터 개발된 CHF 상관식을 실제 

노심 DNBR 분석에 적용할 경우 최소 DNBR 발생 위치를 미리 알 수 없

고 계산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연계 프로그램 MOR-CHF[3.3-47]를 사용하면 MATRA 코드 계산 결과 

중에서 필요한 국부 조건 자료를 선별해 낼 수 있다. 최소 DNBR 계산 위

치는 CHF 예측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축방향 출력 분포가 균

일한 경우에는 모든 부수로의 출구 조건을 사용하여 최소 DNBR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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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도록 하 다. 그리고 축방향 출력 분포가 비균일한 경우에는 최소 

DNBR이 예상되는 채널 및 가열봉을 미리 선정하여, 그 채널에서 최소 

DNBR이 발생하는 축방향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국부조건 CHF 상관식을 사용하여 CHF를 예측할 경우 DSM(Direct 

Substitution Method) 과 HBM(Heat Balance Method)의 두 가지 방법론

이 적용될 수 있다[3.3-48]. DSM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DNBR 발생 위

치에서의 국부 물성치만이 사용되는데 비하여 HBM을 적용하려면 채널 

내에서의 엔탈피 및 유량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축방향 출력 분포

가 균일하고 CHF가 채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널 입구와 출구 

조건으로부터 HBM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축방향 

출력 분포가 비균일하거나, 균일하더라도 채널 출구 근처에 그리드가 존재

하여 CHF 발생 위치가 채널 출구가 아닌 경우에는 HBM을 적용할 경우 

채널 내에서의 물성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국부 조건 CHF 

data base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하 다[3.3-49]. 

SMART 기본 노심 설계에 적용한 SR-1 CHF 상관식은 기존 집합체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된 것이다. SR-1 상관식은 SMART 노심 운전 조건

을 고려하여 저유속 조건에 대한 보정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AERI의 freon-loop을 사용한 집합체 CHF 실

험 계획을 수립하 다[3.3-50]. 그림 3.3-42는 25-봉 실험집합체 단면 형태

를 나타낸 것이다. 봉 직경은 SMART 노심에 적용할 KOFA와 동일하나 

봉 간격은 KOFA의 경우 12.6 mm인데 비하여 실험 집합체는 12.85mm이

다. 이는 SMART 노심에 적용할 예정인 혼합날개 지지격자가 현재 신형

핵연료 집합체 구조에 알맞도록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실험집합체 기하형

태도 이에 따라 결정하 다. 그러나 가열 길이는 2.0 m로서 SMART 노심

과 동일하며, 본 실험의 목적이 질량 유속과 같은 주요 변수에 대한 정성

적 변화 특성과 혼합날개의 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0.25mm의 봉 간격 

차이가 실험 결과 분석에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다. 실험 

집합체는 현재 완전히 조립되어 있으며 freon-loop 장치 개조가 완료되어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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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25-봉 freon-loop CHF 시험부 단면형태 및 봉출력 분포

(나) 비정방형 7-봉 집합체 CHF 실험 자료

SSF(Self-sustained Square Finned) 연료 집합체는 기존 

경수로용 핵연료 집합체와 설계 개념이 다른 금속 연료 집합체로서, 연료 

단면은 사각형이며 4개의 핀이 가열 봉 중심을 기준으로 나선형으로 둘러

싸고 있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특이한 기하 형태로 인하여 SSF 집합체

에서의 CHF 특성을 기존 원통형 가열봉으로 구성되는 실험집합체에 대한 

CHF 예측 모형으로부터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SSF 집합체의 

기본적인 CHF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7개의 SSF 가열봉으로 구성되는 

육각형 실험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러시아의 

IPPE 연구소에 있는 freon-loop 및 water-loop에서 수행되었으며, 모두 7 

종류의 실험 집합체를 사용하 다. 7-봉 집합체는 실험 집합체의 벽면 

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많은 봉으로 구성되는 실제 연료 집합체의 CHF 

특성을 정확히 보여주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집합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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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SSF 가열 봉 집합체의 CHF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실험 집합체는 기본 실험 자료 생산을 위한 3개의 균일 출력 분

포 실험 집합체 (TS-1, TS-2, TS-3)와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향 평

가를 위한 실험 집합체 (TS-4, TS-5, TS-6), 그리고 열혼합 향 평가를 

위하여 반경 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를 갖는 실험 집합체 (TS-7)로 구성

되어 있다. 실험 자료 수는 freon-loop에서 609개, water-loop 에서 229개 

생산하 다[3.3-51]. 

(2) CHF 예측 모형 및 방법론

(가) CHF 예측 방법론

국부조건 상관식 개념으로 개발된 CHF table 방법론은 

DSM과 HBM의 두 가지 방법으로 CHF 예측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3-43은 축방향 출력 분포가 균일한 경우 집합체에 대하여 DSM과 HBM

을 적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인 것이다. 

그림 3.3-43  집합체 CHF 예측 방법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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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는 집합체 내의 부수로와 같은 개방 수로(점선)와 폐쇄된 단일 수

로(실선)에 대한 2개의 열 평형 선이 있다. 개방 수로에서는 인접한 채널

간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개방 수로가 고온 수로인 경우 일정한 열출

력 조건(qexp)에서 개방 수로의 국부 건도(X)는 동일한 기하 형태를 갖는 

폐쇄 수로의 국부 건도(Xiso) 보다 작게 나타난다. 즉, X는 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계산되는 결과와 같다. DSM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수

로 해석 코드로 계산되는 국부 건도와 국부 유속을 사용하여 CHF를 예측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HBM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열출력 변화에 따른 

국부 건도 변화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HBM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출력 조건에서 부수로 해석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열출력이 

변할 경우 개방 수로에서의 엔탈피 상승과 폐쇄 수로에서의 엔탈피 상승

간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고 가정하 다. 

CHF 예측 오차는 두 방법론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림 3.3-43

에서 보듯이 국부 건도 증가에 대하여 CHF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한 DSM에 의한 P/M 오차는 HBM에 의한 P/M 오차보다 항상 크게 평

가되는 특성을 보인다.

축방향 출력분포가 비균일한 경우에 DSM 혹은 HBM 방법으로 CHF를 

예측하는 방법은 그림 3.3-44에 제시하 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DNBR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의 모든 축

방향 위치에 대한 물성치 분포를 사용하여 CHF를 평가한다. 

그림 3.3-44는 CHF lookup table을 사용하여 CHF를 계산하는 과정을 

예로서 보인 것이다. DSM 방법론의 경우에는 모든 축방향 위치에서 

DNBR을 평가한 후 최소 DNBR 위치에서 P/M을 결정한다. HBM 방법론

을 적용하여 임의의 축방향 위치(본 분석에서는 DSM을 통해 평가된 최소 

DNBR 발생 위치만을 고려하 음)에 대한 CHF를 계산하는 경우, 그 위치

에서 출력 변화에 따른 국부 물성치 변화는 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 분

석에 적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방 수로와 폐쇄 수로간의 엔탈피 상승 비

율이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부터 평가하 다. 이를 모든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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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하여 적용한 후 최소 DNBR 위치에서 P/M을 결정하는 것이 가

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림 3.3-44  비균일 축방향 출력 분포 자료 분석 방법론

(나) CHF lookup table 방법론 평가

CHF lookup table은 도표 형태로 규격화된 자료를 사용하

여 CHF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3.3-52]. 1976년에 USSR Academy of Science에서 표준 CHF 

도표를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수정된 CHF 도표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는 독립적으로 캐나다에서 

1986년 Groeneveld 등이 CHF 도표 기법을 발표하 다[3.3-53]. 최근에 캐

나다와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원형관에 대하여 수행된 30000개 이상의 실

험 자료를 바탕으로 1995 AECL-IPPE CHF table[3.3-8]을 발표하 다.



- 192 -

 CHF 도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었던 원형관에 대한 CHF 실험자료

를 거의 망라하 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추가적인 실험 자료

가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표 기법이 기본적

으로 interpolation 방법으로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제로 CHF를 계산할 때 

extrapolation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저압력 저유속 조건에서

의 실험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이 역에서 CHF 현상은 

미시적인 CHF 메카니즘과 거시적인 유동장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table 형태와 같은 실험 자료의 규격화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핵융합로의 경우와 같이 과냉도가 크고 질량 유속이 매우 빠른 조건에서

는 CHF 도표 기법의 예측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HF 도표 기법은 매우 넓은 적용 범위에서 비교적 정확한 CHF 예측 

성능을 보이므로 RELAP5나 CATHARE 등과 같은 사고 해석 코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roeneveld의 1986 CHF 도표 기법은 기본적

으로 직경이 8 mm인 원형관에 대하여 표준화된 것이며, 이를 다양한 채

널 기하 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정 인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집합체에서의 열수력장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인자(bundle 

effect와 spacer grid effect)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형원자로나 가압경수

로 조건에서의 집합체 보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있다[3.3-54, 55]. 부수

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bundle effect를 고려하는 인자는 사

용할 필요가 없다. Groeneveld 등[3.3-56]은 CHF 도표 기법을 부수로 해

석 코드와 함께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로 기하 형태(gap size, 

unheated wall, heater surface curvature등)에 대한 보정 인자들을 제시하

으며,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CHF 도표 기법이 정방형 및 비정

방형 집합체에서의 CHF 예측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3.3-57, 58]. 

이와는 반대로 CHF 도표 기법과 같이 단순한 채널에 대하여 개발된 

CHF 예측 모형을 환형관이나 봉 집합체와 같은 복잡한 기하 형태에 적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3.3-59]. 이러한 지적은 원형관과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결과 비교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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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CHF와 질량 유속간의 관계가 서로 다

르다는 것인데, 원형관과 집합체에서의 invert point (즉, 질량 유속 변화

에 따라 CHF 크기가 증가하는 역과 감소하는 역의 경계지점)가 서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imiting critical 

quality (즉, 건도 변화에 대하여 CHF 변화가 거의 step 형태로 변하는 지

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은 3∼9개의 

가열봉을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집합체 실험 결과로부터 나타난 것이어서 

Kirillov[3.3-52]의 지적과 같이 집합체의 향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한 결

과일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1995 AECL-IPPE CHF table은 30000여개의 원형

관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되었고, 압력은 1∼200 bar 사이를 21개로, 질량 

유속은 0∼8000 kg/m2/s을 20개로, 그리고 국부 건도는 -0.5∼1.0 사이를 

23개로 구분하여, 이전에 개발된 1986 CHF table에 비하여 CHF 예측 성

능 및 적용 범위가 개선된 것이다. 

CHF table은 모두 8 mm 직경의 원형관에 대한 자료로 표준화되어 있

다. 따라서 직경이 이와 다른 채널에 적용할 경우 직경에 대한 보정 인자

를 적용해야 하는데, CHF lookup table의 경우 이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K 1 =  ( 8
d eff )

n

(3.3-31)

1986 CHF table의 경우에는 deff=dhe, n=1/3이 제시되었으며, 1995 CHF 

table에서는 deff=dhy, n=1/2가 적용되었다. 수로 직경이 CHF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단순한 모형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합체에 대한 CHF 예측을 위한 지지 격

자 향 보정 인자(K3)와 가열 길이의 향을 보정하는 인자(K4)가 제시

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임의의 채널에 대한 CHF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

CHF =  CHFD= 8mm×K 1×K 3×K 4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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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F 실험 자료 평가

(가) 정방형 집합체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147 집합체 9113개 자

료)에 대하여 CHF lookup table을 HBM과 DSM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적

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하 다. CHF table을 집합체 CHF 예측에 적용할 

경우에 대하여 bundle effect를 고려하는 보정인자 K2가 제시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K2를 적용하는 대신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로 분석한 

국부 물성치를 사용하여 CHF를 평가하 다. 이 때 채널 기하 형태에 대

한 보정 인자로서 K1(diameter effect), K3(spacer grid effect) 및 

K4(heated length effect)를 적용하 다. K1은 1995 CHF table 방법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3-31) 식에 deff = dhy, n = 1/2를 대입하여 적용하

다. 실험집합체 기하형태 특성에 따라 실험 자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리하

다. 1-그룹은 비가열봉이 없는 정방형 집합체, 2-그룹은 큰 비가열봉이 

1개 있는 정방형 집합체, 3-그룹은 작은 비가열봉이 있는 정방형 집합체, 

그리고 4-그룹은 cross 형태의 실험집합체에 대한 실험 자료이다. 

HBM 방법론을 사용하여 P/M 통계량을 평가한 결과, 각 그룹 실험 자

료에 대한 P/M의 평균은 0.983∼1.024, 표준 편차는 8∼14%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DSM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 P/M의 평균 

및 표준 편차가 각각 0.966∼1.083, 25∼36%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3-45∼그림 3.3-48은 HBM으로 평가한 P/M 통계량 및 주요 열

수력 변수에 대한 변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는 ID number는 지지격자 간격과 집합체 기하 형태 특성

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수 부분은 집합체 기하형태 특성을 나타내며 소

수점 이하 숫자는 지지격자 간격(m 단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수 부분

의 의미는 1-그룹 자료는 0, 2-그룹 자료는 1, 3-그룹 자료는 2 이며, 4-

그룹 자료는 1이다. 

P/M의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HBM의 경우 저압력 조건에서 

over-prediction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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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1-그룹 자료 분석 결과(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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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2-그룹 자료 분석 결과(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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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3-그룹 자료 분석 결과(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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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4-그룹 자료 분석 결과(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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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경우에는 그림 3.3-49∼그림 3.3-52에서 보듯이 저압력 조건에서 

over-prediction 하는 경향과 함께 저유속 조건에서 data scattering이 커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석 대상 실험 자료에 대한 예측 모형의 적용성, 즉 전체 실험 자료 중 

상관식 적용 범위 내에 있는 자료의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2-그룹 실험 자료 중 P/M의 오차가 특이하게 크게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본 분석에서 제시한 P/M 통계량은 이러한 실험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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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1-그룹 자료 분석 결과(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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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2-그룹 자료 분석 결과(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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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3-그룹 자료 분석 결과(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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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축방향 균일 출력 분포 4-그룹 자료 분석 결과(DSM)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는 1995 AECL-IPPE CHF lookup 

table을 적용하여 분석하 다. CHF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균일 

출력 분포 보정 인자 개념을 도입하여 계산하 으며, HBM과 DSM을 모

두 적용하 다. 

CHF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CHFΝ =  
CHFEU
FNU

(3.3-33)

CHFEU를 계산하기 위하여 축방향 균일 분포 실험 자료 분석에 적용되

었던 보정 인자 K1, K3  및 K4  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 압

력에 대한 보정 인자 KP를 도입하 다.

KP = 0.135⋅exp (2×P
0.05
r ) (3.3-34)

이 인자는 균일 출력 분포 실험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압력에 대한 

P/M 예측 경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며, 위 식에서 Pr은 

reduced pressure (=P/Pcrit)을 의미한다. 따라서 CHFEU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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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다.

CHFEU =  CHFD= 8mm×K 1×K 3×K 4×KP (3.3-35)

비균일 출력 분포 보정 인자는 FNU로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Tong

의 F-factor[3.3-43]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Tong F-factor는 (3.3-28) 및 

(3.3-29)식에 제시되어 있다. 

CHF table 방법론에 제시되어 있는 Groeneveld의 보정 인자[3.3-60]는 

아래와 같다.

FNU =  
C

q'' local⋅(ZCHF- ZBoil)
⌠
⌡

ZCHF

ZBoil
q''(z)dz (3.3-36)

이론적 DNB 모델로부터 개발된 보정 인자 모델[3.3-61]도 적용하여 예

측 성능을 비교하 다. 

이론적 모델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FNU =  

A 1⋅C
⌠
⌡

ZCHF

ZOSV
q''(z)e

-C⋅( ZCHF- z )dz

q'' local⋅[3.4-1 - e
-C⋅(ZCHF- ZOSV)]

, (3.3-37)

C =  A 2
G 3

G 2⋅δ b Z= ZCHF
(3.3-38)

이며, 각 변수들에 대한 상세한 표현식은 참고문헌 [3.3-61]에 기술되어 

있다.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자료도 균일 출력 분포 자료와 마찬가지로 4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각 그룹에 대하여 실험 집합체 별 P/M 통계량을 

분석하 다. 

실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FNU  보정 인자는 전반적으로 CHFEU를 낮

추는 역할을 하는데, HBM을 적용하는 경우 5∼10%, DSM을 적용하는 경

우는 10∼20% 정도 P/M 평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방향 출

력 분포가 균일한 경우에는 CHF table로 예측한 P/M 평균치가 1 근처의 

값으로 평가되었으나, 비균일 분포의 경우 FNU 보정 인자를 적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도 2-그룹 및 3-그룹의 P/M 평균치는 1 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보정 인자 KP를 적용하지 않고 K1, K3 및 K4 만을 적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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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면 P/M의 평균이 HBM에서는 약 2%, DSM에서는 약 5%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비균일 출력 분포 보정 인자 모델을 비교한 결과 Groeneveld의 

보정 인자가 가장 보수적이며,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Hwang의 

보정 인자가 가장 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

이는 P/M의 평균을 비교하 을 때 HBM 및 DSM에 대하여 각각 1.1% 

및 3.5%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Tong의 F-factor로 계산되는 P/M은 위의 

두 모델로 예측한 값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비정방형 집합체

7-봉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CHF 상

관식을 개발하고 예측 성능을 평가하 다. 

CHF 상관식은 상관식 변수의 특성에 따라 입구조건 상관식 및 국부조

건 상관식으로 대략 구분할 수 있다. 입구조건 상관식은 CHF 발생 위치

와 무관하게 집합체 입구에서의 유동장 조건과 CHF 간에 어떤 고유한 관

계가 있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집합체 입구에서의 유동장 

조건, 즉 입구 온도나 유속 등은 실험 수행 중 비교적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CHF는 일반적으로 입구온도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입구 유동 조건과 CHF 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CHF는 국부적인 현상이므로 입구조건 상관식은 실험집

합체의 평균적인 물성치와 국부 조건간의 관계를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실험집합체의 단면 형태나 물성치 분포가 비교적 균일한 

경우에는 입구조건 상관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들의 비균일도

가 큰 경우에는 그만큼 정확한 입구조건 상관식을 얻기 어려워진다. 특히 

과도 상태와 같이 입구 조건과 국부 조건간에 특정 시점에서 일대일 대응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입구조건 상관식을 적용할 수 없다. 기

존 경수로에서 입구조건 상관식은 BWR 노심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

는 BWR 연료 집합체가 채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합체간의 상호 작용

이 없다는 점과, 항상 비등이 발생하는 집합체 출구에서 부수로 단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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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물성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열수력장 해석 코드

의 확보가 어려운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국부조건 상관식은 CHF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 물성치 계

산이 필요하며, CHF와 국부 물성치간의 비선형적 관계로 인하여 입구조

건 상관식에 비해 상관식 형태가 복잡하고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

나 과도 상태 해석이나 PWR 노심과 같이 개방된 연료 집합체간에 열수

력적 상호 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규모의 실험집합체를 통하여 실

제 노심 조건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노심 분석

에 적용할 열수력장 코드를 통하여 집합체 혹은 부수로간의 열수력적 상

호작용을 모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국부조건 상관식을 개발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SSF 연료 집합체에 대한 부수로 해석은 현재로서는 상당

한 불확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코드 불확실도는 최종적으로 노심 

CHF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7-봉 실험집합체는 모두 가열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TS-7을 제외한 

모든 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가 균일하여 실험집합체 단면 평균 물

성치가 국부 물성치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7-봉 실험집

합체는 비가열 벽면 효과가 부수로 내의 국부적인 CHF 현상에 상당한 

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국부조건 상관식 개발에 사용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는 부수로 단면에 대한 평균 물성치가 동일하더라

도 비가열 벽면 존재 여부에 따라 CHF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적인 CHF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연료집합체와 유사한 국부 

CHF 특성을 얻기 위하여 최소한 19 봉 이상의 가열봉으로 구성된 실험집

합체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7-봉 실험집합체 자

료는 입구조건 상관식 개발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그리고 7-봉 집합체

의 특성에 따라 실험집합체 출구에서의 평균 물성치가 국부 물성치와 비

슷하므로, 집합체 출구 평균 물성치를 사용한 출구조건 상관식을 개발하여 

국부조건 상관식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 다.

7-봉 집합체 실험에서는 세 종류의 축 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축 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가 CHF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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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 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보정 방법론에 대하여 IPPE는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험자료의 극히 일부에만 적용하여 평가

하 다. CHF 발생 위치에서의 유동장 조건뿐만 아니라 집합체 형태도 출

력분포 보정 인자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여러 가지 출력 분포 

보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반경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를 갖는 TS-7 실험집합체에서 집합체 중심 

가열봉의 출력은 나머지 6 봉의 평균 출력보다 약 43% 정도 크다. 이 실

험 자료는 집합체 내에서의 열혼합 효과가 CHF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위한 것으로서, TS-7 집합체의 임계 출력은 동일한 조건의 균일 출력 

분포 실험집합체(TS-1) 임계 출력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 그러나 IPPE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저 유속 조건을 포함한 일부 실험 조건에서 TS-7의 임

계 출력이 TS-1의 임계출력보다 큰 경우가 나타나는데 IPPE는 이에 대

하여 현재까지는 신뢰할만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험 자료에 나타

나는 실험 집합체 입구 물성치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집합체 출구 건도를 

평가해 보면 실험 집합체에서의 열손실량 만큼 실제 조건과 차이를 나타

낸다. 이러한 열손실 효과는 상관식의 CHF 예측 특성에 향을 주므로 

상관식 개발시 이러한 열손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KAERI 입구 조건 상관식은 EPRI-1 CHF 상관식 형태로부터 개발되었

다. 상관식 계수는 유속이 300 kg/m2/s 이상인 388개 실험 자료를 사용하

여 최적화하 다. 저 유속 조건에서는 "complete evaporation", 즉 q'' evap에 

의해 CHF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로부터 저 유속 조건에서

의 CHF는 CHF 상관식으로 평가된 값과 q'' evap  중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그림 3.3-53에서 보듯이 KAERI 입구조건 상관식의 CHF 예측 경향은 

실험 자료와 대체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유속 조건에서는 주로 q'' evap에 의해 CHF 가 발생하므로 질량 유속

이 100 kg/m2/s 인 조건에서 임계 건도는 1 이다. KAERI 입구조건 상관

식은 모든 질량 유속 조건에서 항상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저 유속 조

건에서 P/M 분산이 고 유속 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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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 자료 자체의 불확실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저 유속 조건에

서의 CHF 발생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 

균일 출력 분포 CHF 실험 자료에 대하여 KAERI 입구조건 상관식의 

P/M 평균은 0.995, 표준편차는 0.062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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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SSF 집합체에 대한 KAERI 입구조건 상관식 예측 성능

KAERI 국부조건 상관식은 고유속 및 저 유속 조건에 대한 두 개의 수

식으로 구성되며, 저 유속과 고유속의 경계 역에서는 선형 내삽(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적용하 다. 

그림 3.3-54는 KAERI 국부조건 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보인 것인데, 전

체 496개 실험 자료에 대하여 P/M의 평균은 1.002, 표준 편차는 0.158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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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 열수력 설계 해석

SMART 노심 열수력 설계 기준 평가를 위하여 적용한 열수력 설

계 코드 체계는 그림 3.3-56에 제시하 다. 노심 내의 열수력장 분포 및 

최소 DNBR 계산과 같은 열적 해석은 부수로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MATRA 코드로 수행하며, 노심 압력 손실 및 집합체 양력 평가를 위한 

수력적 해석은 DIWAN 코드[3.3-62]로 수행하 다. MATRA 코드로부터 

DNBR 신속 계산 모델을 개발하여 사고 해석 및 노심 보호 감시 계통 설

계에 적용하 다[3.3-33]. 

그림 3.3-56  SMART 노심 열수력 설계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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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수력 설계 기본 자료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 및 타 설계 분야에 제공하기 위한 노

심 열수력 설계 기본 자료를 생산하 으며, 중요한 설계 자료는 표 3.3-6

에 제시하 다[3.3-63]. 

표 3.3-6  열수력 설계 기본 자료

원자로 변수 SMART

노심 총출력, MWth
평균 연료봉 에너지 저장비
1차 계통 압력, bar
원자로 입구 냉각재 온도, ℃
원자로 출구 냉각재 온도, ℃
노심 출구 평균 냉각재 온도, ℃
노심 평균 엔탈피 상승, kJ/kg
1차 계통 설계 최소 유량, kg/s
노심 설계 최대 우회 유량
(설계최소유량에 대한 %)
노심 설계 최소 유량, kg/s

330
0.981
150
270
310
311.7
221
1475
4.0

1416

부수로 수력 직경, mm
노심 유로 면적, m2 
노심 평균 질량 유속, kg/m2/s
노심 평균 냉각재 유속, m/s
노심 평균 연료봉 열속, kW/m2 
총 열전달 면적, m2 
핵연료봉 평균 선출력 생성율, W/cm
핵연료봉 수
가열봉 수 (핵연료봉 포함)

11.1
1.40
1010
1.35
394.1
821.3
119.8
13468
13760

출력 분포 인자(노심 최소 DNBR 계산):
  반경방향 출력 첨두치
  축방향 출력 첨두치
  공학적 출력 첨두 인자
  공학적 엔탈피 상승 인자
최소 DNBR 발생 수로 특성:
  출구 온도, ℃
  출구 엔탈피, kJ/kg
  정격 상태 최소 DNBR (SR-1 상관식)

1.72
1.29
1.03
1.03

338
1576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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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노심 핵연료 집합체는 5개의 간격 격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3.3-64]. 열적 여유도 확보를 위하여 3개의 Zircaloy 간격 격자에 혼합 날

개를 부착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에 대한 압력 강하 및 수력 하중을 

평가하 다. 혼합날개 후보 모형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복합 유동 혼합기의 

압력 손실 계수는 ZETBERA 코드로 계산하 다[3.3-65]. 정상 운전 조건

에서 평가된 핵연료 집합체 각 부품별 압력 손실 계수는 표 3.3-7에 제시

하 다. 

표 3.3-7  핵연료 집합체 압력 손실 계수

집합체 부품 압력 손실 계수

Bottom nozzle

1st grid

Inner grids

(1 inner grid)

Last grid

Top nozzle

Friction

1.87

0.91

4.44

(1.48)

0.90

1.11

3.78

Total 13.01

핵연료 집합체의 설계 수력 양력은 냉각재 20℃ 등온 조건에서 계산하

으며, 노심 입구 유량의 비균일 분포, 유량 재분포, 계산 불확실도 및 보

수성이 고려되었다. 양력 계산에 사용된 기계 설계 유량은 최적 유량의 

120%로 가정하 으며, 기존 상용로 설계 자료를 참조하여 입구유량 첨두 

인자는 1.1, 유량 재분포 인자는 0.88, 계산 불확실도는 1.1078, 그리고 보

수성 인자는 1.03을 적용하 다. 

분석 결과 집합체 수력 양력은 1.24 kN으로 평가되어 이는 기존 상용 

원자로심 수력 양력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합

체 상부 스프링 설계에 충분한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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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상태 열적 여유도 평가

SMART 노심은 15% 이상의 운전 여유도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었

다. SR-1 CHF 상관식과 통계적 DNB 설계 방법론을 통하여 설정된 설계 

한계 DNBR을 바탕으로 SMART 노심의 정상상태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

다. 

SR-1 CHF 상관식의 기본 형태는 축방향 출력 분포가 균일하며 혼합 

날개가 부착된 정방형 집합체들에 대한 1255개의 CH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되었으며, 저유속 조건에 대한 382개의 CHF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저유속 보정인자를 개발하 다. 

SMART 노심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질량 유속이 1500 kg/m2/s 이하인 

706개 실험 자료에 대한 P/M 통계량 분석 결과 SR-1 상관식의 한계 

DNBR은 1.34로 평가되었다. 

그림 3.3-57  SMART 노심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DNB 설계 방법론을 통하여 설계 변수들의 불확실도가 DNBR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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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3.3-66], SMART 노심에는 웨스팅하우스

의 ITDP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 한계 DNBR을 1.41로 설정하 다. 열적 

여유도 최적 평가를 위하여 열수력 설계 출력 분포 대신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한 연소도별 출력 분포를 사용하 다. 

노심 감시 계통의 불확실도가 기존 경수로 설계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반경방향 출력 첨두치 변화에 따른 열적 여유도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3.3-57에 제시하 으며[3.3-67], 이로부터 집합체 간격 격자에 혼합 

날개를 부착하고 반경방향 봉출력 첨두치가 1.72보다 작은 경우에 운전 여

유도 15%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어봉 이탈 사고 DNB 해석 

(1) DNB 해석을 위한 사고해석 입력 자료

ANS condition IV로 분류되는 제어봉 이탈(CEA ejection) 사

고가 발생하면 소결체 용융이나 DNB 등의 요인에 의해 핵연료가 파손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사고로 인한 핵연료 

파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핵연료 파손율은 원자로 안전성 평가에 사

용되는 주요 입력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기본 설계 노심에 대한 제어봉 이탈 사고 시 

DNB 파손율 해석 방법론을 정비하고 파손율을 평가하 다. 제어봉 이탈

사고시 DNBR 해석 방법론은 참고 문헌 [3.3-68]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DNBR 분석 조건은 동특성 코드를 사용한 DNBR 예비 평가 결과로부터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주기말 전출력 조건으로 선정하 다. 

DNBR 분석에 필요한, 사고 중 노심 평균 출력 변화는 그림 3.3-58, 사

고 중 반경방향 집합체 출력 변화는 그림 3.3-59, 그리고 축방향 출력 분

포는 주기말 전출력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림 3.3-60과 같은 형태를 적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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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제어봉 이탈사고시 노심 및 집합체 출력 변화

그림 3.3-59  제어봉 이탈사고시 반경 방향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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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제어봉 이탈사고 DNB 해석에 적용된 축방향 출력 분포

사고 해석 초기 조건은 LCO 조건에서 결정된다. SMART 노심의 

ROPM(Required Over-Power Margin)으로서 기존 경수로 설계를 참조하

여 118%를 적용한 경우 DNB로 인한 핵연료 파손율이 설계 제한치를 위

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69], DNB 파손율을 줄이기 위하여 ROPM

을 125%로 가정하 다. 기존 CE 방법론에 의하면 fast-trip MDNBR의 

경우 질량 유속(전출력 조건)이나 노심 평균 열속( 출력 조건)에 대한 제

한치를 탐색하여 사고해석 초기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온도나 

압력 등 다른 조건들은 LCO 범위에서 DNBR에 나쁜 향을 미치는 방향

으로 설정한다. SMART 노심의 경우 정상 운전 질량 유속 조건이 매우 

낮은 상태라서 질량 유속만으로는 LCO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질량 유속은 저유속 정지 설정치인 정상 유속의 80%에 고정시키고 열출

력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LCO 조건을 선정하 다. 

정상상태 노심 최소 DNBR은 SR-1 CHF 상관식과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로 수행되었으며, 1/8 노심에 대한 21-채널 모형이 적용되었다. 

21-채널 노심 최소 DNBR 분석 모델 및 분석에 적용된 열수력 설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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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그림 3.3-27에 제시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 반경방향 봉출력 첨두

치(Fr)는 1.304를 적용하 다. 이는 주기말 전출력 운전 조건에서의 총 출

력 첨두치 (Fq=1.729)와 축방향 출력 첨두치 (Fz=1.3253)로부터 평가된 것

으로서, 실제로 Fr이 최대인 지점과 Fq가 최대인 지점, 그리고 DNB 분석

용 축방향 출력 분포가 발생하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계산의 보수성을 

위하여 최대 Fq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Fr도 최대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표 3.3-8  제어봉 이탈사고 DNBR 해석에 사용된 주요 설계입력 자료

Parameter Value

압력, bar
노심 입구 온도, ℃
노심 유효 질량 유속, kg/m2/s
노심 평균 열속, kW/m2 
감속재 열 생산 비율
고온집합체 입구 유속 감소율

150
270
1010
401.8
1.9%
5%

CHF 상관식
상관식 한계 DNBR
핵연료 집합체 지지격자 혼합날개
TDC
지지격자 압력 손실 계수(상하단/중간)
미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SR-1
1.34
있음
0.038
0.85/1.15
없음

Chexal-Lellouch 모델

LCO 조건
압력, bar
노심 입구 온도, ℃
노심 유효 질량 유속, kg/m2/s
노심 평균 열속, kW/m2 

130
278
808
499

소결체 열전도도, kW/m/℃
소결체 specific heat, kJ/kg/℃
소결체 도, kg/m3 
소결체 직경, mm
피복관 열전도도, kW/m/℃
피복관 specific heat, kJ/kg/℃
피복관 도, kg/m3 
피복관 두께, mm
Gap conductance, kW/m2/℃

0.006
0.300
10400
8.05
0.0162
0.318
6600
0.6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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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은 열출력 탐색 계산에 사용된 운전 조건 및 열수력장 해석 모

델을 정리한 것이다. 핵연료 집합체에는 혼합 날개가 부착된 것으로 가정

하여 SR-1 CHF 상관식에 적용하 다. MATRA 코드 입력 자료 생산에 

필요한 기본 설계 자료는 참고문헌 [3.3-63]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 결과 

열출력이 정격 출력의 156.8%에 이르면 노심 최소 DNBR이 한계 DNBR

인 1.34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5%의 ROPM을 제하여 사

고 해석 초기 조건(LCO)은 정격 출력의 125.4%로 결정되었다.

(2) 최소 DNBR 해석

그림 3.3-59에 제시된 집합체 출력 변화 자료로부터 LTC 

(Limiting Transient Curve) 형태는 그림 3.3-61과 같이 선정하 다. 

그림 3.3-61  DNB 해석에 적용된 LTC 형태

LTC는 사고시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 F(t)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집

합체 출력 변화 자료로부터 t1=0.03, t2=0.08, t3=1.67 초로 선정하 다. 그

리고 S2 절대치의 최대값은 0.097로 평가되었다. 이로부터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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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e-Fpost 조합에 대한 집합체 출력 첨두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LTC

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MATRA 코드에서는 출력의 3차원적 변화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과도 

상태 DNBR 분석은 독립적인 고온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하 다. 고온 집

합체 내의 봉별 출력 분포는 21-채널 노심 분석 모델과 마찬가지로 열수

력 설계 출력 분포를 적용하 으며, DNBR 분석은 1/8 대칭성을 고려한 

45-채널 모형에 대하여 과도상태 DNBR 분석을 수행하 다. 21-채널 노

심 해석 모델에 대한 45-채널 고온집합체 해석 모델의 보수성은 참고문헌 

[3.3-69]에서 보 다. 

노심 핵적 출력은 사고 발생 후 0.08초에서 최대값을 갖으며, 1.66초에서 

원자로가 정지된다. 이를 고려하여 DNBR 분석은 0∼2초 구간에서 0.01초 

간격으로 수행하 다. 핵연료 물성치와 gap conductance는 표 3.3-8에 제

시한 바와 같이 DNBR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하 다. 사고에 따른 고

온 집합체 출력 변화는 LTC로 계산되는 출력 첨두치 변화와 노심 출력 

변화를 곱하여 계산한다. SMART 노심의 pin census 자료로부터 Fpre는 

0.2∼1.4, Fpost는 0.2∼1.6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료

봉의 Fpre-Fpost에 대하여 DNBR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계

산 시간을 요구하므로, 모든 pin census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Fpre-Fpost 

조합을 미리 선정하여 DNBR 계산을 수행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3.3-9

에 정리하 다. 

표 3.3-9  Fpre-Fpost 조합 및 최소 DNBR 

집합체 Fpre

0.2 0.6 1.0 1.2 1.4

집합체

Fpost

0.2 10.08 4.17 2.37

0.6 4.79 3.29 2.20 1.86

1.0 3.07 2.29 1.84 1.55 1.28

1.2 1.98 1.48 1.35 1.13

1.4 1.68 1.23 1.06 0.98

1.6 1.40 1.03 0.9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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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B 파손율 평가

(가) 결정론적 방법

결정론적 방법으로 DNB 파손율을 평가하는 경우, 연료봉

의 최소 DNBR이 한계 DNBR 보다 같거나 작으면 모두 파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소 DNBR이 한계 DNBR과 같아지는 

Fpre-Fpost 한계선(DNB envelope)을 구하고, 이를 pin census 자료와 비

교하여 DNB 파손율을 평가하 다. 표 3.3-9에 제시한 DNBR 계산 결과로

부터 DNB envelope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F post, limit =  1.822 - 0.51×Fpre (3.3-39)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Pin-census 자료로부터 임의의 Fpre에 대한 Fpost 

값이 Fpost,limit 보다 크면 그 연료봉은 DNB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판단한

다. 이에 따라 DNB 파손율을 평가한 결과 3860개의 연료봉이 파손되어 

28.1%의 DNB 파손율을 나타내었다.

(나) 확률론적 방법

확률론적 방법에서는 모든 핵연료 봉에 대하여 DNB 발생

에 대한 기대치를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핵연료 봉에 대한 사고 중 

최소 DNBR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DNB 발생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실제

로 모든 연료봉에 대하여 사고 진행에 따른 DNBR 변화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한 Fpre-Fpost 조합에 대하여 

표 3.3-9와 같이 DNBR을 계산한 후 interpo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pin 

census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연료봉에 대한 최소 DNBR을 계산하 다. 

임의의 DNBR 값에 대한 DNB 발생 확률은 DNB 발생 확률 도 함수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 확률 도 함수는 CHF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P/M의 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 SR-1 상관식의 경우 저유속 

조건에 해당하는 706개 실험 자료에 대한 P/M 평균 및 표준 편차가 각각 

1.040 및 0.138로 평가되었으며, 이로부터 95/95 tolerance limit은 1.331로 

계산되어 SR-1 CHF 상관식의 한계 DNBR을 1.34로 결정하 다. 이는 

P/M, 즉 DNBR이 1.34일 때 DNB 발생 확률이 95% 신뢰도로서 5%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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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 자료로부터 P/M 모집단의 확률 도 함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률 도 함수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Monte-Carlo 방법론 등을 통해 확률 도를 평가할 수 있다. SR-1 상관

식의 경우 P/M 분포는 정규분포보다 약간 중심에 치우친 분포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3.3-42]. 이로부터 본 분석에서는 P/M 모집단의 분포가 정

규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는 DNB 발생 확률을 약간 보수적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non-parametric tolerance limit 을 정규

분포에 따른 one-sided tolerance limit과 일치시키는 경우 확률 도 함수

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규분포로 가

정한 P/M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추정하 다. 

유의수준 5%로 추정한 결과 모평균은 1.049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모 

표준 편차는 0.177로 계산되었다. 이를 적용하여 DNB 발생확률을 계산한 

결과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DNB 파손율은 그림 3.3-62에서 보듯이 4.1%

로 평가되었다.

0.001

0.01

0.1

1

Fr
ac

tio
n 

of
 to

ta
l r

od
s

0.8 1 1.2 1.4 1.6 1.8 2 2.2 2.4
DNBR

cumulative line of total rods

cumulative line of failed rods

Probabilistic calculations

그림 3.3-62  제어봉 이탈사고시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DNB 파손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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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을 위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

를 도입하 다. MATRA 코드는 COBRA-IV-I 코드에 근거하여 KAERI

에서 개발한 코드로서, SMART 노심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코드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열수력 모형을 추가하 다. 여러 가지 운전 

조건에서 기존 부수로 해석 코드의 수치적 성능을 비교 평가하 으며, 저

유속 고건도 조건에서 나타나는 수치적 불안정성이 기존 부수로 해석 코

드의 공통적인 문제점임을 확인하 다. 동일 체적 교환 및 기포 이동을 고

려한 난류 혼합 모델을 개발하여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코드의 예측 정확

도를 향상시켰다. 집합체 내의 유동 및 온도 분포 실험 자료를 평가하여 

MATRA 코드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 다.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 대한 

SMART 노심 고온 부수로 해석을 위하여 최적 lumping 모델을 개발하

다.

(2) 기존 정방형 집합체 CHF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SMART 노심 

DNBR 해석을 위한 국부조건 CHF 상관식 SR-1을 개발하 다. 국부 열수

력장은 MATRA 코드로 분석하 으며, 저유속 조건에 대한 보정 인자를 

개발하 다. G<1500 kg/m2/s 이하인 저유속 조건에서 한계 DNBR은 1.34

로 평가되었다. 정방형 봉 배열을 갖는 집합체에 대한 CHF Data Base를 

구축하 다. 집합체 크기가 4x4 이상인 176 종류 실험 집합체에 대한 

10725개 실험 자료가 수집되었다.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를 사용하여 

실험 집합체에 대한 국부 열수력장을 분석하 다. 이를 사용하여 여러 가

지 CHF 예측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 입구조건 상관식이나 

HBM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P/M의 표준 편차는 약 10∼15% 정도, 그리

고 국부조건 상관식을 DSM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0∼

30% 정도로 나타났다. P/M 통계량과 예측 모형의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CHF lookup table 방법론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 으며, 지지 격자 등 

집합체 기하 형태나 압력 등에 대한 보정 함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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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기본 설계 노심에 대한 열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 다. 

정상 상태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봉출력 첨두치가 1.72 이하이고 혼합 날

개가 부착된 지지격자를 적용할 경우 운전 여유도 15%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제어봉 이탈 사고에 대한 

DNBR 해석 방법론을 정비하 으며, ROPM을 125%로 가정하고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4.1%가 DNB로 인해 파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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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 설계

1. 핵 계측기

SMART 노심 보호/감시를 위한 중성자속 측정은 노외 계측기 및 

노내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본 절에서는 SMART 노심 보호 및 감

시를 위한 노외계측기 및 노내계측기의 설치 위치, 수량 등에 관하여 기술

하고 있다. 

가. 노외계측기

SMART 노외 중성자속 계측기는 모든 출력준위의 중성자속을 계

속 감시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노심 밖에 설치한다. 노외계측기는 격납건물

과 보조건물 내에 위치한 신호처리장비들과 함께 노외중성자속 측정계통

을 구성한다. 노외 중성자속 계측기의 요건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SMART 노외계측기 요건

요건 내용

노외계측기 종류 

Flexible Fission Chamber

노심보호용 계측기 : 4개

제어용 계측기 : 2개

선원 역 계측기 : 2개

노외계측기 위치 

노심보호용 계측기 : 각도 36, 126, 216, 306에 위치

제어용 계측기 : 각도 54, 234에 위치

선원 역 계측기 : 각도 144, 324에 위치

노심 중심에서 계측기

안내관 중심까지 거리
1154.5 mm

계측기 안내관 지름 50.0 mm

노외계측기의

측정 범위

(%전출력)

노심보호용 계측기 : 1.0E-08∼150 

제어용 계측기 : 1.0E-06∼150

선원 역 계측기 : 1.0E-08∼1.0E-03

* 단 제어용 계측기와 선원 역 계측기 통합 경우 :

       1.0E-08∼150

계측기 설치 위치의

Neutron Leakage

Profile

전체 중성자속 선속분포 : 그림 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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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노외계측기는 전 운전 역에서 노심의 중성자속을 측정 감시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림 3.4-1에 제시된 전체 중성자속 선속 

분포에 따라 모든 운전 역에서 충분한 감도의 중성자속 측정이 가능하도

록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하 다. 또한, 최저 중성자속을 내는 경우, 즉 초

기노심, 저온 출력 상태에서 모든 제어봉들이 삽입된 상태에서 중성자원

에 의한 노외계측기 위치에서 중성자속 크기를 평가하 다(그림 3.4-2).

그림 3.4-1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노외중성자속 계측기는 모두 핵분열함을 사용하며, 노심보호용 계측기 4

개, 선원 역 계측기 2개, 제어용 계측기 2개 도합 8개가 설치된다.[선원

역 계측기와 제어용 계측기는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노외 계측

기수는 6개로 설정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기술하

다.] 

노외계측기 안내관의 지름은 5.0 cm이며 노심 중심에서 계측기 안내관 

중심까지 거리는 115.45 cm로 각도 36o, 54o, 126o, 144o, 216o, 234o, 306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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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o에 위치하며 노심 내부 배럴에 접하고 있다(그림 3.4-3). 노외계측기는 

축방향으로 3개가 설치되며 축방향 크기는 50.0 cm이다(그림 3.4-4). 축방

향 위치는 활동 역 노심의 상하부로부터 각각 15.0cm 떨어져 설치되며 

계측기와 계측기의 간격은 10.0 cm이다. 선원 역 계측기와 제어용 계측

기는 150.0 cm의 크기로 노심 축방향으로 중앙에 위치한다.

그림 3.4-2  노외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른 단위 선원당 중성자속

중성자속은 선원 역에서 전출력 운전 역까지 감시되며, 그 신호출력은 

원자로보호 및 정보표시를 위해 제공된다. 안전을 위한 원자로보호 및 정

보 표시를 위하여 4개의 안전등급 계측용 채널이 있다. 4개의 안전채널들

은 기동시 중성자속 준위인 약 1.0E-08%에서 정격출력의 150% (10 디케

이드)까지의 단일 역에서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한다. 각 안전채널용 계

측기집합체는 원자로 노심을 따라서 3개의 동일한 핵분열함을 수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출력운전시에 축방향 출력분포형

상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채널들은 원자로보호계통의 핵비등이탈률, 선출

력 도, 과출력보호 및 출력 변화율 표시기에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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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반경방향 노외계측기 위치

그림 3.4-4  축방향 노외계측기 위치



- 224 -

2개의 기동채널들은 운전원에게 정격출력의 1.0E-08%∼1.0E-03% 범위

인 선원 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장기간 원자로 정지

중, 초기 원자로 기동시, 장기간 원자로 정지후 및 원자로 핵연료 재장전

후 기동시에 사용된다. 각 채널은 이중으로 구분(dual section)된 핵분열함

으로 구성된다. 이 채널들은 판독용 정보 및 가청계수율 정보를 제공하지

만 직접적인 제어나 보호기능은 갖지 않는다. 2개의 제어채널들은 1.0E-06 

%에서 150%까지의 출력 운전 역에서의 중성자속 정보를 원자로제어계

통에 제공한다. 만약 제어채널과 기동채널을 통합하는 경우는 기동 및 제

어용 통합 채널의 측정 범위는 정격출력의 1.0E-08%∼150%가 된다. 제어

채널들은 안전채널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나. 노내계측기

노내계측기는 노심 출력분포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절에

서는 SMART 노내계측기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등 노내계측기 특성에 대

하여 기술한다. SMART에서는 노심내 특정 채널에 설치하는 고정형 노내

계측기를 사용하며, 아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00% 출력에서 여러 운전조건 동안 전체적인 출력분포 결정,

․각 핵연료집합체에서의 연료연소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노심내에서의 열적여유도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고정형 노내계측기는 수평 및 수직방향의 출력분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외중성자속 계측기의 교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SMART 노심의 노내계측기는 로듐 중성자계측기를 사용한다. 각 위치

에 5개의 자기전원공급형(Self-Powered) 로듐 계측기를 갖는 21개의 노내

계측기집합체(그림 3.4-5)가 있다. 21개의 집합체는 원자로 노심내에 방위

각 출력 편차 계산을 위한 4겹 대칭 그룹과 쌍을 이룬 2겹 대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3.4-2) 전 노심의 출력 분포를 감시하기 위해 노심의 

각 사분면에 균등하게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표 3.4-3) 다섯 개의 계

측기는 10%, 30%, 50%, 70%, 90% 등의 서로 다른 노심 높이에 수직적으

로 분포된다. 이것은 노심의 대표적인 3차원 중성자속분포의 측정을 가능

하게 해준다. 노내계측기로부터 나온 신호는 발전소감시계통으로 전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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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전소감시계통에서 이 신호는 등가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발전

소감시계통은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연방사선, 베타붕괴

지연 및 로듐 감손 보상을 수행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림 3.4-5  노내 중성자 계측기집합체의 위치

표 3.4-2  노심 감시계통의 방위각 출력 편차 그룹

그룹

계측기 번호

참고사항쌍 쌍

1 2 3 4

1 2 20 6 16
4겹 대칭 

그룹

2 1 21 9 13 쌍을 이룬 

2겹 대칭 

그룹

3 3 19 8 14

4 4 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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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노내 고정계측기의 노심 사분면 분포

사분면 번호

공통 1 2 3 4

사분면에 

속한 계측기 

번호

11
12, 13, 8,

6, 5

1, 2, 3,

4, 7

9, 10, 14,

16, 17

15, 18, 19,

20, 21

계측기 총 

개수
1 5 5 5 5

자가발전형 로듐 중성자계측기는 Rh-103의 (n,r) 반응에서 생긴 자핵 

Rh-104의 베타붕괴를 이용한 것으로 Rh-103의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중

성자 흡수 단면적은 그림 3.4-6과 같고 그 붕괴과정은 표 3.4-4와 같다.

그림 3.4-6  Rh-103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ENDF-B/6 자료)

중성자방사화는 계측기가 위치한 구역에서의 중성자속에 비례한다. 

그림 3.4-7은 로듐 핵계측기의 신호발생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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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을 보면 epithermal 역의 중성자를 흡수한 Rh-103이 Rh-104로 또

는 Rh-104m으로 변환되었다가 베타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전자가 계측기

의 Inconel-Sheath에 수집되어 전류를 발생한다. 이 전류를 Rh-104와 

Rh-104m의 반감기등 향을 고려하여 보상한 뒤 계측기의 신호로 재구성

되며 이 보상된 계측기 신호가 출력으로 변환된다.

표 3.4-4  로듐의 붕괴 과정

붕괴 과정 반감기

Rh-104의

베타붕괴(92%)

Rh-103 + n1 →  Rh-104

          →  Pd-104 + e-
42(sec)

Rh-104m의

2단계 붕괴(8%)

Rh-103 + n1  →  Rh-104m 

          →  Rh-104 

          →  Pd-104 + e-

4.4(min)

neutron

*Inconel 
Wire

Signal 

Volts R

Inconel Sheath
Al2O3

Rhodium

e-

I=Current

Signal(V)=I(Amp) x R(Ohms)

I(Amp)=Rhodium Reaction Rate x Beta Escape Probability

그림 3.4-7  로듐 핵계측기의 신호 발생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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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감시 계통

SMART 노심은 제어봉이 항상 삽입된 상태로 운전되므로 평면별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상용 대형 원자로와 

같은 노심 출력 감시 방법은 지나친 보수성으로 운전여유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모든 제어봉 삽입 형태에 따른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주기말까지 노심의 운전 이력을 정

확히 예측하여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노심의 운

전 이력을 반 할 수 없어 노심 감시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SMART의 노심감시계통에서는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3.4-1]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여 3차원 노심 감시 출력분포와 노심 첨

두 출력값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가. 기능설계

SCOMS는 공정변수들을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운전제한치를 감시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출력 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azimuthal tilt),

․축방향 출력편차 (axial shape index).

노심감시계통은 노내계측기의 신호와 선출력 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속적으로 계

산하여 계산 값을 해당 운전제한치와 비교한다. 만약 어느 계산값이라도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면, 노심감시계통 경보가 발생하고 운전원은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LSSS), 노심출력운전제한치, 축방향 출력편차, 사분 

출력 경사비 운전제한치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해진

다.[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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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예상운전과도사건(AOO)의 결과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

는다.

․가상사고의 결과는 예상치 이내이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정해진 안전계통제한치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지만, 노심감시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또는 가상사고 동안 

직접적인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안전을 위

해서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운전중 원자로 노심 상태가 안전해석 그

리고 저 핵비등이탈률(DNBR) 및 고 선출력 도(LPD) 운전정지 설계시 

가정한 초기조건보다 나쁘게 되지 않도록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한다. 노

심감시계통은 원자로 노심 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운전원이 규정된 

운전제한조건의 범위내에 노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값의 지시와 경

보를 제공한다.

SCOMS의 기능별 개략도를 그림 3.4-8에 나타내었다. 

Sensor

Validity

Checks

In-core Flux

CEA Position 

RCS Pressure

RCP Speed

Core Outlet Temp.

Core Inlet Temp.

Feedwater Flow Delta P

Feedwater Temp.

Feedwater Pressure

SG Pressure

Secondary
Calorimetric Power

Core Delta T
Power

RCS Flows

Core Power
Distribution
and AO

Azimuthal Tilt

Comparison

Core Power Limit
based on LHR

Core Power Limit
based on DNBR

Selection of
Core Power Limit

Licensed Power LimitAudible Alarm

Alarm/Display

Core Power

Audible Alarm

그림 3.4-8  SCOMS 기능 흐름 개략도

SMART 노심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SCOMS의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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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계측 신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알고리즘 (Block A)이며 두 번째는 노심 출력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 

그룹 (Blocks C, D, E, F, G, I)이다. 세 번째 그룹은 노심 출력 분포를 계

산하는 알고리즘 (Blocks J, M, R)으로 구성되고 네 번째는 노심 출력 제

한치를 계산하는 그룹 (Blocks T, U)이고 다섯 번째 그룹은 정상 운전 제

한치 (LCO)를 감시하기 위한 알고리즘 (Block X)이다. 알고리즘 Blocks 

A, C, D, E, G, I, X는 1초 간격으로 실행되고 Blocks F, J, M, R, T, U는 

10초 간격으로 실행된다.

알고리즘 Block A는 계측기 신호에 대한 Range Test와 유사 계측 신호

에 대한 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한 신호 범위를 벗어난 계측 인자를 

검출하고 특정한 SCOMS 입력 신호의 고장을 검사하며 한 쌍의 신호중 

한 개 신호의 고장을 구별한다. 만일 부적당한 계측 신호가 검출되면 미리 

지정된 동일한 대체 신호로 자동으로 바뀌거나, 대체 신호가 없는 경우에

는 관련 알고리즘의 실행이 일부 또는 전부 생략되고 필요시 운전원이 해

당 신호 대신 상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Block A에서의 모든 계측 

신호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 관련 알고리즘 Block들에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알고리즘 Block C는 노심 입구 온도 계측기와 계측 위치에 따른 계측 

시간 지연을 보정하여 주기 위해 동특성 보상 작업을 1초 간격으로 수행

한다. 1차원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여 동특성 보상 계산을 수행한다. 

알고리즘 Block D는 계측된 냉각수 펌프 회전 속도, 차압, 노심 입구 온

도 및 노심 압력을 이용하여 노심 체적 유량과 질량 유량을 1초 간격으로 

계산한다. 측정된 차압은 수두로 환산되고 펌프 회전 속도에 따른 보정을 

거쳐 펌프 성능 곡선에 의해 체적 유량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노심 

체적 유량과 냉각수 비체적을 이용하여 질량 유량을 계산한다. 측정된 냉

각수 펌프 회전 속도에 따라 작동중인 펌프 개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알고리즘 Block E는 노심 압력과 입출구 온도를 이용하여 1초 간격으로 

열평형 방법에 의해 노심 열출력을 계산한다. 즉, 측정 압력과 온도를 이

용하여 노심 입구와 출구의 엔탈피를 결정하고 엔탈피 변화로부터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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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예측한다. 

알고리즘 Block F는 증기발생기 급수 펌프 차압과 급수 온도 및 증기 

발생기 압력을 이용하여 10초 간격으로 2차측 열출력을 계산한다. 각 증기 

발생기로 전달된 에너지와 증기 발생기 계통으로부터 손실된 에너지 및 

계통으로 유입된 에너지의 합으로 2차측 열출력이 계산된다. 각 증기 발생

기로 전달된 에너지는 증기 엔탈피와 급수 유량에 의한 유입 엔탈피 차이

로 계산된다. 증기 발생기 계통으로부터 손실되는 열에너지는 냉각수 펌프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 가압기로부터의 열 손실 및 증기 발생기로부터의 

열 손실 등이 있다. 한편, 증기 발생기 계통으로 유입되는 열에너지는 냉

각수 펌프 입력 에너지 및 기타의 전기 장비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등이 

있다. 

알고리즘 Block G는 터빈 압력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과 터빈 압력

과의 Polynomial Fitting 방법으로 1초 간격으로 터빈 출력을 예측한다. 

Block E에서 계산된 1차측 열출력과 Block G의 터빈 출력은 Block F의 2

차측 열출력 값을 이용하여 각각 실시간으로 보정된다. 

알고리즘 Block I는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노심 출력 예측치들

을 비교하여 최종 노심 출력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정된 1차측 열출력

과 터빈 출력 중에서 높은 출력을 노심 출력으로 선택한다. Block I에서는 

선택된 노심 출력 예측치의 불확실도를 결정하여 이후 열출력 여유도의 

계산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알고리즘 Block J는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여 고정형 노내 계측기의 반

응 시간 지연을 보상한다. 주기적으로 취득된 노내 핵계측기 신호와 이전 

단계에서 동특성 보상이 이루어진 신호를 사용하여 10초 간격으로 모든 

노내 핵계측기 신호에 대해 동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알고리즘 Block M은 핵설계코드인 MASTER에서 온라인으로 생산된 

상수를 이용하여 10초 간격으로 3차원 노심 출력 분포를 합성한다. 노심 3

차원 출력분포 계산 모듈은 SCOMS의 모듈중에서 발전소 전산기로부터 

노심 상태 변수를 입력받아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를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로 계산하여 노심 감시 상수들을 생산하고, 노심 감시 상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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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계측기 측정 신호를 입력받아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하는 모

듈로 이루어진다. 즉 발전소 전산기로부터 노심 상태 변수를 읽어 노심 감

시 상수를 자동 생산하는 GENCC 모듈, MASTER 노심 설계 코드의 입

력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GENMASINP2 루틴, MASTER 코드의 노심감시 

상수 생산용 MAKECC 루틴과 노심 감시 상수와 노내계측기의 신호를 이

용하여 노심 3차원 출력분포와 각종 출력 첨두인자들을 생산하는 

THREEDPOW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9는 SCOMS의 Block M

에서 3차원 노심 출력분포를 생산하는 흐름도를 보여준다.

Core State 
Variables GENCC

GENMASINP2

MASTER

(SCOMSMAS)

THREEDPOW
Detector 
Readings

노심감시상수들

SCOMS 
run

그림 3.4-9  SCOMS 프로그램의 3차원 노심 출력 분포 생산 흐름도

알고리즘 Block R은 미리 지정된 4쌍의 노내 계측기 그룹들을 이용하여 

노심 사분 출력 경사 (Azimuthal Tilt)를 10초 간격으로 계산한다. 사분 

출력 경사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그룹은 최소 4개 이상이 되도록 선정

되었다. 각각의 축 방향 계측기 위치에서의 각 계측기 그룹의 사분 출력 

경사값으로부터 산술 평균 방식과 벡터 평균 방식으로 노심 평면의 평균

값을 계산한다. 산술 평균 방식은 특정 평면에서의 각 계측기 그룹의 사분 

출력 경사 측정치를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반면에 벡터 평균 방식은 측정

된 각 그룹의 사분 출력 경사 방향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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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심 평면에서의 평균 사분 출력 경사 측정치는 축 방향으로 다시 평

균되어 노심 평균 사분 출력 경사값을 계산한다. 실시간으로 계산된 노심 

평균 사분 출력 경사값이 정상 운전 제한치보다 큰 경우 경보 신호를 발

생하게 된다.

알고리즘 Block T는 선 출력 도 출력 제한치(LHR-POL)를 10초 간격

으로 계산한다. Block M에서 계산된 3차원 출력 첨두치와 Block R의 사

분 출력 경사값을 이용하여 선 출력 도 출력 제한치에 이르게 되는 노

심 출력 제한치를 결정한다. 

알고리즘 Block U는 설계 한계 DNBR 또는 증기 건도 제한 출력 제한

치(DNBR-POL)를 10초 간격으로 계산한다. 노심 열수력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에서의 최소 DNBR과 최대 증기 건도를 계산하여 각각의 제한치와 

비교한다. 노심 출력을 조정하여 노심 최소 DNBR과 최대 증기 건도가 각

각의 제한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출력 제한치 

DNBR-POL를 결정한다. 실시간 노심 열수력 계산을 위해서 3차원 그룹 

수로 모델을 이용한다. 즉, 노심 반경 방향으로 여러 개의 부수로를 그룹

화하여 단일 그룹 수로를 구성함으로써 많은 노심을 몇 개의 그룹 수로로 

모델링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중인 노심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3.4-3]의 노심 열수력 계산 방법과 그룹 수로 모델을 응용하여 

노심 최소 DNBR과 건도를 계산하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출력 제한치

(DNBR-POL)를 결정한다.

알고리즘 Block X는 노심 출력과 인허가 출력 제한치 또는 DNBR과 

LHR 출력 제한치와의 비교를 1초 간격으로 수행한다. 순간 출력

(Unsmoothed Power)과 순간 출력 제한치와의 비교와 평균 출력

(Smoothed Power)과 평균 출력 제한치와의 비교를 동시에 실시한다. 순

간 출력은 Block I에서 1초 간격으로 전송된 노심 출력을 뜻하며 평균 출

력은 Block X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순간 출력들을 평균하여 계속적으로 

얻어진다. 측정 불확실도를 고려한 노심 출력과 노심 출력 제한치를 비교

하여 운전 여유도를 계산한다. 노심 출력이 각각의 출력 제한치보다 큰 경

우 경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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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개선 타당성 평가

(1) 노심 DNBR 계산 모형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 다발은 대부분 삼각형 또는 사각형 

배열의 연료봉과 냉각수가 흐르는 부수로(subchannel)로 구성된다. 핵연료 

다발에 대한 열수력 분석은 일반적으로 부수로 해석방법을 이용한다. 부수

로 해석방법은 제어체적인 부수로내의 속도와 온도분포 등의 미세한 유동

구조를 무시하고 부수로의 평균 유량과 유체온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ABB-CE사는 빠르고 정확한 DNBR 계산을 위하여 단순 그룹수로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CETOP-D 코드를 개발하여 광 3/4호기 등 다수

의 상용 디지털 가압경수로 열수력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CETOP-D 코

드는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와 난류혼합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전달

계수(transport coefficients)를 사용하고 지배 방정식의 해를 실시간으로 

얻기 위해 'prediction-correction'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CETOP-D 코

드 계산결과의 보수성을 위해 상세 부수로 해석코드인 TORC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결정된 보정인자를 사용한다. 또한 실시간 노심 최소 DNBR 계

산을 위해 CETOP-D 모델보다 더욱 단순화된 그룹수로 해석모델인 

CETOP을 개발하여 디지털 실시간 노심감시계통인 COLSS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중인 MATRA 코드는 부수로 해석을 

바탕으로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의 노심 엔탈피와 유동분포를 계산하

기 위한 열수력 부수로 해석코드이다. 이 코드는 COBRA-IV-I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기능과 모델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

고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간이 DNBR 계산 코드인 CETOP을 이용한 디지털 노심감시계통에서의 

실시간 DNBR 계산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DNBR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는 광범위한 

운전조건에서 CETOP 코드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다발 입구 유

량 조정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DNBR 여유도의 확보는 운전여

유도의 증가를 뜻하며 나아가서 안전해석을 포함한 노심설계의 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설계절차의 단순화와 설계일정의 단축을 가능케 한다.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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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중인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무붕산 운전으로 

인해 제어봉 삽입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상용 가압경수로의 경우보다 많은 

DNBR 여유도의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DNBR 여유도 향상을 위해 노

심 장전모형의 최적화와 노심 입구온도 강하, 노심 출력분포 계산 모델과 

DNBR 계산 모델의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다소 복잡하지만 보다 정확한 노심 출력분포와 

DNBR 계산 모델의 실시간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SMART 

노심감시계통의 DNBR 출력제한치 계산을 위한 MATRA 코드의 부수로 

해석방법으로 노심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 다.

SMART 노심의 부수로 기하 형태와 횡방향 출력 분포가 1/8 대칭을 이

루고 있으며, 노심 입구에서의 열수력 조건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MATRA 코드의 횡방향 분석 대상으로는 SMART의 1/8 노심으로 충분

하다. 분석에 소요되는 기억 용량과 계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미 선정된 

몇 가지 적절한 모형들 중에서, SCOMS의 DNBR 출력제한치 계산 모형

으로는 1/8 노심에 대한 21-수로 해석 모형(21-channel lumped model)을 

선정하 다. 21-수로 해석 모형은 그림 3.4-10에 보인 바와 같이 15개의 

작은 수로들로 이루어진 고온 집합체(limiting fuel assembly)와 6개의 큰 

수로들로 이루어진 잔여 노심(remainder of the core)으로 구성된다.

부수로 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각 수로에서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

존방정식을 반복해법으로 풀어 노심의 열수력 인자들을 계산한다. 

SMART 노심의 DNBR 계산을 위해서 SR-1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사용한

다. 노심 평균 열유속을 변화시켜 노심 최소 DNBR이 설계 한계(limit) 

DNBR이 되는 DNBR 출력제한치(DNB-POL)를 계산한다. DNB-POL은 

정상운전시의 노심 출력제한치로 MATRA로 계산된 값에 DNB-POL 계

산 불확실도와 과도상태시의 DNBR 여유도 감소량(Required Overpower 

Margin, ROPM)를 보정하여 결정된다.

SMART 노심의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혼합 날개가 부착된 지지격

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봉 출력 첨두치는 주기 최대값을 적

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1.55를 사용하 다. 노심감시계통(SCOMS)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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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ROPM과 SCOMS 계통 불확실도는 표 3.4-5와 

같이 광 3호기 설계에 적용하 던 값으로 가정하 다. 이는 추후에 

SMART 노심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수정해야 한다. 

21-Channel Model
for 1/8 Core of SMART
(Radial Peaking = 1.810)

XX

X.XXX

XX
: Channel Number
: Rod Number
: Radial Peaking Factor

5

6 1

13

7 8 9

3

2

4

14

12

11

15

10

0.000

1.629 1.720

1.629 1.720 1.774

0.0001.7741.7200.000

1.629 1.720 0.000 1.810 1.810

1.8101.8101.7741.7201.629

0.000 1.720 1.774 0.000 1.774 1.774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1.7200.0001.7201.7200.0001.720

1.774

1.720

0.000

111098

16

7 3 4

12

15

14

6

5

13

12

21

0.595

20

1.453

16

1.624

19

1.624

18

1.624

21

19 20

17
17

1.624

1-15

1.709
1 16

18

22

그림 3.4-10  SMART 1/8 노심에 대한 MATRA코드의 21-수로 해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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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SMART 노심감시계통(SCOMS) 열적 여유도 평가

인자 값 비고

Fr 1.55 주기 최대값

Fz 1.289

AOPM

(Available Overpower Margin)
163.9%

혼합날개 부착된 

지지격자 사용

ROPM

SCOMS uncertainty

Tilt allowance

Operational allowance

118%

5%

1%

3%

기존 PWR과 동일한 

값으로 가정

SCOMS DNB-POL 127.1%

AOPM(Available Overpower Margin) 평가에 사용된 반경방향 및 축방

향 출력 분포 자료는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한 자료로부터 선정하 다. 축

방향 출력 분포는 연소도에 따라 계산된 다양한 분포중 DNBR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형태를 적용하 다. 반경방향 출력 분포는 봉 출력 첨두치

가 1.55인 것을 사용하 다. 출력 분포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3.4-11

과 같이 1/8 집합체를 MATRA 코드의 부수로 해석 모형으로 선정하 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계산된 노심 DNBR 출력제한치는 표 3.4-5와 같이 

간이 DNBR 계산방법(CETOP)을 이용한 상용 가압경수로 디지털 노심감

시계통(COLSS)의 경우에 비해 DNBR 출력 여유도가 2.5% 이상 증가하

으며,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를 사용하는 SMART 노심의 경우 

SCOMS의 DNB-POL이 약 127%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소 DNBR 계산

시간은 약 0.5초(Pentium III PC)이고 DNB-POL를 계산하기 위한 반복계

산 횟수는 약 3∼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노심 DNB-POL 계산간

격 요건이 30초이므로 MATRA를 이용한 실시간 DNB-POL의 계산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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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1/8 집합체 MATRA 코드의 부수로 해석 모형

(SMART 열평가용)

(2) 3차원 노심 출력 분포 합성

(가) 계산 방법론[3.4-4]

1) 신호대 출력 변환

로듐 핵계측기는 핵연료집합체의 중앙에 위치하며, 중성

자 반응률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한다. 계측기 신호는 배경 계측기 신호

로 보상되고 반감기에 의해 지연된 효과가 고려되어 보정 계측기 전류 신

호로 기록된다. 이 신호는 신호대 출력변환 인자 W'를 사용하여 계측기 

box의 출력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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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계측기가 설치된 반경방향 집합체의 번호,

k =계측기의 축방향 레벨 번호, 

ikP =Box ik의 측정 평균 출력,

Rh
ikI = ik에 위치한 로듐 계측기의 보정된 신호 전류,

0

,
   

( , )
Rh
ik

ik

Rh Rh
aE V
MAX

CALIB

N r E drdEσ

φ

=

⋅
=

=

ñ ñ

(2.2)

Rh
ikV = ik 계측기의 로듐 Emitter 체적,

,
Box    

   

( , )
Rh
ik

ik
c
ik

Rh Rh
aE V

ik

W
P

N r E drdEσ

=

=
⋅

=

ñ ñ
(2.3)

0
RhS =계측기의 초기 민감도,

Q∞ =계측기의 총 이용가능 전하량,

0

  t     ( )

( ') ( , , ') ',
Rh
ik

t Rh Rh
aE V

Q t

N t r E t drdEdtσ

=

= ñ ñ ñ (2.4)

0
( ) (0) ( ') ( , , ') ',

Rh
ik

tRh Rh Rh Rh
Escape aE V

N t N P N t r E t drdEdtσ= − ñ ñ ñ (2.5)

EscapeP =Rh-104에서 방출된 전자가 계측기벽에 도달하여 

         계측기 전류신호에 기여할 확률,

α =실험 상수 (계측기 생산자가 설정) 이다.

(2.1)∼(2.5)식은 전류 신호를 계측기 box의 출력으로 변환하는 식이다. 

2) 반경방향 연료집합체 출력분포 계산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전체 핵연료집합체에서 일부 핵연

료집합체의 계측된 box 출력을 이용하여 계측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을 구한다. 먼저 각 계측기 레벨에 대하여 핵계측이 이루어진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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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들의 출력이 구해지면 계측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은 직각

방향으로 인접한 핵연료집합체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계수

(coupling coefficient: CC)를 이용하여 구하며, CC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 > i, k= ∑
Ni

j=1

P
i
j,k

N iP i, k
=

  Box  
Box ik  

(2.6)

여기서, j는 핵연료집합체 i와 면을 인접한 주변 핵연료집합체 번호를, Ni

는 인접한 j 집합체의 총 개수이다. 노심 중앙부의 핵연료집합체는 Ni가 4

가되나 반사체와 접한 노심 가장자리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해서는 Ni가 2

나 3이 되게 된다. CC는 노심 핵설계 코드인 MASTER의 계산에 의해 생

산되어 제공한다. 미리 계산된 CC가 제공되므로 계측되지 않은 핵연료집

합체의 출력은 식(2.7)에 의해 구해진다. 

Ni <CC> i P i- ∑
j∈U
P
i
j= ∑

l∈I
P
i
l
 (2.7)

여기서 모든 레벨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편의상 레벨 k는 생략하 으며, 

U는 계측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군을 I는 계측된 핵연료집합체군을 의미

한다. 식 (2.7)은 계측되지 않은 모든 핵연료집합체에 적용되어 다음 행렬

식으로 나타나는 연립방정식이 된다.

Ap= s  (2.8)

식 (2.8)로 주어진 행렬식을 각 계측기 레벨에 대해 풀면 각 계측기 레

벨에서 계측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이 모두 구해지므로 각 레벨의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box 출력을 알 수 있다. 

SMART 노심과 달리 광 3호기와 같은 CE형 노심에서 계측기는 계측 

핵연료집합체에 대해 축방향으로 5개의 레벨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CE형 노심의 노심 출력 감시 방법은 축방향 출력에 

대해 5 모드의 퓨리어 전개 함수를 이용하여 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개 함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경우(consistent case : 설계 계

산과 계측기의 오차가 없어 계측 출력값이 설계값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방법론상으로 내재된 오차가 존재하여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축방향 출력

이 설계값과 달라지게 되어 전체 3차원 노심 출력분포의 오차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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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MS에서는 온라인으로 노심 감시 상태의 감시 상수들이 제공되므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내재된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축방향 출력분포를 퓨리

어 전개 함수로 구하지 않고 다음절에서 소개하는 3차원 출력분포 합성법

을 사용한다. 

다만 광 3호기와 같이 계측핵연료집합체에서 축방향으로 계측되지 않

는 box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SCOMS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

방향으로 계측되지 않은 box의 출력은 축방향 연결계수(Axial Coupling 

Coefficient: ACC)를 이용하여 구한다. ACC는 계측되지 않은 box의 출력

과 축방향으로 인접한 계측 레벨 box(1개 또는 2개)의 평균 출력과의 비

로 식 (2.9)와 같이 정의한다. ACC는 MASTER의 노심 계산에서 생산하

여 제공한다. ACC는 축방향 3개의 box를 이용하여 구하며, 축방향 양 끝 

box에서는 인접한 계측 레벨의 box 출력과의 비로 정의한다. 

<ACC > l, k =
∑

z= k- 1, k+ 1
P l, z

2( or 1)P l, k

=
   Box  
Box lk  

(2.9)

여기서 l은 핵연료집합체를 나타내는 인자로 반경방향 모든 핵연료집합체

를 표시한다. ACC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비계측 레벨의 box 출력이 

구해지면 모든 box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SMART 노심에서는 

축방향 모든 평면에 계측기가 설치되므로 ACC를 사용하지 않는다.

3) 3차원 출력분포 합성

SMART 노심에는 노내 고정계측기가 설치된 핵연료집

합체의 축방향으로 모든 연료 역을 계측하고 있으므로 출력분률(power 

fraction: PF)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구한다. 핵연

료집합체를 여러 개의 노드로 분할하더라도 하나의 계측기 box는 반경방

향으로는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로 정의되고 축방향으로는 1-4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계측기 box내의 출력분포는 MASTER의 계산 결

과와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면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P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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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 ikz=
p
z
ik

P ik
=
Box ik z

Box ik
(2.10)

SCOMS에서 사용하기 위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생산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MASTER의 축방향 노드를 20개의 동일한 크기의 노드로 설정하여 

PF를 구해야한다는 점이다. 식 (2.10)을 이용하면 각 노드의 출력은 다음

과 같이 직접 구한다. 여기서 pzik는 반경방향으로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로 

정의된다.

p
z
ik = <PF > ikz* P ik (2.11)

구해진 3차원 출력분포를 모두 합산하면 노심의 총 열출력이 된다. 그러

나 이 값은 기준이 되는 2차측의 열평형방법으로 구한 노심 출력과 차이

가 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참고값으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SCOMS에서 구한 노심 3차원 출력분포는 상대적인 값으로 기준이 되는 

노심 열출력으로 정규화하여야 절대적인 출력값이 된다.

4) 연료봉 첨두 출력 계산

각 핵연료집합체의 봉출력은 MASTER에서 조형함수를 

이용한 봉출력 재구성법으로 계산된다. 한편 SCOMS에서는 봉출력 재구

성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 핵연료집합체의 최고 출력 연료봉 출력은 

pin-to-box ( PBzik) 인자를 이용하여 구한다.

HP
z
ik = PB

z
ik* p

z
ik

(2.12)

여기서 HPzik는 ik box의 z 노드의 최대 봉출력이고, pin-to-box 인자는 

box내의 평균 봉출력에 대한 최대 봉출력의 비로 정의되며 MASTER에서 

계산되어 제공된다.

PB
z
ik= HP

z,M
ik  / p

z,M
ik

(2.13)

HP
z,M
ik
, p z,Mik 는 MASTER에서 계산한 box의 최대 봉출력과 평균 봉출력

을 나타낸다. 3차원 노심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 pzik)와 각 핵연료집합

체의 최대 봉출력( HPzik)이 모두 구해지면 각 핵연료집합체의 첨두출력

(Fqi)과 노심 전체의 첨두출력(Fq)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각 축방향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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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정규화된 출력분포에서 축방향별 Fxy(z)와 노심 상하부 10% 역을 

제외한 노심의 최대 Fxy를 구하고, 축방향으로 적분된 출력분포에서 핵연

료집합체의 반경방향 첨두 출력인자(Fri)와 노심의 반경방향 첨두 출력인

자(Fr)를 계산한다. Fri와 Fr을 구하기 위해서는 축방향으로 적분된 봉출

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SCOMS에서는 PB
z
ik
와 유사한 개념으로 

Fr-pin-to-box factor( FrPBzik)를 정의하여 축방향으로 적분된 2차원 출력

분포에서 반경방향 첨두 출력인자 Fr을 구한다.

FrPB i= HP i,M / p i,M (2.14)

HP i,M, p i,M는 MASTER에서 계산한 축방향으로 적분되어 정규화된 반

경방향 box의 최대 봉출력과 평균 봉출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Fri는 아래 

식 (2.15)와 같이 구하고, Fr은 HP i,M중 최대인 값이 된다.

 HPi = FrPB i* p i (2.15)

노심 3차원 출력분포에서 축방향 노심 평균 출력분포 P1D(z)를 구하고 

이중 최대 축방향 출력값 Fz를 구한다. 

SCOMS에서 계산된 Fq는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구한 최적값으로 노심 

선출력 도 여유도 계산을 위해서는 여기에 10%의 계산 불확실도를 더하

여 보수적인 값을 사용한다.

Fq(LPD) = Fq* 1.10 (2.16)

핵비등이탈률에 의한 운전 여유도 계산을 위해 SCOMS에서는 가상 고

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 HP1D(z)를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P1D(z)에 

평면별 첨두출력값 Fxy(z)를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 때 노심의 상하부 

10% 역에서 Fxy(z)가 Fxy보다 큰 경우에는 Fxy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는 계산된 Fxy(z)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노심 상하부 10% 역은 

노심 반사체와 인접한 노심 바깥 부분으로 상대 출력이 낮으면서 출력분

포의 변화가 매우 커서 이 부분의 Fxy(z)는 신뢰성이 적고 과도한 보수성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HP1D(z) =  P1D(z) * Fxy(z)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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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산 방식은 Fr이 발생하는 고온봉의 출력보다 항상 보수적인 

값을 제공하면서, 기존 CE형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COLSS)에서 계산하는 값보다(P1D(z)*Max(Fxy))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 SCOMS 검증 계산 

SMART 노심에 대한 SCOMS의 노심 감시 3차원 출력분

포, 첨두출력 인자 및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방법론을 검증하

기위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하 다. 검증계산은 표 3.4-6에 기술한 바와 같

이 전노심(1/1Core) Eq-Xe 상태의 BOC(0 EFPD), MOC(510 EFPD), 

EOC(1020 EFPD)에서 20%, 60%, 100% 출력준위에서 제어봉이 임계 위

치에 있을 때 노심 감시 계산을 수행하여 4 nodes/FA MASTER 계산 결

과와 비교하 다. SMART 노심은 무붕산 노심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운

전되므로 표 3.4-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어봉이 삽입된 여러 가지 경

우에 대해 시험하 다. 

표 3.4-6  SMART 노심의 SCOMS 검증 계산 결과

Burnup
Power

(%)

Bank Position(steps : 1 step=1 cm)

R1 R2 R3 R4 S1 S2

BOC

Eq-Xe

100 200.000 191.795 131.801  71.806 200.000 200.000

 60 200.000 163.601 103.607  43.612 200.000 200.000

 20 196.190 136.195 76.200  40.005 200.000 200.000

MOC

Eq-Xe

100 200.000 188.697 128.702  68.707 200.000 200.000

 60 200.000 154.203 94.209  40.005 200.000 200.000

 20 178.308 118.288 58.293  40.005 200.000 200.000

EOC

Eq-Xe

100 200.000 200.000 190.297 130.302 200.000 200.000

 60 200.000 200.000 145.110  85.090 200.000 200.000

 20 200.000 172.999 113.005  53.010 200.000 200.000

각 노내계측기의 측정 신호는 MASTER 4 nodes/FA 계산 결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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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내계측기의 box 출력으로 모의하 다. 따라서 SCOMS의 검증 계산

은 계측기 오차를 배제하고 MASTER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일관된 체계

(consistent system)로 이루어져, MASTER 계산 결과를 참고값으로 

SCOMS 노심 감시 출력 생산 방법론상에 내재된 오차를 검사할 수 있다. 

표 3.4-6에 나와 있는 SCOMS 검증계산에서 SCOMSMAS 루틴

(MASTER 코드)의 수행시간은 PC-733 MHz WIN-OS 전산기에서 약 15

초가 소요되었으며, SCOMSMAS 루틴을 제외한 SCOMS의 노심 감시 3

차원 출력 생산 계산 및 다른 계산의 총 소요시간은 약 0.3초 이내 다. 

SCOMS의 계산 시간의 대부분은 SCOMSMAS 루틴의 노심 감시 상수 

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SCOMSMAS의 대부분 전산시간(약 

80%)은 그림 3.4-12와 같은 화면표시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4-12  SCOMSMAS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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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MSMAS 루틴의 화면표시 기능은 실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노심 감시 상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초 이내이다. 따라서 SCOMS는 

현재 상용화된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노심 감시 출력 

계산의 일회 수행 시간인 10초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며, 제어봉이 삽입

되어 운전되는 SMART 노심의 특성상 3배의 더 빠른 노심감시 주기가 

요구되더라도 그 기능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1) 노심 3차원 출력분포 비교

표 3.4-7은 SCOMS의 노심 3차원 출력분포 계산 결과

와 각 첨두출력값을 MASTER의 기준 계산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4-7에서 괄호안의 값은 MASTER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든 

계산 경우에 대해 3차원 노드의 출력분포 오차는 0으로 SCOMS의 계산 

결과는 MASTER의 출력분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SCOMS 방법론상

의 내재된 오차는 없다. 따라서 노심 출력 분포 계산의 오차는 MASTER 

코드의 출력분포 계산 오차에 의존한다. 

표 3.4-7  노심 3차원 출력분포 비교

Burnup
Power

(%)

3D Node

 Power

Distribution

RMS Error

Peak Value (Difference)

Fr Fz Max(Fxy)

BOC

100 0.000 1.527 (0.000) 1.307 (0.000) 1.928 (0.000)

60 0.000 1.627 (0.001) 1.313 (0.000) 2.359 (0.000)

20 0.000 1.666 (0.000) 1.539 (0.000) 2.442 (0.000)

MOC

100 0.000 1.440 (0.000) 1.401 (0.000) 1.770 (0.000)

60 0.000 1.529 (0.000) 1.467 (0.000) 2.186 (0.000)

20 0.000 1.585 (0.000) 1.646 (0.000) 2.290 (0.000)

EOC

100 0.000 1.274 (0.000) 1.268 (0.000) 1.599 (0.000)

60 0.000 1.282 (0.000) 1.204 (0.000) 1.658 (0.000)

20 0.000 1.348 (0.000) 1.271 (0.000) 1.894 (0.000)

* 괄호안의 값은 MASTER 결과와의 차이



- 247 -

2) 노심 3차원 첨두출력(Fq) 비교

SCOM로 계산한 선출력 도에 의한 운전제한치 감시를 

위한 첨두출력값(Fq)을 비교하여 표 3.4-8에 수록하 다. SCOMS에서 계

산한 Fq값은 MASTER의 3차원 봉출력에서 구한 값과 일치하며, 이 값은 

최적 계산된 값이다. SCOMS에서는 이 값에 10%의 계산 불확실도를 고

려하여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여 선출력 도 계산에 사용한다. 표 3.4-8에

서 COLSS로 표시한 계산값은 축방향 노심의 10%-90% 길이에서 Fxy(z)

의 노심 최대값 Fxy에 축방향 노심 평균 출력의 최대값 Fz를 곱한 값으

로 현재 CE형 원자로의 디지털 노심운전제한치 감시계통 COLSS에서 사

용하는 방법에 따른 값이다. 표 3.4-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q값 계

산에서 COLSS 방법을 SMART 노심에 적용하는 경우 지나친 보수성이 

고려되어 운전여유도를 감소하게하는 반면 SCOMS의 값은 보수적이면서 

COLSS 값보다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

표 3.4-8  SCOMS의 3차원 첨두출력값 비교

Burnup
Power

(%)

Fq

MASTER

Calculation
COLSS

SCOMS

Best-estimated

SCOMS

10% Uncertainty

BOC

100 1.899 2.520 1.899 2.089

60 2.076 3.097 2.077 2.285

20 2.475 3.760 2.475 2.723

MOC

100 1.963 2.479 1.963 2.159

60 2.211 3.208 2.211 2.432

20 2.615 3.768 2.615 2.877

EOC

100 1.925 2.027 1.925 2.118

60 1.679 1.996 1.679 1.847

20 1.871 2.408 1.87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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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그림 3.4-13은 핵비등이탈률 계산용 SCOMS의 가상 고

온봉 축방향 출력분포를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MASTER에서 최적 

계산된 Fr 연료봉의 축방향 출력분포와 COLSS 방법으로 계산된 가상 고

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계산 경우에서 SCOMS의 

가상 고온봉 출력분포는 MASTER에서 최적계산된 Fr 연료봉의 출력분포

보다 보수적인 값을 보여주며, 또한 COLSS 방법에 의한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보다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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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SCOMS의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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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보호 계통

가. 노심보호계통 설계요건 및 기준

기존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SMART는 정상운전시에도 제어봉이 삽

입되어 반응도 및 출력 조절을 하므로 노심 출력분포 변화가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심하다. 따라서 노심 운전조건이 실시간(On-line)으로 감시되

어야 하고 노심의 열적여유도(운전여유도 및 정지 여유도)의 향상도 요구

된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은 노내외 핵계측기와 제어봉 위치신호 

및 계통의 공정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출력분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주

요 노심 운전인자의 감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노심 보호계통

은 노심 열적여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SMART 노심보호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자로가 

예상운전 과도사고(AOO)시에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SAFDL: Specified 

Acceptible Fuel Design Limit)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심의 선출력 도

(LPD: Linear Power Density)와 핵비등이탈률(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원자로의 핵비등

이탈률이나 노심 선출력 도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측

정가능한 공정 변수들로부터 핵비등이탈률과 노심 선출력 도를 보수적으

로 계산한다. 노심보호계통은 계산된 값이 원자로정지 설정치를 초과할 경

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심보호계통의 설계에서는 급격한 노심출

력 상승 방지와 노심유량의 감소 방지 및 노심출구에서의 비등발생 방지 

등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정지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지만 원자로 정지 제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상태에서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를 발생시킨다.[3.4-5]

(1) 허용 핵연료설계 제한치

노심보호계통은 예상운전 과도상태시 노심을 안전하게 보호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노심내 최고온 냉각재 channel에서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최소 

핵비등 이탈률(SR-1 임계 열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3.4-6])이 1.3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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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심내 최고온 핵연료봉의 국부 선출력 도가 SMART 핵연료의 선출

력 도 제한치인 591 W/c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예상운전 과도상태 

예상운전 과도상태는 참고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3.4-7]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한번 또는 그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운

전 상태를 의미하며, SMART에서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로 인한 핵연료 손

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SMART 노심보호계통 설계시 고려하고 있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는 다음과 같다. 

․제어되지 않은 축방향 제논 진동

․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 제어되지 않은 제어봉 그룹 인출

- 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순서 위반

․단일 제어봉 인출 또는 삽입

- 제어되지않은 단일 제어봉의 인출 또는 삽입

- 단일 제어봉 낙하

- 단일 제어봉 고착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 증기유량 정지 (MSIV 오작동)

- 급수상실

- 복수기 진공상실/복수기 상실

- AC 전원 상실 사고

- 기기냉각계통 상실사고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 터빈부하 증가 (증기유량 증가)

- PRHRS 오작동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은 위의 예상운전 과도상태시 핵연료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DNBR 운전정지 신호 또는 LPD 운전정지신호를 적절히 

발생시켜 허용설계제한치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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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사고

가상사고는 수명 기간 동안 거의 발생 확률이 없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SMART 노심보호계통은 가상사고시 원자로 안전계통 

작동 신호를 발생시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SMART에서 고려되는 안전 관련 설계 기준 사고는 다음과 같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증가 : 격납견물 내/외부의 주증기관 파단 

사고, 주급수 온도 감수, 주급수 유량 증가, 주증기 안전 밸브 개방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감소 :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관 파단 

사고, 복수기 진공 상실 사고, 증기 유량 정지

․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 순환량 감소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축 고

착, 전원 상실 사고

․반응도 및 출력 분포 불균형 : 제어봉 이탈, 제어봉 낙하, 제어봉 오작

동

․원자로 냉각수량 증가 : 보충수 계통 오작동

․원자로 냉각수량 감소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소형냉각재 상실

사고

․부계통이나 기기로부터 방사성 물질 누출

(4) 정지 설정치를 위한 추가 설계기준

노심보호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은 AOO시 원자로계통의 운

전정지 신호를 발생하여 원자로 계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들 

AOO의 초기에는 원자로 계통 및 각 구성기기들의 운전 변수들이 LCO 

안에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4-9는 SCOPS의 주 

정지 변수 및 보조 정지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SAFDL 보호를 위한 노심보호계통의 정지 신호 발생시에는 여

러 가지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심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결정

시에는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원자로 계통이 LCO 안에서 운전될 수 있도

록 적절한 여유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심보호계통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

는 노심보호계통과 원자로보호계통의 시간 지연은 다음과 같다. 

․노심보호계통의 sampling time 및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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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계통 trip logic 및 trip breaker delay time

․CEDM 전자석 de-energizing time

․DNBR 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CEA 삽입 시간 

․출력 변동에 따른 핵연료봉 중심온도의 시간 상수

표 3.4-9  SCOPS 정지 변수

정지변수 Trip 변수 공칭값 측정변수

주 정지 

변수

Low

MDNBR
1.43

RCP Speed, PZR 압력

노심 입구온도, 노심 출구온도 

CEA 위치, Ex-core Detector 신호

High

LPD
591kW/cm 

CEA 위치, Ex-core Detector 신호

노심 입구온도, 노심 출구온도 

보조 정지 

변수

SCOPS 정상운전 모드

및 역 이탈

두 대 이상 MCP 정지
단 자연순환 운전 모드에서는

이 정지신호를 Bypass

노심 출구온도
노심출구 온도가 saturation

temperature에 도달하면 정지

가변 고출력

(*추후 결정 예정)

원자로 출력의 급격한 변화시 노심을 

보호하기 위한 고출력 정지신호

SCOPS 내부 고장

- Fixed Point divide fault

- Floating point arithmetic fault

- Memory parity error

- Illegal machine instruction

- 각 계산 모듈의 시간 요건 불만족

(5) 계통운전

SMART 노심보호계통 각 채널은 원자로 운전원과 적절한 연

계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경보와 경보 지시계가 있어 노심보호계

통 계측기 또는 채널이 고장난 경우 청각 및 시각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경보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경보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각 노심

보호계통 채널은 주요 운전 변수 및 프로그램 상수 일부 (가변 상수)를 

운전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모니터 지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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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보호계통 채널이 계산한 DNBR 여유도, LPD 여유도 및 중성자속 출

력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아날로그 지시계가 있어야 한

다. 원자로 운전 중 값의 변경이 가능한 가변 상수 값을 바꿀 수 있는 수

단이 있으나 가변 상수로 지정되지 않은 상수 값의 변경을 방지하는 수단

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장난 계측기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 각 노심보호

계통 채널마다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각 계측기에 부여된 계측기 ID

와 계측기 고장 상태를 나타낸다. 노심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

생한 경우 노심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트립 버퍼로 전

송되어 기록 보존된다. 트립 버퍼의 내용은 출력하여 원자로 정지 원인 분

석에 이용되고 필요시 운전원에 의해 지워질 수 있다.

저 핵비등이탈율과 고 선출력 도 채널트립은 SCOPS의 어떤 채널을 시

험하기 위해 우회되도록 연동될 수 있다. 노심보호계통의 저 핵비등이탈율

트립 및 고 선출력 도트립을 우회시키는 기능은, 저 출력에서 SCOPS 시

험과 원자로 시동 시 미임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이 우회는 출력이 우회설정치보다 낮으면 수동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출력준위가 우회설정치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거된

다.

SMART 노심보호계통은 어떤 허용 운전 조건에서도 정상 상태로 초기

화될 수 있어야 한다. 초기화는 SMART 노심보호계통 초기 시동 또는 재

시동 후 5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초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출력 

변수들은 정지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노심보호계통 입력 및 출력

(1) 노심보호계통 측정 변수

노심 보호계통이 감시하는 허용 연료 안전 제한치인 LPD와 최

소 CHFR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노심 보호계통은 

여러 가지 노심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부터 LPD 

및 최소 CHFR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 모듈을 설계하 다. 표 3.4-10은 

노심보호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 입력변수들을 표시하고 있다. 노심보

호계통의 측정입력은 아날로그 입력 및 펄스입력신호들을 조사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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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모두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 노심보호계통의 중앙처리장치

(CPU)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디지털 데이터로 노심보호계통의 중앙처리

장치(CPU)에 공급한다. 

표 3.4-10  노심보호계통 측정 입력 변수 

입력변수 설명
신호

개수
단위

정상운전

범위

신호

종류

정확도

요건

MCP 속도
주냉각재 펌프 축

회전속도(W1,W2)
4 % 속도 10∼100 Digital

±0.25% 

전속도

노심입구온도 노심입구온도(TC) 1 ℃ 270∼290 Digital ±0.5℃

노심출구온도 노심출구온도(TH) 1 ℃ 290∼310 Digital ±0.5℃

가압기 압력 가압기 압력(PR) 1 MPa 12∼16 Digital ±40kPa

노외열선출력
노외계측기 신호

(D1, D2, D3)
3 % 0∼200 Digital ±0.5%

제어봉위치
CEA 위치

(CEi, i=1,12)
12

%상대

인출률
0∼100 Digital ±2.0cm 

노심보호계통에 입력되는 측정 변수들에 대한 정확도는 이 표에 주어진 

정확도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정확도들은 노심보호계통의 불확실도 해

석에 사용되어 전체 계통의 불확실도 평가에 이용된다. 그림 3.4-14는 노

심 보호계통의 입력신호들과 각 채널의 계측 입력 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3.4-14  노심보호 Channel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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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압력, 노외 중성자 계측기 및 제어봉 위치에 대한 계측 신호는 측

정 변수 값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이다. 노심보호계통의 

측정 입력신호는 모두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측정인자들의 

범위점검 및 교차점검을 통해 측정 변수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심 보호계통으로 입력되는 측정변수들은 모두 안전 등급으로 4개의 독

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다중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 다. 노심 보호계통의 

주요 측정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제어봉집합체 위치

제어봉 집합체 위치는 각각의 CEA 하우징에 설치하는 

4개의 리드스위치에서 측정하며, 측정된 제어봉 위치를 노심보호계통으로 

전송한다. 

․노외 열선 출력

노외열선 측정기는 압력용기 내에 설치된 노외계측기로

부터 측정한다. 노외열선 계측은 선원 역에서부터 200%출력까지 측정하

며 측정된 열선 크기는 노심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측정된 노외열선 크기

는 냉각재온도 그림자효과와 CEA 그림자효과를 보정하여 보일러 열선 출

력 계산에 사용된다. 

․ MCP 회전속도 

냉각재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MCP 회전속도를 측정

한다. 각각의 MCP 회전속도 측정신호는 4개로 분리되어 각각의 노심보호

계통에 입력된다. MCP 회전속도 측정신호는 MCP 회전축의 회전 속도에 

반비례하며, 측정신호는 적절한 타당성검사를 수행하고 측정신호가 가동

역을 벗어나면 해당 MCP는 가동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냉각재 노심 입구 온도 및 노심 출구 온도

냉각재 노심 입구 온도 및 노심 출구 온도는 보일러 출

력및 유량 계산에 중요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노심 출구 온도는 증기발생

기 입구에서 측정하고 노심 입구 온도는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측정한다. 

또한 온도측정값은 측정위치와 노심 입구 및 출구까지의 전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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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delay) 및 온도 계측센서의 Sensor delay를 보상하여 사용한

다. 

․ 가압기 압력

4개의 압력 측정채널이 가압기에 설치되어 가압기 압력

을 측정하여 노심보호계통에 입력된다. 

(2) 노심보호계통 출력 변수

표 3.4-11은 노심보호계통의 주요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

로 Low CHFR 트립 및 High LPD 트립 등 두 개의 노심보호계통 정지 

신호가 보일러 보호 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보일러 출력 감발, CHFR 

예비정지 (Pre-trip), LPD 예비정지 또는 제어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제

어봉 인출 금지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가 발생된다. 각 노심보

호계통 채널이 계산한 CHFR 여유도, LPD 여유도 및 중성자속 출력을 계

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어실의 지시계에 나타나도록 설계하 다. 한

편, 노심보호계통에 의해 보일러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트립 버퍼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되도록 설계

하 다. 

표 3.4-11  노심보호계통 출력 신호

출력 인자 신호 종류 범위

- Low CHFR Trip

- Low CHFR Pretrip

- High LPD Trip

- High LPD Pretrip 

- Sensor Failure

- CEA Withdrawal Prohibit

- CHFR Margin

- LPD Margin

- Calibrated Neutron Flux

  Power

- Core Coolant Mass Flow

  Rate

Contact Output

Contact Output

Contact Output

Contact Output

Contact Output

Contact Output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0, 1 (logical)

0, 1 (logical)

0, 1 (logical)

0, 1 (logical)

0, 1 (logical)

0, 1 (logical)

0-10 (unitless)

0-500 (W/cm)

0-200

 (% of rated power)

0-2

 (fraction of desig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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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보호계통 기능설계

그림 3.4-15는 노심보호계통의 각 계산 모듈별 기능 연계도를 보여

주고 있다. 비교적 정확하고 보수적인 DNBR과 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야 하는 노심보호계통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계산 기능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 소프트웨어는 5개

의 독립적인 계산 프로그램과 1개의 서브루틴(TRIP)으로 구성하여 설계하

다[3.4-8].

각각의 프로그램 실행 주기는 서로 다르며 실행간격이 짧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각 프로그램의 입력신호는 프로그램 실행주기와 동

일하게 처리되고 프로그램과의 자료 교환은 입력과 출력 버퍼를 통해 일

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또한 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의 출력 버퍼가 갱신되며 다른 프로그램의 출력버퍼로부터 입

력자료를 읽는 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MCP
Speed

Tin
Tout
Excore Flux
Pressure

CEA
Position

COOLANT
Core Flow
Calculation

CRPOS
CEA
Deviation
Penalty

POWER
Power
Distribution

CHECK
Update DNBR
& Core Power

THERM
DNBR
Calculation

TRIP
Trip Signal
Generation

Output to
POWER & THERM

Output to
COOLANT &
POWER

Input from
COOLANT &
CHECK

Input from
CHECK

Fr Penalty Factor

Input from
COOLANT

그림 3.4-15  SMART 노심 보호계통 프로그램 연계도

(1) COOLANT 냉각재 유량 계산 모듈

일차 냉각수량 계산 모듈은 일차계통의 냉각수량과 노심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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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일차계통의 유량은 4대의 MCP의 회전속도 측정값을 이용한 경험식으로 

계산한다. MCP 회전속도의 측정값은 범위 검사 과정을 거친 후에 각각의 

노심보호계통 channel에 입력한다. 노심 유량은 정상 상태 유량에 대한 상

대유량으로 계산한다. 4대의 MCP중 한 대가 운전 정지되거나 고장일 경

우에는 노심 출력 분포가 상대적으로 불균일 하게되어 운전중인 펌프 대

수 및 냉각재 상대유량을 이용하여 DNBR 값을 보정하고, 보정된 DNBR

을 이용하여 DNBR 여유도를 계산하고 및 계산값을 출력한다. 

(2) CHECK 운전 변수 계산 모듈

운전변수 계산모듈인 CHECK 모듈은 원자로 계통 변수 측정

값, 노외계측기 중성자속 측정값 등을 이용하여 노심의 LPD를 보정하여 

계산하고, 최소 DNBR를 계산하기 위한 냉각재의 물성치를 계산하는 모듈

이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중성자 출력, 노심 열출력 등으로부터 보수적인 원

자로 출력을 계산한다. 또한 보조 정지 기능으로 노심 출력변화가 미리 설

정된 값보다 클 경우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가변출력 정지신호

를 발생한다. 

CHECK 계산 모듈에는 노심 입구 온도와 노심 출구 온도(증기발생기 

입구)측정값, 일차계통 압력 측정값, 축방향으로 3개의 노외 중성자 출력 

측정값이 입력되며, 이 변수들의 측정값은 모두 역 검사(range check)를 

거쳐 측정값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만일 측정값이 정해진 범위내에 들지 

않으면 해당 신호는 고장으로 간주하고, 노심 보호계통에는 계측기기 고장 

경보가 발생한다. 

SMART의 노심 입구온도와 출구온도는 증기발생기 출구와 입구에서 측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상태에서는 측정값과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

값이 일치하지만 천이상태에서는 측정값에는 온도 측정기기의 지연상수, 

또한 온도측정위치의 위치차이로 인하여 실제 냉각재 온도와 측정값 사이

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보상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측정값에 대한 동적 보상을 수행한다. 보정된 온도 측정값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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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최소 DNBR 계산과 노외 중성자 계측기의 신호 보정에 사용된다. 노

심 출구온도 보상과 노심 입구온도 보상은 모두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동

적 보상을 실시하지만 노심 출구온도 보정에는 중성자 출력을 동시에 보

정 상수로 사용한다.[3.4-9] 

노심 출력은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노심 중성자 

출력은 노외계측기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노심 열출력은 노심입

구 및 노심 출구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성자 출력을 계산

시에는 노심 냉각재 온도에 대한 중성자 그림자 효과, 제어봉 그림자효과 

및 형상처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노심 출력에는 연료의 

열전달을 고려한 디지털 동적 보상을 실시하며, 측정 및 계산의 불확실도

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노심 열출력을 계산한다. 또한 노심의 최소 DNBR 

계산 모듈에서 사용되는 노심 냉각재의 입구 엔탈피, 포화 엔탈피, 건도 

등과 같은 냉각재의 열수력 물성치들은 일차계통 압력과 노심 입구온도를 

이용한 간단한 상관식으로 계산한다. 

노심 최소 DNBR은 THERM 계산모듈에서 매 2.0초마다 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온도, 압력, 유량 등과 같은 계통 변수들은 매 

0.2초 간격으로 측정된 값이 노심 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노심 최소 DNBR을 계산하기 위하여 THERM 모듈을 통하여 계산

된 DNBR 값을 매 0.2초마다 새롭게 측정된 계통변수들을 이용하여 보정 

계산한다. 이와 같은 DNBR의 보정은 THERM에서 사용한 냉각재 건도, 

출력, 압력, 온도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들 변수의 THERM 모듈에서 

사용한 값과 현재값의 비율로 현재의 DNBR 값을 보정한다. 

CHECK 모듈에서 계산한 노심 최소 DNBR 및 LPD를 안전 제한치와 

비교하여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DNBR 및 LPD 여유도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CHECK 계산 모듈에는 중성자 출력 변화률이 설정값 이상으로 

증가하게되면 가변 과출력 운전정지에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 운전정지 기능은 저출력 운전중 제어봉 인출사고 발생

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운전 정지 기능이다. 즉, 가변 

과출력 변수 설정값의 변화률은 기 설정되어 있고 출력 변화률이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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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속되면 과출력 운전정지에 의한 운전정지신호가 발생하기 전

에 가변과출력 운전정지기능에 의하여 원자로를 운전정지시키는 기능이다.

(3) THERM 임계열속비율 계산 모듈

최소 DNBR 계산 모듈인 THERM 모듈은 다른 계산 모듈에서 

계산한 노심 운전 자료를 이용하여 노심의 핵비등이탈률을 계산하는 모듈

이다. 

다른 계산 모듈에서 계산한 일차계통 압력, 노심입구 온도, 노심 출력, 

제어봉 편차 penalty 인자, 노심입구 엔탈피, 반경방향 출력첨두 인자 및 

축방향 출력분포 등을 이용하여 고온봉의 CHF를 축방향으로 계산한다. 

임계열유속을 계산하기 위한 CHF 상관식은 SR-1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노심 CHF와 고온봉의 열속비율을 이용하여 노

심 최소 DNBR을 계산한다. 

(4) POWER 계산 모듈

노심내 출력분포는 POWER 계산모듈에 의하여 계산된다. 노심

보호계통의 POWER 모듈은 노외 계측기 신호, 제어봉 그룹 대표위치 및 

노심 출구 및 입구 온도 등을 이용하여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및 가상 고

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및 3차원 출력 첨두인자를 계산한다. 반경방향 출력

분포는 각각 제어봉의 삽입위치에 따라 미리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 축방

향 출력분포는 노외 계측기 신호를 이용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합성한다. 

이밖에 유량보정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심 평균 유량도 함께 계산한

다. 

출력분포계산은 축방향 출력분포와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계산으로 구

분된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외 계측기 측정 신호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노외 계측기 측정 신호는 노심에 삽입되는 제어봉의 향을 받는다. 따라

서 제어봉이 삽입될 경우와 인출될 경우에서 노외 계측기 측정신호의 변

화를 제어봉 그림자 인자로 정의하고 이를 보정하여 계산한다.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는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에 가장 큰 향을 받게 됨으로 

제어봉 삽입 형태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계산하여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른 적절한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계산한다. 각 축방향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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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어봉의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어봉 그룹 삽입에 따른 출력첨두

인자와 제어봉 그림자 인자를 미리 입력된 표를 이용하고, 수정 변수를 제

어봉 삽입 형태에 따라 계산한다. 

노심 DNBR이나 LPD 계산을 위한 가상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축방향 평균 출력분포와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

러나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는 각각의 축방향 노드에서 평균출력에 대한 

첨두출력비이기 때문에 이 인자만으로 고온봉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

서 SCOPS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모든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가 고온

봉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고온봉 축방향 출력 분포를 계산한다. 

(5) CRPOS 계산 모듈

CRPOS는 제어봉 위치 편차에 의한 여러 가지 페널티 인자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출력분포 계산 모듈에서 도입한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는 제어봉 그룹

의 제어봉 위치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의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이다. 따라서 제어봉 그룹의 정열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경방향 출력 분포의 이상현상을 보수적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첨두출력 

인자에 페널티 인자를 곱하여 사용한다. 페널티인자는 최소 DNBR 및 최

대 LPD값 계산시 적용할 페널티 인자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제어봉 위치 계산 모듈에 입력되는 변수는 제어봉 위치 측정값이다. 모

든 제어봉에 대하여 위치 측정값은 4개의 리드스위치에 의해 측정되며 각 

제어봉 위치 측정값은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에 입력된다. 측정된 제어봉 

그룹내 제어봉 들의 위치가 미리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페널티인자를 

계산한다. 또한 CRPOS에서는 제어봉 그룹의 대표위치를 계산하여 노심 

출력 분포를 계산하는 POWER 계산모듈에 입력 상수로 제공한다. 

CRPOS 계산 모듈의 페널티인자는 정적 페널티인자와 동적 페널티인자

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적 페널티인자는 제어봉의 위치 편차에 의한 페

널티인자이고, 동적 페널티인자는 제어봉 편차 발생 시간을 고려한 동적 

Xenon 분포이상을 보정하기 위한 페널티인자이다. 정적 페널티 인자는 제

어봉 그룹, 제어봉 위치편차 형태 등에 따라 페널티인자를 미리 계산하여 



- 262 -

CRPOS 프로그램에 표 형태로 입력되며, 해당 편차에 해당하는 페널티 인

자를 표에서 찾아 계산한다.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에 따른 동적 Xenon 

페널티 인자는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 시점부터 경과 시간에 비례하여 계

산한다.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후 일정 시간까지는 시간에 대한 일차식으

로 계산하고 이후에는 최대 동적 페널티인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6) TRIP 계산 모듈

TRIP 서브루틴은 노심보호계통에서 계산된 운전 변수들을 평

가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소 보호계통에 원자로 정지 접점 신호를 제공하

는 모듈이다. 원자로 정지 신호는 가변과출력, 저 핵비등이탈률 및 고 선

출력 도 등 3가지 신호를 제공하며 예비 정지 신호와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를 발생한다. 

라. 노심보호계통 모의계산

(1) 주요 SCOPS 입력 생산

(가) 형상처리인자

축방향의 3개 노외 계측기의 출력분포 측정값은 단지 노외 

계측기가 위치한 역의 출력만을 검출하지 않는다. 즉, 축방향으로 인접

한 다른 역의 중성자 누설도 해당 노외 계측기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

문에 축방향 출력분포 측정에 부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외 

계측기 측정값으로부터 노심 상부, 중앙 및 하부의 출력을 계산하기 위한 

인자가 형상처리인자이다. 

형상처리 인자는 참고문헌에서 이미 계산된 SMART의 형상처리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3.4-10] 형상처리 함수는 중성자 선원을 포함하는 노

심 체적의 각 수평조각에 기인하는 노심 높이의 백분율 당 노외계측기의 

분율 반응으로 정의되며 이미 DORT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그림 3.4-16은 형상처리 함수와 노외계측기의 측정값과의 연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형상처리 인자는 DORT를 사용하여 계산한 형상처리 함수로

부터 현상처리 행렬을 계산한 다음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여 형상처

리 인자를 계산하 다. 계산된 형상처리인자(SAM)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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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SMART 노외 계측기의 형상 처리

(나) 제어봉 그림자 효과 보상인자

제어봉 그림자 효과는 제어봉들이 노심에 삽입될 경우 발

생한다. 즉 노심 중앙부분에 제어봉이 삽입되면 노심 출력이 노심 외곽으

로 치우치게되어 노외 중성자 계측기 쪽으로 중성자 누설이 증가한다. 따

라서 노외 중성자 측정값은 실제 출력 값보다 높게 지시한다. 반대로 제어

봉이 노심에서 인출되면 노심 중앙 출력이 높아져 노심 외곽으로 중성자 

누설이 감소하게 되어 노외 계측기 측정값은 실제 출력보다 적게 지시한

다. 즉, 노외 중성자속 측정값은 제어봉의 삽입 형태에 따라 노심 출력분

포가 변하고, 노외계측기 측정값도 크게 향을 받는다. 

제어봉 삽입 형태에 따른 노외 계측기 측정값 보상인자를 제어봉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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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효과 보상인자라 한다. 제어봉 그림자 효과 보상 인자는 모든 제어봉인 

인출되었을 경우와 일부 제어봉이 삽입되었을 경우의 노외 중성자 계측기 

측정값의 비로 정의된다. 

제어봉 인출 및 삽입시 노외 계측기 측정값은 MASTER[3.4-1] 코드로 

SMART 노심에 대한 모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즉 BOC, 

MOC 및 MOC에서 모든 제어봉 인출 상태 및 제어봉 삽입상태를 

MASTER로 해석하여 3차원 출력 분포를 계산하고, 3차원 출력분포와 축

방향 형상처리함수 및 반경방향 Assembly Weighting Function을 곱하여 

노외 계측기 측정값을 계산하 다. 제어봉 삽입은 제어용 그룹 R1, R2, 

R3 및 R4를 삽입 및 인출 순서에 맞추어 계산하 고 여기에 정지봉 그룹

이 삽입되었을 경우와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나누어 계산하 다.

SCOPS는 모든 연소도에서 동일한 제어봉 그림자 보상인자를 사용하므

로 각 연소도에서 계산된 각 제어봉 및 정지봉 삽입 상태의 인자들의 평

균인자를 사용하 다. SCOPS에서 사용할 제어봉 그림자효과 보상인자는 

표 3.4-12와 같다. 

표 3.4-12  제어봉 그림자 효과 보상 인자 

제어봉 삽입 형태 정지봉 미삽입 정지봉 삽입

ARO 1.0000 0.59056

R4 1.25041 0.83763

R4+R3 1.38488 0.98185

R4+R3+R2 1.80649 1.43202

R4+R3+R2+R1 2.37097 1.75150

(2) 모의 계산 결과

(가)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SMART 노심에 대한 SCOPS의 노심 출력분포, 첨두출력 

인자 및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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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계산을 수행하 다. 검증계산은 1/4 노심 No Xe 상태 BOC(ARO) 및 

Eq-Xe 상태의 BOC(10 EFPD), MOC(600 EFPD), EOC(990 EFPD)에서 

100% 출력,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있을 때 MASTER 계산으로 노외계측

기 측정값을 계산하 다. 

계산된 노외 계측기 측정값은 표 3.4-13에 정리하 고, 이 값을 노외계

측기 측정값으로 입력하여 SCOPS의 노심 출력분포를 계산하 다. 계산된 

SCOPS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MASTER의 계산결과와 비교하 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비교를 통하여 SCOPS 축방향 출력 생산 방법론상에 내재

된 오차를 검사할 수 있다. 

표 3.4-13  노외계측기 측정 모의 계산값 

연소도 Excore-1 Excore-2 Excore-3

0EFD(ARO) 0.4443 0.3739 0.1818

10EFD(Eq. Xenon) 0.3157 0.3923 0.2920

600EFD(Eq. Xenon) 0.2416 0.4216 0.3368

990EFD(Eq. Xenon) 0.3011 0.4023 0.2966

그림 3.4-17은 축방향 SMART 연소기간 중 BOC, MOC 및 EOC에서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와 SCOPS에서 계산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SCOPS의 출력분포 계산 모듈에서 노외 계측기 측정값과 Spline 

Method를 이용한 축방향 출력분포는 MASTER 계산결과와 비교할 때 부

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축

방향 출력분포는 MASTER 결과와 RMS 오차 15% 이내로 일치하고 있

다. SCOPS에서는 DNBR 계산시나 최대 LPD 계산시 축방향 출력분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보수적으로 계산한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

포를 사용한다. 가상 고온봉 출력분포는 각각의 축방향 노드에서 가장 나

쁜 경우의 고온 연료봉은 같은 연료봉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며 

이와 같이 보수적으로 계산된 가상 축방향 출력분포가 SCOPS의 DNBR 

및 LPD 계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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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FPD(ARO)

 

10 EFPD(Eq. Xenon)

600 EFPD(Eq. Xenon)

 

990 EFPD(Eq. Xenon)

그림 3.4-17  노심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출력 분포 비교

(나) DNBR 계산 결과 

SCOPS에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를 이용하여 주

기적으로(약 2초 간격) 최소 DNBR을 계산한다(THERM: Static DNBR 

계산 모듈). SCOPS는 보호계통이므로 노심의 과도상태 시에도 적절한 

DNBR 계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빠른 간격(약 0.1초)으로 실시간 

DNBR 계산을 위해 별도의 DNBR 계산 알고리즘(CHECK:운전변수 게산 

모듈)을 개발하 다. CHECK 운전변수 계산 모듈은 빠른 DNBR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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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tatic DNBR 계산과 같이 운동량 및 에너지에 대한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고 임계열유속 상관식만을 이용한다. 즉 Static DNBR 계

산시의 운전조건과 운전변수 계산 모듈의 DNBR 계산시 운전조건의 변화

를 고려하여 새로운 임계열유속과 국소 열유속을 예측하여 최소 DNBR을 

계산하도록 하 다. 

운전변수 계산 모듈에 사용된 SMART 노심의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비

선형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생산된 SR-1이다. 이 상관식의 주요 운전조건

은 노심 질량유속과 압력 및 국소 건도이며 기하학적 인자는 가열길이, 유

효 가열직경, 수력직경, 지지격자와 최소 DNBR 발생지점까지의 거리와 

지지격자 간격 등이다. MATRA의 상세 DNBR 계산을 통해 최소 DNBR 

발생 고온수로와 축방향 위치를 결정하고 SR-1 CHF 상관식의 기학적 인

자들을 계산한다. SR-1 CHF 상관식의 노심 운전조건은 운전변수 계산 

모듈의 계산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된 값들을 사용하 다.

SMART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의 Database와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시험

계산을 수행하 다. BOC No Xenon 인 노심의 경우 초기조건에서의 

Static DNBR은 2.3611이고 운전변수 계산 모듈의 DNBR은 2.3584로 

0.11%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소한 오차는 주어진 운전조건(노

심 입구온도와 압력)에서 열역학 물성치(엔탈피와 건도)의 계산방법이 다

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SCOPS 운전변수 계산 모듈에서 임계 상관식

만을 이용한 DNBR 계산은 MATRA를 이용한 DNBR 계산값과 거의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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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사선 차폐 설계

1.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가압경수형 및 가압중

수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원자로설계 기술을 근간

으로 전력원 및 해수의 담수화 동력원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 SMART 원

자로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SMART는 1차 계통이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배치되는 일체형원자로 형태이다. 즉 일체형원자로이며, 현행의 순

환형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화학체적제어계통이 제거됨으로써, 무붕산 운

전도 수반되어야 하는 등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와는 설계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체형 원자로의 차폐 계통에 대한 적절한 차폐 해석이 필

요하다. 

방사선 차폐 해석의 수행을 통하여 원자로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은 원

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SMART의 선원항, 방사선 차폐 해석, 방사선 물리 자료, 그리고 임계도 

해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2. 방사선 선원항

방사선 선원항의 평가는 노심 내의 분열 생성물 재고량, 운전 정지 

후 감마 열 출력 분율과 같은 노심 내부의 연료 특성에 관한 내용과 분열 

생성물의 누설에 기인한 1차 냉각재에 분포되어 있는 원소별 비방사능으

로 분류된다. 

그림 3.5-1에는 ORIGEN2.1[3.5-1]코드와 SAEP[3.5-2] 코드에 의한 선원

항 평가 체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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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선원항 평가 체계

가. 노심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핵연료 집합체의 핵분

열 생성물을 계산하여 표 3.5-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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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SMART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예비 평가)

(노심출력: 330 MWt, 연소도: 27.4 GWD/MTU, 단위: Ci/Core) 

 핵 종 재 고 량*1)  핵 종 재 고 량  핵 종 재 고 량

H-3

Se-84

Br-84
As-85

Se-85

Br-85
Kr-85
Kr-85M

Se-87

Br-87
Kr-87

Br-88
Kr-88

Rb-88

Br-89
Kr-89

Rb-89

Sr-89

Br-90
Kr-90

Rb-90

Sr-90
 Y-90
Kr-91

Rb-91

Sr-91
Y-91
Y-91M
Y-93

Sr-95
Y-95

Zr-95

Nb-95

Zr-99 

5.73E+03
2.24E+06
2.30E+06
4.35E+05
1.35E+06
2.80E+06
1.20E+05
2.84E+06
2.11E+06
4.67E+06
5.55E+06
5.14E+06
7.82E+06
7.93E+06
3.71E+06
9.68E+06
1.02E+07
1.07E+07
2.43E+06
9.59E+06
1.00E+07
9.56E+05
9.79E+05
7.10E+06
1.22E+07
1.30E+07
1.35E+07
7.52E+06
1.56E+07
1.32E+07
1.64E+07
1.71E+07
1.74E+07
1.61E+07

Nb-99
Mo-99

Tc-99M
Mo-103

Tc-103

Ru-103

Tc-106

Ru-106

Ag-110M

I-127*2)

Sn-129

Sb-129

Te-129

Te-129M
I-129

Sn-131

Sb-131

Te-131

Te-131M
I-131

Xe-131M

Sn-132

Sb-132

Te-132
I-132

Sn-133

Sb-133

Te-133

Te-133M
I-133

Xe-133

Xe-133M

Sb-134

Te-134

1.66E+07
1.77E+07
1.55E+07
1.30E+07
1.32E+07
1.32E+07
5.10E+06
3.95E+06
1.78E+04
4.03E+00
9.44E+05
2.81E+06
2.76E+06
4.16E+05
3.27E-01
2.93E+06
7.81E+06
8.19E+06
1.30E+06
9.22E+06
1.02E+05
1.63E+06
4.74E+06
1.32E+07
1.34E+07
4.87E+05
5.76E+06
1.13E+07
7.47E+06
1.94E+07
1.94E+07
5.97E+05
8.65E+05
1.69E+07

I-134

Cs-134

Sb-135

Te-135
I-135

Xe-135

Xe-135M

Cs-135

Cs-136
I-137

Xe-137

Cs-137

Ba-137M
I-138

Xe-138

Cs-138

Xe-140

Cs-140
La-140

Ce-141

Xe-143

Cs-143

Ba-143
La-143

Ce-143
Pr-143

Xe-144

Cs-144

Ba-144
La-144

Ce-144
Pr-144

2.14E+07
1.22E+06
5.30E+05
8.62E+06
1.81E+07
7.54E+06
3.67E+06
7.07E+00
4.69E+05
8.64E+06
1.70E+07
1.18E+06
1.12E+06
4.33E+06
1.65E+07
1.82E+07
8.71E+06
1.55E+07
1.73E+07
1.64E+07
1.60E+05
3.63E+06
1.37E+07
1.52E+07
1.53E+07
1.53E+07
2.62E+04
9.35E+05
1.05E+07
1.36E+07
1.36E+07
1.36E+07

*1)  10%의 불확실도 가정.

*2)  I-127의 단위는 gram-atom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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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집합체당 열출력은 5.7895 MWt/FA (330MWt/57FAs)이 이용되

었다. 계산 결과중 단 반감기 핵종 및 붕괴 감마 방출 에너지가 낮은 핵종

을 제외하고 노심 전체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도출하 다. 즉 

노심은 최대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갖는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표 3.5-1에 제시된 노심의 최대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

량은 10%의 불확실도가 고려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계산의 기본은 핵연

료 집합체가 아니라 전체 노심이기 때문에 반경방향 첨두출력 인자가 고

려되지는 않았다.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SMART의 NSSS 계통 설계 

및 BOP 설계에 이용되는 방사선 설계 지침서(Radiation Design Guide: 

RDG)의 기본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나. 노심 붕괴열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노심의 운전 이력에 

따른 붕괴열을 평가하 다. 정상 운전시의 노심 열출력은 330 MWt이고 

붕괴 시간별 SMART 노심의 붕괴열 변화를 1년, 2년, 3년, 그리고 보수적

으로 3.15년(1035EFPD)으로 나누어 평가하 다. ORIGEN2.1 계산 결과를 

핵연료집합체의 열출력에 대한 붕괴 시간별 에너지 비율로 변환한 후 

ANS-5.1 [3.5-3]에서 제시한 붕괴 시간별 불확실도를 적용하여 표 3.5-2

와 그림 3.5-2를 작성하 다. 

표 3.5-2  ANS-5.1의 불확실도를 고려한 정상 운전시 출력에 대한 

냉각시 붕괴열 (P/Po)

시간 (sec) 1년 2년 3년 3.15년

1.0E-01
1.0E+00
1.0E+01
1.0E+02
1.0E+03
1.0E+04
1.0E+05
1.0E+06
1.0E+07
1.0E+08
1.0E+09

6.945E-02
6.473E-02
5.185E-02
3.426E-02
1.886E-02
9.083E-03
4.267E-03
2.058E-03
5.856E-04
3.494E-05
6.814E-06

6.604E-02
6.164E-02
4.956E-02
3.284E-02
1.813E-02
8.820E-03
4.283E-03
2.125E-03
7.004E-04
6.447E-05
1.336E-05

6.287E-02
5.873E-02
4.731E-02
3.141E-02
1.735E-02
8.503E-03
4.237E-03
2.140E-03
7.735E-04
9.311E-05
1.981E-05

6.240E-02
5.829E-02
4.698E-02
3.118E-02
1.723E-02
8.450E-03
4.227E-03
2.139E-03
7.822E-04
9.746E-05
2.077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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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SMART 노심 붕괴 에너지 분율 분포

결과에 의하면 SMART 노심의 정상 운전시 출력에 대한 1035 유효운전

일 경과 후 붕괴 에너지의 값(P/Po)은 6.24E-02 (0.1 초의 붕괴 시간이 경

과)에서 2.08E-05(1.0E09 초의 붕괴 시간이 경과)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

ESAC[3.5-4]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SMART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을 표 3.5-3에 제시하 다. 표 3.5-3에 제시된 각 핵종별 예상 비

방사능은 원자로로 들어가는 냉각재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다. 삼중수소의 

방사능은 원자로의 삼중수소수의 재고량, 원자로 냉각재에서의 방사화에 

기인한 삼중수소의 생성율, 그리고 원자로로부터 방출되거나 재순환되는 

삼중수소수의 양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삼중 수소의 예상 비방사능은  

BOP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본 계산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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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SMART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 [μCi/g] 

Nuclide 비방사능 Nuclide 비방사능

Class-1

Kr-85M

KR-85

KR-87

Kr-88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Class-2

Br-84
I-131

I-132

I-133

I-134

I-135

Class-3

Rb-88

Cs-134

Cs-136

Cs-137

Class-4

N-16

Class-5

H-3

 Noble Gases

9.61E-02

3.16E+01

8.98E-02

1.68E-01

5.98E-01

4.47E-02

1.81E+00

7.77E-02

5.14E-01

2.03E-02

7.17E-02

Halogens

1.01E-02

5.39E-01

1.54E-01

2.55E-01

2.21E-01

2.56E-01

Cs & Rb
1.15E-01

3.99E+00

9.01E-03

7.71E+01

Water Activation

Products

4.00E+01

Tritium
*

Class-6

Na-24

Cr-51

Mn-54
Fe-55

Fe-59

Co-58

Co-60

Zn-65

Sr-89

Sr-90

Sr-91
Y-91M

Y-91

Y-93

Zr-95

Nb-95
Mo-99

Tc-99M

Ru-103

Ru-106

Ag-110M

Te-129M

Te-129

Te-131M

Te-131

Te-132

Ba-140
La-140

Ce-141

Ce-143

Ce-144
W-187

Np-239

Other Nuclides
6.75E-02

1.17E-01

6.70E-01

1.57E+00

1.81E-02

4.39E-01

1.37E+00

1.67E-01

9.57E-03

1.70E-01

1.08E-03

2.96E-04

4.11E-04

4.90E-03

3.37E-02

1.34E-02

2.74E-02

4.39E-03

3.99E-01

4.46E+01

4.36E-01

8.67E-03

1.59E-02

3.41E-03

4.78E-03

8.44E-03

2.30E-01

7.12E-02

6.62E-03

6.83E-03

1.49E+00

4.83E-03

8.24E-03

*  삼중수소의 방사능은 BOP 인자에 의존한다.

표 3.5-3에 의하면, 불활성 기체의 경우 기존의 울진 3/4호기와 같은 상

업용 원자력 발전소[3.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Iodine을 포함한 전체 

핵종에 대한 SMART의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도 울진 3/4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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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울진 3/4호기가 열출력은 2815 

MWt로 SMART에 비해 높으나, 증기발생기의 형태(SMART: 관류형, 울

진3/4호기: U-Tube형)와 정화계통의 운전형태(SMART: off-line, 울진3/4

호기: on-line) 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표 3.5-3에 나타난 방사성 요

오드의 동위원소로부터 I-131 등가 비방사능을 평가하 다. I-131 등가 비

방사능은 0.597 μCi/g 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상용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냉각재의 I-131 등가 비방사능 제한치 1.0 μCi/g보다 낮은 값이다. 

라. UO2 핵연료 가스 갭 방사능 평가

SMART 노심의 핵연료 가스 갭 방사능을 ORIGEN 2.1 전산코드

와 U.S. Regulatory Guide 1.25 [3.5-6]의 가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ORIGEN2.1의 계산에 의한 핵연료집합체당 핵분열생성물의 재고량에 

Kr-85, I, 기타 불활성 기체에 대한 가스 갭의 존재 비율 30%, 10%, 10%

를 각각 적용하 다. 그리고 반경 방향 첨두 인자는 U.S. Regulatory 

Guide 1.25에서 제시하는 1.60보다 큰 값인 참고 문헌 [3.5-7]에서 제시하

고 있는 1.8을 적용하 다. 최종 결과는 10%의 불확실도를 보수적으로 적

용하 고 표 3.5-4에 제시하 다. 표 3.5-4에 의하면, Kr-85, Iodine, 기타 

불활성기체의 SMART 핵연료 집합체 가스 갭 방사능은 울진 3&4호기 핵

연료 집합체의 가스 갭 방사능[3.5-8]의 55%, 24% ~ 60%, 44% ~ 73% 정

도에 해당되는 낮은 값이다. 본 계산에서 얻은 결과는 핵연료 취급 사고와 

같은 사고 해석을 위한 선원항으로 이용된다.

표 3.5-4  UO2 연료의 핵연료집합체당 가스 갭 방사능

(주기말 원자로 정지 후 3일 경과)

Isotopes Curies/Assembly Isotopes Curies/Assembly

KR-85

KR-85M

I-129

I-130

I-131

I-132

I-133

1.09E+03

1.34E-01

9.87E-04

1.04E+01

2.31E+04

2.29E+04

5.75E+03

I-135

XE-131M

XE-133

XE-133M

XE-135

XE-135M

I-127
*

3.03E+01

3.20E+02

4.92E+04

1.09E+03

6.54E+02

4.86E+00

1.22E-02

*  안정 동위원소인 I-127의 재고량에 대한 단위는 [gram-ato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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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차폐 해석

일반적으로 차폐 해석에는 중성자 및 감마선의 투과 및 흐름 해석

과 같은 방사선 수송 해석 기술과 격실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의 누설에 

따른 선량 평가 기술 등이 있다. SMART 노심은 전체 SMART 계통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 선원이다. 이렇게 강력한 중성자 및 감마선으로부터 

종사자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심 차폐가 필수적이다. 노

심의 차폐는 다른 차폐 설계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사실상 노심 

차폐의 감쇠 요건은 SMART 내의 다른 선원, 특히 냉각재 선원에 의해 

전체 차폐 설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결정된다. 방사선 차폐 해석 및 방사선 

물리 자료의 생산에 이용되는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5-3에 나타내었다.

그림 3.5-3  방사선 차폐 해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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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T[3.5-9] 코드를 이용한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을 위해서 

GIP[3.5-10] 코드를 이용하여 거시단면적을 생산한다. 이때 사용하는 단면

적 라이브러리는 에너지구간이 1.00E-05 eV 부터 1.73E+07 eV까지의 47

군의 중성자와 20군 감마로 구성되어 있는 BUGLE-96[3.5-11]을 사용하며 

원자로 구성물질에 사용되는 수 도를 사용하여 거시 단면적을 생산한다. 

DORT 전산 코드에서는 P5차원 산란 및 S8차원 각분할 방법을 사용하

다. S8차원 각분할 방법에 사용되는 Quadrature Set 값은 참고문헌

[3.5-12]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림 3.5-4에 나타낸 SMART 집합체 전체

에 대한 방사선 차폐 해석을 위해서는 R-Z 기하학적 모델이 이용되고 방

위각별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R-Θ 기하학적 모델이 

이용된다.

Upper-Core Region

Top-Core Region

Near-Core Region

그림 3.5-4  방사선 차폐 해석을 위한 SMART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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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MART 집합체 선속 및 선량 평가

그림 3.5-4에 나타낸 SMART 집합체 전체는 DORT 전산 코드의 

제한된 메모리를 이용하여 평가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크다. 따라서 DORT 

전산 코드의 계산 능력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SMART 집합체를 

Near-Core[그림 3.5-5], Upper-Core[그림 3.5-6] 및 Top-Core[그림 3.5-7] 

구역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링 하 다. 그림 3.5-5, 그림 3.5-6과 그림 

3.5-7에 나타난 구역 번호는 표 3.5-4에서 설명하 다. R-Z 기하학적 모델 

에 의한 각 모델에 대한 DORT 계산 결과로부터 중성자 선속 분포를 그

림 3.5-8로부터 그림 3.5-19에 나타내었다. 전체 선량율 분포 및 중성자 

선량율 분포, 그리고 감마 선량율 분포를 그림 3.5-20부터 그림 3.5-2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속중성자에 의한 조사량 분포는 그림 3.5-29부터 그림 

3.5-31에 나타내었다. 

그림 3.5-5  SMART 차폐 해석용 DORT 모델 (Near-Core)



- 278 -

그림 3.5-6  SMART 차폐 해석용 DORT 모델 (Upper-Core)

그림 3.5-7  SMART 차폐 해석용 DORT 모델 (Top-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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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DORT 모델에 사용된 SMART 집합체 구조

구역번호 구역 명칭 구역번호 구역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노심

노심벽
물

노심 원통

측면 차폐통(1)

측면 차폐통(2)

측면 차폐통(3)

측면 차폐통(4)

측면 차폐통(5)

측면 차폐통(6)

원자로용기 피복
원자로압력용기

물

핵연료집합체 하종단부(1)

핵연료집합체 하종단부(2)

노심지지판
노심 분배모관

하단 차폐벽(1)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하단 차폐벽(2)

하단 차폐벽(3)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1)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2)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3)

차폐관집합체(STA)의 하단판

측면차폐통 덮개
노심 수집모관

STA 상단차폐벽

STA의 상단판

STA와 가압기 사이 공간
단열재

가압기내 물

가압기 상단부
가압기 바닥

물

증기발생기 하단부

증기발생기 상단부

* 구역 번호는 그림 3.5-5∼그림 3.5-7의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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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그림 3.5-9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Uppe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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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Top-Core Model) [n/cm2s]

그림 3.5-11  속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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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속 중성자 선속 분포(Upper-Core Model) [n/cm2s]

그림 3.5-13  속 중성자 선속 분포(Top-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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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중간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그림 3.5-15  중간 중성자 선속 분포(Uppe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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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중간 중성자 선속 분포(Top-Core Model) [n/cm2s]

그림 3.5-17  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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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열 중성자 선속 분포(Upper-Core Model) [n/cm2s]

그림 3.5-19  열 중성자 선속 분포(Top-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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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전체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그림 3.5-21  전체 선량율 분포(Uppe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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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전체 선량율 분포(Top-Core Model) [μSv/h]

그림 3.5-23  중성자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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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중성자 선량율 분포(Upper-Core Model) [μSv/h]

그림 3.5-25  중성자 선량율 분포(Top-Core Model) [μSv/h]



- 289 -

그림 3.5-26  감마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그림 3.5-27  감마 선량율 분포(Uppe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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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감마 선량율 분포(Top-Core Model) 

[μSv/h]

그림 3.5-29  속 중성자 조사량 분포(Near-Core Model)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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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속 중성자 조사량 분포(Upper-Core Model) 

[n/cm2]

그림 3.5-31  속 중성자 조사량 분포(Top-Core Model) [n/cm2]

위의 결과에 의하면 SMART 노심 중간 높이 압력용기 외부에서의 전체 

선량율은 5.0E+06μSv/hr로 낮아진다. 또한 노심 상부의 가압기 하단부에

서는 10μSv/hr 미만으로 낮아진다. 원자로 덮개 부근에서의 선량율 분포

는 1.0E-08 Sv/hr로 설계 목표치인 1.0 Sv/hr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표 3.5-6에는 SMART를 90%의 이용율로 60년간 이용하 을 때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내었다. SMART 압력 용기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

량은 압력용기 하단에서 5.89E+17 n/cm2이고, 측면에서는 4.49E+16 n/cm2

으로 나타났다. 이는 10CFR50.61[3.5-13] 및 US SRP[3.5-14]의 제한 요건

인 1.0E+20 n/cm2 보다 작은 값으로 SMART 압력 용기는 수명 기간 동

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MART 집합체 내부에서의 속 중성

자 조사량은 감시시편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속 중성자 조사량의 기

준치인 1.0E+17 n/cm2 보다는 큰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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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SMART 압력용기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

중성자 조사량 (n/cm2)

SMART 반경방향 4.49E+16

 SMART 집합체 하단부 5.89E+17

그리고 그림 3.5-29와 그림 3.5-20에 의하면 수명이 60년인 증기 발생기

를 고려할 때, 증기 발생기 내측 하단부에서의 속중성자 조사량이 약 

1.0E+20 n/cm2로 증기 발생기에 대한 속중성자 조사량 제한치인 1.0E+19 

n/cm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첫째, 증기발생기의 위치를 상향 조정한다.

둘째, 노심과 증기발생기 사이에 적절한 차폐를 고려한다. 

셋째,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6년으로 낮춘다.

나. 방위각 별 압력용기 중성자조사량

방위각 별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SMART를 R-Θ 

기하학적 모델의 1/8 대칭 크기로 모델링 하 다. 또한 반경 방향으로 110 

미세 구간 및 방위각 방향으로 90 미세 구간으로 모델링하 다. 

그림 3.5-32는 110ⅹ90으로 모델링한 1/8 SMART 격자를 표시하 다. 

표 3.5-7은 압력용기 내측 및 외측에서의 방위각에 따른 중성자 조사량 

분포 및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60년 동안 이용률이 90%인 SMART에서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노심 중앙으로부터 3.75° 

방위각에서 2.88E+16 n/cm2이다. 이는 R-Z 모델에서는 동일 반경 거리에

서의 평균 조사량을 평가하나 R-Θ 모델에서는 방위각 별로 핵연료 집합

체의 원근에 따라 중성자 조사량의 평가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 R-Θ 기하학적 모델에 대해서도 SMART의 압력 용기는 수명기간동

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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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2... 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1... 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4444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9...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3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8...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7...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5...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4...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3...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2...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22222222223223222232223222223222223222223333332222323566666666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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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심 2:Barrel & Side Screen 3: Downcomer Water 4: Detector 5: Cladding 6: Vessel 7: Air

그림 3.5-32  DORT R-Θ 모델링에 사용된 구조 및 물질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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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방위각에 따른 압력용기의 중성자조사량 분포 

(불확실도 및 축방향 첨두출력요소 적용)

방위각
(Θ)

중성자조사량 (n/cm2) 방위각
(Θ)

중성자조사량 (n/cm2)

압력용기내면 압력용기외면 압력용기내면 압력용기외면

0.25
0.75
1.25
1.75
2.25
2.75
3.25
3.75
4.25
4.75
5.25
5.75
6.25
6.75
7.25
7.75
8.25
8.75
9.25
9.75
10.25
10.75
11.25
11.75
12.25
12.75
13.25
13.75
14.25
14.75
15.25
15.75
16.25
16.75
17.25
17.75
18.25
18.75
19.25
19.75
20.25
20.75
21.25
21.75
22.25

2.8460E+16
2.8466E+16
2.8458E+16
2.8375E+16
2.8435E+16
2.8176E+16
2.7989E+16
2.8803E+16
2.8267E+16
2.8506E+16
2.8377E+16
2.7959E+16
2.8522E+16
2.8150E+16
2.8357E+16
2.8241E+16
2.8318E+16
2.8047E+16
2.8262E+16
2.7619E+16
2.7912E+16
2.7482E+16
2.7611E+16
2.7199E+16
2.7099E+16
2.6831E+16
2.6508E+16
2.5887E+16
2.6296E+16
2.6000E+16
2.5138E+16
2.5720E+16
2.4586E+16
2.4843E+16
2.4233E+16
2.3540E+16
2.3458E+16
2.2875E+16
2.2829E+16
2.2283E+16
2.1555E+16
2.1423E+16
2.0719E+16
2.0423E+16
1.9988E+16

1.6534E+15
1.6349E+15
1.6640E+15
1.6401E+15
1.6459E+15
1.6489E+15
1.6512E+15
1.6595E+15
1.6246E+15
1.6617E+15
1.6256E+15
1.6322E+15
1.6408E+15
1.6308E+15
1.6181E+15
1.6430E+15
1.5993E+15
1.6114E+15
1.6211E+15
1.5895E+15
1.5963E+15
1.5886E+15
1.5633E+15
1.5577E+15
1.5407E+15
1.5400E+15
1.5184E+15
1.5213E+15
1.4771E+15
1.4946E+15
1.4545E+15
1.4470E+15
1.4333E+15
1.3933E+15
1.4008E+15
1.3591E+15
1.3460E+15
1.3283E+15
1.3029E+15
1.2799E+15
1.2600E+15
1.2263E+15
1.2077E+15
1.1889E+15
1.1472E+15

22.75
23.25
23.75
24.25
24.75
25.25
25.75
26.25
26.75
27.25
27.75
28.25
28.75
29.25
29.75
30.25
30.75
31.25
31.75
32.25
32.75
33.25
33.75
34.25
34.75
35.25
35.75
36.25
36.75
37.25
37.75
38.25
38.75
39.25
39.75
40.25
40.75
41.25
41.75
42.25
42.75
43.25
43.75
44.25
44.75

1.9516E+16
1.9047E+16
1.8417E+16
1.8105E+16
1.7765E+16
1.7008E+16
1.6731E+16
1.6130E+16
1.5731E+16
1.5269E+16
1.4877E+16
1.4293E+16
1.4217E+16
1.3498E+16
1.3207E+16
1.2815E+16
1.2353E+16
1.2018E+16
1.1646E+16
1.1497E+16
1.0975E+16
1.0777E+16
1.0416E+16
1.0127E+16
9.9487E+15
9.6598E+15
9.4119E+15
9.1713E+15
9.0902E+15
8.9619E+15
8.6665E+15
8.6768E+15
8.3693E+15
8.3372E+15
8.2502E+15
8.0664E+15
8.0407E+15
7.8873E+15
7.9182E+15
7.7454E+15
7.8151E+15
7.7264E+15
7.6133E+15
7.6748E+15
7.5899E+15

1.1428E+15
1.1017E+15
1.0765E+15
1.0617E+15
1.0230E+15
1.0034E+15
9.7681E+14
9.5786E+14
9.1868E+14
9.1262E+14
8.6879E+14
8.5671E+14
8.3933E+14
7.8555E+14
7.9301E+14
7.5992E+14
7.3686E+14
7.3112E+14
6.8687E+14
6.8811E+14
6.5886E+14
6.4496E+14
6.2957E+14
6.1646E+14
6.0301E+14
5.7927E+14
5.7314E+14
5.5845E+14
5.4980E+14
5.3394E+14
5.3045E+14
5.1304E+14
5.1157E+14
5.0141E+14
4.9728E+14
4.8895E+14
4.8559E+14
4.7717E+14
4.7074E+14
4.7188E+14
4.6012E+14
4.6609E+14
4.6328E+14
4.5741E+14
4.6238E+14

최대값 2.8803E+16 1.6640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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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료봉 파손시 선량 평가 

SMART에서 DNB에 의한 연료봉 파손을 가상한 EAB에서의 선량

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Reg. Guide 1.77[3.5-15]와 10CFR100[3.5-16]의 

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분석하 다. 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체형 원자로

는 국내에서 건설한 상용원자로와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의 방출 경로가 

다르다. 따라서 표 3.5-8에 제시된 가정과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EAB의 

거리 변화에 따른 갑상선 선량 및 전신 선량을 평가하 다. EAB에서의 

제한 선량은 10CFR100에서 제시하고 있는 갑상선과 전신에 대한 300 

rem과 25 rem의 25%인 75 rem과 6.25 rem을 설계 목표로 하 다. 

제어봉 이탈사고시 방사선 선원항으로 이용할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

고량은 ORIGEN2 전산코드로 계산하 다. 제어봉 이탈사고 직전까지의 정

상 운전에서 핵연료의 연소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누적, 붕괴, 생성 과정

을 평가한다. 제어봉 이탈사고시 ORIGEN2 전산코드로 평가한 노심내 핵

분열 생성물 재고량으로부터 격납 용기와 2차 계통을 통한 누출 경로를 

이용하여 EAB 및 LPZ 에서의 갑상선 및 전신 선량을 CEADOSE 전산코

드[3.5-17]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방사능 누출 경로를 격납 건물을 통한 1차 냉각재 방출만을 고려할 경

우에 대해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흡입으로 인한 갑상선과 선량노

출에 의한 전신선량을 분석하고 표 3.5-9에 나타내었다. 

그림 3.5-33과 그림 3.5-34에는 앞에서 제시한 핵비등 이탈율 10.0% 외

에 확률론적 평가법에 의한 핵비등 이탈율 4.1% 및 ROPM 118%에 해당

하는 17.0%[3.5-18]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하 으나 계산된 선량

은 10CFR100 선량한도의 25%인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제한치 75 rem과 

6.25 rem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나 사고 후 가동되는 피동 잔열제거 계통

(PRHRS)에서 2차 냉각재의 누설을 가정한다면 핵비등 이탈율 10.0%와 

100m의 EAB 입력 조건에서 갑상선 선량의 설계 목표치 75 rem을 만족

하는 피동 잔열제거 계통에서의 2차 냉각재 누설은 2시간 동안 146 kg으

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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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EAB에서의 감상선 및 전신 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입력자료

항목 입력 자료 비고

핵연료 갭 비방사능 노심 재고량의 10%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인자 1.65 Reg. Guide 1.25

증기 발생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고려하지 않음 증기 덤프 없음

이차 계통을 통한 증기 방출 고려하지 않음 방출 없음

격납 용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0.1%/day 처음 24 시간

EAB에서의 대기 확산 인자

[sec/m3]

100m:5.607E-03

200m:5.204E-03

300m:3.754E-03

400m:2.304E-03

500m:1.578E-03

600m:1.158E-03

700m:8.921E-04

800m:7.115E-04

한국 대표 부지에 대한 

대기 확산 인자 사용

KNGR 사업시

KOPEC이 산정함

발전소외부에서의 호흡율 [m3/sec] 0∼8hr:3.47E-04

일차 냉각재 재고량 [kg] 40620

냉각재 도 [lbm/ft3] 48.746 0.78119 g/cc

노심내 선원항

[Ci]

I-131

I-132

I-133

I-134

I-135

Kr-85M

KR-85

KR-87

Kr-88

Kr-89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9.220E+06

1.340E+07

1.940E+07

2.140E+07

1.810E+07

2.840E+06

1.200E+05

5.550E+06

7.820E+06

9.680E+06

1.020E+05

5.970E+05

1.940E+07

3.670E+06

7.540E+06

1.700E+07

1.650E+07

표 3.5-9  격납 용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누출시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선량 

[rem]

EAB (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갑상선 16.7 15.5 11.2 6.84 4.69 3.44 2.65 2.11

전신 0.179 0.167 0.120 0.074 0.051 0.037 0.0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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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EAB에서의 갑상선 선량 분포

(격납 건물을 통한 1차 냉각재 방출에 의한)

그림 3.5-34  EAB에서의 전신 선량 분포

(격납 건물을 통한 1차 냉각재 방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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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물리 자료 평가

방사선 물리 자료의 생산을 위한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5-3에 

나타내었다. 

가. 에너지 재분포인자

에너지 재분포 인자(ERF)는 최고 열 출력을 갖는 핵 연료봉의 핵

연료와 피복재에 흡수되는 상대적인 핵분열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

용된다. 본 계산에는 MCNP[3.5-19]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

별로 피복재를 포함한 핵연료봉의 감마에너지 흡수율을 평가하 고 이 결

과를 이용하여 SMART에서의 Pin/Box 비율에 대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

를 생산하 다. 

MCNP 계산 값을 근거로 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와 0.5%의 보수성을 고

려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를 표 3.5-10과 같이 계산하 다. 

표 3.5-10  불확실도를 고려한 보수적인 에너지 재분포 인자

P/B ERF ERF(0.5%) ERF(1.0%) ERF(1.5%) ERF(2.0%)

1.000

1.050

1.100

1.150

1.200

0.977

0.973

0.968

0.963

0.959

0.980

0.975

0.971

0.966

0.961

0.983

0.978

0.973

0.969

0.964

0.985

0.981

0.976

0.971

0.966

0.988

0.983

0.978

0.974

0.969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1.0%, 1.5%, 2.0%의 보수성에 대한 ERF값도 계

산할 수 있으며 그림 3.5-35와 같이 나타내었다. 

결과에 의하면 0.5%∼2.0%의 보수성을 갖는 에너지 재분포 인자를 제시

하 으나, MCNP 계산 결과에 수반된 통계학적 불확실도는 최고 0.2%이

므로 0.5%의 보수성을 고려한 ERF(0.5%)의 값을 최종 에너지 재분포 인

자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의 보수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표 3.5-10

와 그림 3.5-35에 제시된 ERF 값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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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를 이용하면 최고 열 출력을 갖는 핵연료봉의 핵연료와 피복재에 흡

수되는 상대적인 핵분열 에너지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주] 1. EDFr : MCNP 계산에 의한 감마에너지 흡수율

2. ERF : MCNP 계산에 의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

3. ERF(0.5%) : 0.5%의 보수성을 갖는 에너지 재분포 인자.

그림 3.5-35  SBLOCA시 기포 감속재 조건에서의 에너지 재분포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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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봉에 대한 냉각재의 감마 에너지 축적율

SMART 노심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핵연료 봉에 대한 감마선 열 

축적율을 상온 출력(Cold Zero Power) 과 고온 출력(Hot Zero 

Power)의 조건에 대하여 MCNP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표 3.5-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 평가 결과는 MCNP 출력 결과로부

터 핵연료 봉, 피복재, 냉각재에 대하여 정규화된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

었다. 

표 3.5-11에 의하면 상온  출력 조건에서는 냉각재에서의 감마선 열 

축적율이 0.92%이고, 고온  출력 조건에서는 냉각재에서의 감마선 열 

축적율이 0.47%로 나타났다. 

핵연료 봉에 대한 냉각재의 감마 에너지 축적율은 안전 해석을 위한 입

력 자료로 이용된다.

표 3.5-11  핵연료에 대한 감마선 열축적율 비교

구역 상온 출력 고온 출력

핵연료심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

0.9755

0.0154

0.0092

0.9818

0.0135

0.0047

다. Assembly Weighting Factor

Assembly Weighting Factor(AWF)를 계산하기 위하여 R-Θ좌표

의 DORT코드를 사용하여 수반 중성자 수송 계산을 하 다. 

DORT 출력 파일로부터 각 핵연료 집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에서의 

값으로부터 반응 함수를 구한 다음 핵연료 집합체에 따른 AWF을 구하

다. 

SMART의 핵연료 집합체 별 AWF는 그림 3.5-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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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SMART 노외 계측기에 대한 AWF

라. Shape Annealing Function

Shape Annealing Function(SAF)는 중성자 선원을 포함하는 노심 

체적의 각 수평 조각에 기인하는 노심 높이의 100분율 당 노외계측기 분

율 반응으로 정의된다. 

SMART에 대한 수반 중성자 수송 계산에 의해 SAF를 평가하기 위해 

DORT 전산코드를 사용하 다. 

DORT 모델은 축방향으로 노심 지지판(z=-126.4cm)으로부터 노심 부분

을 거쳐 측면 차폐 벽 덮개(z=131.0cm)까지 포함한다. 

SAF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 대해 181x156 

미세 격자 구간으로 나누어 R-Z 기하구조로 묘사하 으며 그림 3.5-37에 

노외 계측기가 표시되어 있다. 노심 축에 대하여 반사체 경계조건을 적용

하 고 나머지 경계 면에 대하여는 진공 경계 조건을 적용하 다. 

DORT 전산코드를 이용한 SMART의 노외 계측기에 대한 SAF는 그림 

3.5-38에 나타내었다. 

노심보호용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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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SMART의 SAF 평가를 위한 DORT 모델

그림 3.5-38  SMART의 노외 계측기에 대한 Shape Anneal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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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계도 해석

SMART의 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임계도 해석에서는 기존의 해석

체계[3.5-20] 대신에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를 다룰 수 있는 HELIOS- 

MASTER[3.5-21] 코드 체계를 도입하 다. 사용 후 및 신 핵연료 저장조

에 대한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5-39에 나타내었다. 

a.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임계도 해석 체계   b. 신 핵연료 저장조 임계도 해석 체계

그림 3.5-39  사용후 및 신 핵연료 저장조 임계도 해석 체계

신 핵연료가 사각배열로 되어 있어 HELIOS[3.5-22] 모델링시 Rack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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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을 계속 증가시켜 거시 단면적을 생산하 다. 1/8 대칭 핵연료 집

합체 저장조에 대한 HELIOS 모델링은 그림 3.5-40에 나타내었다. 

그림 3.5-40  SMART핵연료집합체 저장조 HELIOS 모델링(1/8 대칭구조)

이 그림은 HELIOS Package중의 ORION 코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이

다. HELIOS 계산 결과 생산된 거시 단면적은 상부 및 하부 반사체가 저

장조에 핵연료집합체가 중성자 누출이 없을 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 다. 계산된 단면적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장조 임계해석을 

MASTER[3.5-23]로 수행하 다. 

MASTER 및 HELIOS 계산에서 나온 유효증배계수를 그림 3.5-41에 나

타내었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임계 안전에 관한 규정인 NUREG-0800 

[3.5-24]의 제한 요건인 무붕산 저장조에서의 유효증배계수 0.95 이하를 

만족하는 Rack의 최소 간격은 6.9cm로 나타났다. 

SMART 신 핵연료 저장조에 사용하는 Rack에 대한 제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고리 4호기 저장조 Rack으로 사용된 제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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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신 연료 저장조에 대한 임계도 및 민감도를 분석하 다. 

그림 3.5-41  저장조 Rack 간격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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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핵연료 설계

1. 개요

핵연료집합체는 17×17 격자배열로서 264개의 핵연료봉과 지지격

자에 용접된 25개의 안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과 하단은 각각 상

단고정체와 하단고정체가 부착되어 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1개의 안

내관은 노내계측기가 장전될 핵연료집합체에 노내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24개의 안내관은 제어봉 삽입시 제어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노내계측기는 핵연료집합체 하단으로부터 노심 내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핵연료는 세라믹소결체 형태로 된 이산화우라늄이며, 가압된 지르칼로이 

피복관내에 봉된다.

1차 냉각재의 유로는 노심, 주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노심 순으로 형

성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헤드(환형덮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주 냉

각재펌프에 의해 냉각재는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 하부에 위치하는 노심과, 

원자로 압력용기와 노심지지원통 사이의 환형공간에 위치하는 증기발생기 

사이에 강제순환유동이 형성되어 노심에서 발생된 열이 증기발생기 전열

관 내의 2차측으로 전달된다. 제어봉 보호관은 노심의 상반부 위를 흐르는 

냉각재의 횡방향 유동으로부터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 물질을 보호한다.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노내계측기를 지지하고 위

치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냉각재의 흐름을 유도한다. 원자로 내

부구조물은 또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흡수하여 압력 용기로 그 하중을 

전달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자중, 취급, 온도 및 압력구배, 냉각재 흐

름에 의한 충격, 진동, 지진가속력에 기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원자로의 정상,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 하에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

을 수행한다. 모든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위하여 내진범주 I에 

해당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에 있어서는 또한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변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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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봉 설계

가. 핵연료봉 설계개요

일반적인 핵연료의 설계 요건들로는 3장 1절 1항에 따라 원자로의 

정상 운전 및 운전중 예상되는 과도 상태에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고, 사

고시 제어봉의 삽입이 필요할 경우 제어봉의 삽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

게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노심의 냉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3.6-1]. 

SMART 핵연료는 17x17 KOFA 핵연료[3.6-2]의 설계를 기본으로 사용

한다[3.6-3]. 핵연료봉의 개략도 및 제원을 KOFA 핵연료봉과 표 3.6-1에

서 비교하 다. 

UO2 소결체와 Zircaloy-4 피복관을 사용하며, 연료봉의 상부에는 플레넘

이 있어서 UO2 소결체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기체를 수용하며, 플레넘에는 

압축 스프링을 삽입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상ㆍ하 이동을 방지한다. 

핵연료봉의 외경은 9.5 mm이고 소결체의 외경은 8.05 mm이며, 피복관

의 두께는 0.64 mm이다. 

SMART 핵연료봉의 구조별 재질, 체적 및 무게는 표 3.6-2와 같으며 

부품의 제원은 표 3.6-3과 같다. 핵연료봉 내 핵연료 소결체의 적층 길이

(핵연료 유효길이)는 2,000 mm로써 17x17 KOFA 핵연료봉의 길이 3,658 

mm의 55 % 정도이다. 

그림 3.6-1은 SMART 핵연료봉의 도면이며, 그림 3.6-2는 소결체에 대

한 상세도면이다.

나. 핵연료 피복관

핵연료 피복관은 Zircaloy-4가 사용된다. Zircaloy-4는 중성자 흡수

율이 낮고 물에 대해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PWR 핵연료의 피복관으로 널

리 사용되어 왔는데,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노내에서 성능

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Zircaloy-4 피복관의 부식에 향을 주는 인자들로

는 피복관의 온도에 향을 주는 핵연료 출력과 냉각수 화학 특성 등이 

있다.



- 308 -

표 3.6-1  SMART 핵연료봉 설계 제원

Top Bottom

구    분 단위 KOFA SMART  비고

피복관

  - 외  경

  - 내  경

mm

mm

9.50 ± 0.05

8.22 ± 0.04

9.50 ± 0.05

8.22 ± 0.04

da
di

최소 피복관 두께 mm 0.57 0.57 smin

유효길이 mm 3,658 ± 6 2,000 ± 6

핵연료봉 전체 길이 mm 3,847 - 2 2,189 - 2 a

유효길이 위치 mm 11.5 - 0.8 11.5 - 0.8 b

플레넘 길이 mm 166±(+7.6, -8) 166±(+7.6, -8) c

소결체 직경 mm 8.05 ± 0.01 8.05 ± 0.01

갭 μm 170 ± 50 170 ± 50

소결체 도 g/cm3 10.4 ± 0.15 10.4 ± 0.15

U-235 농축도 wt.% 3.7 4.95

플레넘 부피 cm3 6.4 ± 0.6 6.4 ± 0.6

수리후 최소 플레넘 부피 cm3 5.7 5.7

초기 제작 봉내압 bar 21.5 ± 1 21.5 ± 1

표 3.6-2  SMART 핵연료봉의 구조별 재질, 체적 및 무게

구   분 재  질 부  피 (cm
3
) 무  게 (kg)

피 복 관 Zircaloy-4 38.59 0.2531

소 결 체

UO2 99.33 1.033

UO2+Gd2O3
4 wt.% Gd2O3
96 wt.% UO2

99.33 0.989

봉단마개
상 단 Zircaloy-4  0.42 0.0028

하 단 Zircaloy-4  0.42 0.0028

플레넘 스프링 1.4568 (DIN)  2.33 0.018

압축 디스크 1.4541 (DIN)  0.04 0.0003

핵연료봉(Total)

153.53

(displacement 

volume)

1.3118 (UO2)

1.2678 (UO2+Gd2O3)

smind

a

di

c

a

active leng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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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SMART 핵연료봉의 부품별 제원

구    분 단  위 치수 및 재질

 핵연료 유효길이 mm 2000

 소결체 디스크
 디스크 직경 mm 8.0

 디스크 두께 mm 0.8

 스프링을 포함한 플레넘 부피 cm
3

6.4 ± 0.6

 플레넘 스프링

 재  질 DIN 1.4568

 코일 수
 Active Turn : 58

Compact Turn : 3.25

 비압축 높이 mm 198.5

 비압축 직경 mm 8.05

 스프링 와이어 직경 mm 1.55

 스프링 끝단 직경 mm 7.10

 충진가스
 He % ≥ 96

 Ar % ≤ 4

 충진가스 온도(상온) ℃ 25 (상온)

 충진가스 압력 bar 22.5

 피 복 관

 재  질 Zircaloy-4

 내  경 mm 8.22 ± 0.04

 외  경 mm 9.50 ± 0.05

 RMS 평균표면거칠기 μm 0.5

 길  이 mm 2,166

 봉단마개 (그림 3.6-1 참조) mm

a : 9.85

b : 5.20

c : 11.1

 핵연료봉 간격 mm 12.6

SMART 핵연료의 평균 출력은 대용량 PWR 보다 약 40% 작으며, 핵연

료봉 최대 출력도 대용량 PWR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MART 원자로의 1차 계통 냉각수의 화학 조건은 PWR과 조금 다르다. 

PWR과는 달리 SMART 원자로에서는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붕소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붕산에 대응하여 냉각수의 pH를 중화시켜 

주는 Lithium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의 방사 분해를 억제하기 위

해 대용량 상용 PWR에서는 수소를 직접 주입하는 반면에 SMART 원자

로에서는 암모니아를 10 ppm 이상 용해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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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ap) (Fuel Rod Assembly)

그림 3.6-1  SMART 핵연료봉 도면

5.2
9.8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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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SMART 핵연료봉 소결체 상세도면

다. 핵연료 소결체

핵연료 소결체는 4.95 wt.% 농축도의 UO2 소결체로써 17x17 

KOFA 핵연료 소결체와 동일하다(표 3.6-4 참조). 따라서, SMART 핵연

료 소결체는 17x17 KOFA 핵연료의 화학적 조성, 도, 열적 특성 및 기

계적 특성이 동일하다[3.6-2]. 핵연료 소결체는 직경이 8.05 mm, 길이가 

10 mm인 원통형 모양으로, 상ㆍ하면에는 각각 5.5 mm3 부피의 Dish를 둔

다. UO2 소결체 도는 이론 도의 95%로써 10.4 g/cm3이다. UO2 소결

체는 경수로에서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성능이 충분히 검

증되었기 때문에 연소 성능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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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SMART 핵연료 소결체 제원 및 특성자료

구  분 단  위 수치 및 재질

재  질  UO2, UO2+Gd2O3

농 축 도

UO2 wt.%  U-235  :  4.95 wt.%

UO2+Gd2O3 wt.%
 U-235  :  1.80 wt.% 

Gd2O3  :   4 wt.%

핵연료 제원 온도(상온) C  25 (상온)

초기

소결체 도

(공칭)

UO2 g/cm3  10.4 ± 0.15

UO2+Gd2O3 g/cm3
 9.92 + 0.15, 

9.92 - 0.2

소 결 체
높  이 mm  10 ± 1

직  경 mm  8.05 ± 0.01

소결체 디시

(Pellet dish)

구배(반경) mm  66.4

깊  이 mm  Min. 0.23

직  경 mm  6.85

소결체 소결 온도 ℃  1700

소결체

표면거칠기

UO2 μm  < 2.0 

UO2+Gd2O3 μm  ≤2.0 

O/M 비
UO2  2.00 ± 0.01

UO2+Gd2O3  2.096 ± 0.015

라. 연료봉 충진기체 가압

연료봉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헬륨으로 초기 가압된다.

ㆍ연료의 설계수명 동안 피복관 함몰을 방지한다. 초기 가압은 피복관 

내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한 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크립 함몰을 발생시키

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연료의 필요한 운전수명 이후로 연장시킨다.

ㆍ연료봉 내에서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 갭의 열전도계수를 향상시킨다. 

헬륨은 기체 핵분열생성물보다 높은 열전도계수를 갖고 있다.

비가압 연료에서, 초기의 좋은 헬륨 열전도계수는 차후 소결체로부터 방

출되는 핵분열 생성기체의 첨가로 인하여 감소된다. 초기 헬륨 가압은 연

료의 설계수명에 걸쳐 높은 헬륨-핵분열생성물 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갭의 열전도계수 및 열전달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연료봉 내압에 대한 

연료봉 출력준위 및 봉 연소도의 향은 매개변수별로 연구되어 왔다. 



- 313 -

표 3.6-3에서와 같이 초기 96% 이상의 헬륨 충진기체를 22.5 bar의 압

력으로 가압한다. 이러한 초기 충진압력은 피복관 함몰을 방지하는데 충분

할 뿐만 아니라 최대 수명말기 봉내압이 냉각수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핵연료봉 성능분석

(1) 원자로 특성

열출력 330 MWt급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핵설계 

기준으로 무붕산 노심, 핵연료농축도 5 wt.% 이내, “음”의 감속재 온도계

수, 운전 정지여유도 1 %△ρ, 재장전시 유효증배계수 0.95 이하 등을 선정

하여 설계되고 CASMO-3/MASTER 전산코드체계를 이용하여 SMART 

노심계산에 적용한다. 이에 적용된 핵연료는 17x17 KOFA를 기본으로 유

효노심 높이는 2,000 mm이다.

(2) 연료봉 출력이력 특성

SMART 원자로의 노심 특성상 무붕산노심을 운용하며 13,468

개의 핵연료봉과 292개의 가돌리니아 가연성독봉을 장전하여 최대 봉연소

도를 갖는 UO2 핵연료봉과 UO2+Gd2O3 연료봉을 선택하여 핵연료봉 성능

평가에 활용한다. 이때 핵연료봉의 농축도는 다음과 같다.

ㆍ독물질 없는 신연료 농축도 : 4.95 wt.% U-235

ㆍ독물질 있는 신연료 농축도 : 1.80 wt.% U-235와 4 wt.% Gd2O3

일체형 원자로용 핵연료의 성능분석을 위해 열수력 입력자료, 핵연료봉 

입력자료 및 소결체 입력자료가 필요하며 성능분석에 따른 연료봉 설계범

위 및 제한치는 표 3.6-5에 요약하 으며, 노심 열수력 자료는 표 3.6-6에 

정리하 다.

(3) 방법론 분석 및 전산코드

핵연료봉 성능분석 절차는 KOFA 핵연료 설계지침서에 잘 설

명되어져 있다[3.6-4]. 핵연료봉 성능분석을 위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

하여 Long Term, Hot Channel 및 Cladding Stress를 분석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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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Long Term 분석은 정상상태에서 운전중인 원자로의 핵연료봉 분석

ㆍHot Channel 분석은 PC-1 과 PC-2 조건에 따라 인가된 원자로의 운

전중 과도상태에서의 핵연료봉 분석

ㆍCladding Stress 분석은 PC-1 과 PC-2 조건에서 핵연료봉의 기계적 

건전성을 검토한다.

위의 3가지 분석을 통하여 KOFA 핵연료봉 설계기준(표 3.6-5)에 필요

한 설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

ㆍLong Term Analysis와 연관된 변수

  - 핵연료 봉내압(RIP)

  - 피복관의 equivalent plastic strain( ∈eq )

  - 피복관의 산화층 두께(δZrO2 )

  - 피복관의 수소농도( CH ) 

ㆍHot Channel Analysis와 연관된 변수

  - 핵연료 소결체 중심온도( Tcl )

  - 피복관의 total tangential strain( ∈t ) 

ㆍCladding Stress Analysis와 연관된 변수

  - 핵연료봉 설계압력( PD )

  - 피복관 내부 및 용접부분에서의 equivalent stresses

  - Alternating Bending Stresses

SMART용 핵연료봉 출력이력은 Long Term 및 Hot Channel 분석에 

사용된다. 이때 사용되는 전산코드는 CARO-D를 사용한다. 이 코드는 정

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조건하에서 핵연료봉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되

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CARO-D 계산에서 Engineering Factor(FT = 

1.03)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Long Term 분석에 사용되는 CARO 입력 중

에 피복관의 산화관련 실험적 피폭고정상수(Empirical Irradiation Fitting 

Factor)는 피복관 산화거동을 예측하는 COMO-C 코드의 결과와 Best 

estimated CARO 결과(LT-3)를 비교하여 피복관의 최대 산화층 두께를 

결정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2.6 Fitting Fatco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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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핵연료봉 설계범위 및 제한치

No. 설계 제한치 제한치

1
The maximum fuel centerline temperature shall be lower 

than the fuel melting point.
Tcl<Tmelt 

2

The maximum end-of-life internal pressure in the fuel 

rod shall not enlarge the fuel-to-cladding gap(i.e., the 

increase in the cladding tube diameter caused by the 

internal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increase in the 

pellet diameter due to fuel swelling). The maximum 

permissible increase in the cladding tube diameter is 

limited by criterion 4.

-

3

The total tangential strain (obtained through superposition 

of elastic and plastic strains) which occurs as result of 

fast power increas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1%.

εt≤1%

4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in the tensile range 

(composed of axial and tangential strain)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2.5%.

εplastic,equiv.≤2.5%

5

The corrosion layer thickness due to uniform corrosion 

on the cladding tube outside surfac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100 μm.

δZrO2≤100μm

6

The hydrogen concentration averaged over the wall 

thickness of the cladding tub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500 ppm.

 CH2≤500 ppm

7
The fuel rod design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critical elastic buckling pressure.
PD<Pcrit,el 

8
The fuel rod design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critical pressure for plastic deformation.
PD<Pcrit,el

9

For the equivalent stresses in the cladding tube and in 

the welding range the following design limits are applied 

for the individual stress categories.

Stress Category
*

10
The alternating bending stresses due to dynamic loads 

shall be less than 50 N/mm2.
σb<50 N/mm

2

주*)

 Stress Category  Design Limit=Minimum Value from

 Primary Membrane Stresses              M 0.9 RP0.2  ; 0.5 Rm

 Primary Membrane and Bending Stresses  M+B 1.35RP0.2  ; 0.7 Rm

 Primary and Secondary Stresses          M+B+S 2.7 RP0.2  ; 1.0 Rm

RP0.2 = 0.2% Yield Strength as Fabricated Value

Rm = Ultimate Tensile Strength as Fabric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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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핵연료봉 성능분석용 노심 열수력 입력자료 

구    분 단  위 수  치

o System pressure 

o Coolant inlet temperature 

o Mass flow rate

o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coolant and fuel rod

o Core average LHGR 

o Heat production

  outside the fuel rod   

o Maximum possible LHGR

o Peaking factor

  due to fuel rod tolerances 

bar

℃

kg/sec

W/K/m
2

W/cm

%

W/cm

150

270

0.09446

14,300

119.91

2.6

591

1.03

피복관 응력 및 변형률 분석은 연소이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피복관 

응력의 한계는 주기말에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피복관의 응력이 

열수력 자료와 핵연료봉 자료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SPAN-C 코드를 

이용하지만 핵연료봉 설계압력을 이용하여 수계산이 가능하다.

(4) 핵연료봉 한계 연소이력

원자로에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봉(13,760개)을 분석하기는 불가

능하다. 그리하여 핵연료봉 설계기준과 연관된 제한치를 고려한 한계 연소

이력을 갖는 연료봉을 선택하여, 인가된 원자로의 운전조건에서 설계기준

의 만족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Long Term 분석과 Hot Channel 분석을 위해 핵설계 그룹에서 각각의 

연소이력[3.6-5]을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기말에서의 높은 출력과 

높은 연소도에서 Long Term 분석을 통하여 봉내압(RIP)과 피복관의 소

성변형(∈eq)이 더 높게 나타나며, Hot Channel 분석에서는 소결체 중심온

도(Tcl )와 피복관의 변형률(∈t)이 더 높게 나타난다. 

(5) 전산코드 입력자료

핵연료봉 성능분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입력자료 작성절차

는 CARO-D5.5 코드 지침서[3.6-6]에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으며,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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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설계지침서[3.6-4]에도 요약되어져 있다. 

(6) 핵연료 성능분석 결과

SMART용 핵연료봉은 열출력 2775 MWt PWR용의 17x17 

KOFA 핵연료봉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소결체의 적층 길이를 KOFA의 

3,658 mm에서 2,000 mm로 줄인 것이다. 신연료의 농축도는 UO2 4.95 

wt.%를 사용하 으며,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의 농축도는 UO2 1.8 wt.%

와 Gd2O3 4 wt.%를 사용하여 약 36 개월 주기로 노심의 핵연료를 전량 

교체한다.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은 119.91 W/cm로써, 발전용 PWR의 평균선출

력, 178.3 W/cm보다 약 33% 작다. 냉각수의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각 270℃ 및 310℃로써 PWR의 291.6℃ 및 326.8℃ 보다 평균 19.2℃ 가 

낮다. 그러나 핵연료봉 당 냉각수 유량이 작기 때문에 노심에서의 냉각수 

온도 증가가 오히려 PWR 보다 크다. 

냉각수로는 고순도의 물이 사용되는데 PWR에서 노심반응도 제어용으로 

냉각수에 용해 주입되는 붕소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다만 물의 방사분

해를 억제하기 위해 10 ppm 이상의 암모니아를 용해 주입시킨다. 

핵연료 소결체는 UO2 소결체로써 경수로에서 평균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소성능 관점에

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MART 핵연료봉 성능분석 결과[3.6-7, 8], 부식에 의한 산화막 두께는 

70 ㎛(그림 3.6-3 참조)이었으며, 봉내압은 77 bar(그림 3.6-4참조)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 다. 이때 핵연료봉의 중심온도 또한 설계제한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복관 등가소성 변형율은 0.4%로 기계적인 건전성 측면에서도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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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SMART 핵연료봉 피복관 산화막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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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SMART 핵연료봉 내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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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SMART 핵연료집합체



- 320 -

3. 핵연료집합체 설계

가. 홀드다운 스프링력

그림 3.6-5의 SMART 핵연료집합체는 표 3.6-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7x17 KOFA 핵연료에 비해 그 길이가 줄어든 것과 이에 따른 

지지격자 개수의 감소로 인해 집합체에 나타나는 압력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인 집합체의 부양력(Lift-Up Force)도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SMART 집합체에 사용할 Holddown Spring은 KOFA의 4개 판

을 조합한 Spring Pack 대신 두 개의 판 스프링으로 조합된 Spring Pack

을 사용할 수 있다.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기간 동안 요구되는 홀드다운력

은 다음으로 구할 수 있다[3.6-9].

F N,Req ≥ F ΔP+BF-GFA

여기서 FN,Req는 최소 요구되는 스프링력, FΔP는 집합체의 열수력적 부양

력이며 1.24 kN[3.6-10]이다. BF는 집합체 전체의 부력이며 냉각수의 온도

에 따른 도에 종속이다. GFA는 집합체 무게로서 370.842 kg[3.6-11]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집합체의 부력을 최대로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열수력

적 부양력이 작아서 최소 요구되는 홀드다운 스프링력은 -1.998 KN으로

서 양(Positive)의 스프링력만 있어도 집합체는 노심판으로부터 들려지지 

않음을 보이므로 2개의 판 스프링을 사용하더라도 핵연료 집합체가 하부 

노심판에서 들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나. 상단고정체 기계강도 

SMART용 상단고정체(Top End Piece)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 

위치하여 아래로는 안내관(Guide Thimble)을 통하여 하단고정체(Bottom 

End Piece)와 연결되어 집합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위로는 두름판

(Enclosure) 위의 고정틀(Frame)에 1조에 2개의 판으로 구성된 4조의 홀

드다운 스프링(Holddown Spring)을 부착하여 집합체가 노심에서 들려지

지 않도록 하며, 유로판의 유로구멍(Flow Holes)을 통하여 가열된 냉각수

가 고루 분산하여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고정틀과 정렬구멍

(Alignment Hole)을 통해 장전기 Finger가 물려질 수 있도록 하여 집합체

의 이동 및 장전/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상부 노심판과 하부 노심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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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중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다. 

표 3.6-7  SMART 연료집합체 주요 사양 및 Holddown Spring 제원

항     목 제 원

연료봉 수 264

안내관 수 24

계측관 수 1

 지지격자 수 (Zry/Inc) 5(3/2)

하단고정체 일변의 길이 (mm) 213.5

Holddown Spring 그림 3.6-5 참조

집합체 길이 (mm) 2,400

Active Length (mm) 2,000

집합체 무게 (kg) 370.842

CEA 무게 (kg) 44.486

상단고정체

유로판 두께 (mm) 20

유로판 폭 (mm)  106.1

두름판 두께 (mm) 2.5

유로구멍 폭 (mm) 12.6

안내관 플러그 구멍 (mm)  15.5

안내관 나사 구멍 / 상부 Slot 직경 / 깊이 (mm) 13.2/22.0/3

안내관 나사 Dent Hole 직경 / 상부 Slot 직경 / 깊이 (mm) 6.5/8.5/3

판 스프링(leaf/set) / (set) 2/4

하단고정체

유로판 두께 (mm) 19.5

유로판 폭 (mm)  107.0

앵  두께 (mm) 5

앵  길이 (mm) 45

Dashpot 플러그 구멍 (mm) 6.3

국산핵연료의 상단고정체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의 일종인 1.4541 혹은 

이와 동등의 SUS 321을 사용하며, 드릴로 유로구멍 내기 후 전자빔 용접

(Electric Beam Welding)으로 두름판과 고정틀을 유로판에 부착하여 제작

된다. 여기서는 상용의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NSYS를 사용하여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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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허용 최대 응력강도 값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평가하 다. 사

용된 상단고정체의 제원은 표 3.6-7과 같다. 이때 상단고정체의 물성은 

1.4541의 물성을 이용하고 1.4541의 률(Young's Modulus)은 상온 20℃

에서 Ex=200,000 N/mm2 이며 0.2 % offset 항복응력은 205 N/mm2,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는 500∼750 N/mm2[3.6-9]이다. 이로부터 구한 허

용응력 강도 Sm은 [ 1/3σyRT, 2/3σyT, 2/3σuT, 0.9σu,0.2T ] 중에서 최소 

값인 205 N/mm2이다. 

해석 대상인 SMART용 상단고정체는 기하학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단면을 취하여 모델링하면 그림 3.6-6과 같다. 

그림 3.6-6  상단고정체 유한요소 모델

상단고정체의 설계하중으로는 운전조건 I, II에서의 정상상태 운전 중 상

단고정체에 가해지는 CEA Scram 하중, Holddown Spring에 의한 압축하

중과 집합체 자신의 중량이 있으며, 이 외에도 냉각수 유동에 의한 유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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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이 유체력은 다른 하중에 비하여 작으므로 하중에서는 제외한

다. 또 운전조건 III, IV에서의 하중 및 비가동 하중으로서 운송과 취급시

의 하중이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이들 하중 중에서 운송과 취급시의 하중

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3.6-12] 설계시에는 이 운전 및 취

급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계하중으로서 이들 하

중으로부터 집합체 자중의 4배를 한 정적하중을 구하여 설계하중으로 사

용하여 해석에 이용하 다. 이로부터 안내관 주변 절점에 가해야 할 절점

하중을 다음과 같이 구하 다.

Fnode=
(WFuel+WCEA) kg × 9.81 N/kg × 4

NGT × Nodes/GT

여기서 WFuel는 SMART 집합체 무게로서 370.842 kg[3.6-11]이며, WCEA는 

CEA 무게이며 44.486 kg[3.6-13]이다. 대칭위치에 놓인 절점의 하중은 

FNode의 반을 가한다. 계산 모델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은 두름판 상부를 

고정경계로 하고 유로판의 대칭성에 의해 대칭면에 놓인 절점의 변위를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x=0에 위치한 절점의 Uy=0와 y=0 위치에 면한 절

점의 Ux=0 변위 경계를 주고 계산하 다. 

유로판 상ㆍ하에서 안내관 나사 주변 요소를 제거한 상단고정체 형상을 

모사한 모델에서 얻은 최대 응력강도 값은 173.9 N/mm2으로서 응력기준

의 약 85%를 보인다.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는 안내관 나사 주변 

Hole을 따라 국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다. 하단고정체 기계강도 

하단고정체(Bottom End Piece)는 핵연료집합체의 하부에 위치하여 

위로는 안내관(Guide Thimble)을 통하여 상단고정체(Top End Piece)와 

연결되어 집합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유로판 아래로는 사각형의 Angle을 

유로판 아래 네 모서리에 용접하여 하부 노심판의 정렬핀에 의해 고정되

고, 12.6 mm의 유로구멍 피치를 갖는 유로판의 유로구멍(Flow Holes)을 

통하여 냉각수가 위로 고루 분산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부 노심판으

로부터 안내관을 통해 하부 노심판 사이의 하중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구

조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다. 기존의 국산핵연료 하단고정체 해석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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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정체와 마찬가지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최대 응력 발생지점에 Strain Gauge를 부착하

여 기계강도 시험을 통해 설계검증을 하여 왔다. 하단고정체 물성 및 허용

응력 강도는 상단고정체 강도평가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여기서 사

용된 하단고정체의 제원은 표 3.6-7과 같다.

그림 3.6-7은 SMART용 하단고정체로서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생성시 

기하학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1/8 대칭 단면을 취하여 생성된 해석 모델을 

보인다. 이 그림에는 안내관 나사와 안내관 플러그 수용부의 상ㆍ하 구멍

을 따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7  하단고정체 3D 요소 (Solid45)

하단고정체의 설계하중으로는 운송과 취급시의 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3.6-12] 설계시는 이 운전 및 취급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계하중으로서 이들 하중으로부터 집합체 자중



- 325 -

의 4배를 한 정적하중을 구하여 설계하중으로 사용하여 해석에 이용하

다. 이로부터 안내관 주변 절점에 가해야 할 절점 하중을 다음과 같이 구

하 다.

Fnode=
(WFuel+WCEA) kg × 9.81 N/kg × 4

NGT × Nodes/GT

여기서 WFuel는 SMART 집합체 무게로서 370.842 kg[3.6-11]이며, WCEA는 

CEA 무게이며 44.486 kg[3.6-13]이다. 대칭위치에 놓인 절점의 하중은 

FNode의 반을 가한다. 계산 모델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은 지지 Leg가 바

닥에 놓인 상태이므로 Leg 접촉부위를 Uy=0로 두고 유로판의 대칭성에 

의해 대칭면에 놓인 절점의 변위를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x=107 mm line

을 따르는 절점의 Ux=0와 y=0에 위치한 절점의 Uy=0 및 대칭선상, 즉, 

45°NROTAT 선에 위치한 절점의 local 좌표 y=0에 면한 절점의 Uy=0 

변위 경계를 주고 계산한다. 

해석결과 안내관 주변 절점에 집중하중을 가하고 얻은 유로판의 응력 

분포로서 최대 응력강도 값은 184.1 N/mm2을 얻었으며, 안내관 주변 절점

에 압력 하중을 가하고 얻은 최대 응력분포로서 최대응력 강도 값은 195 

N/mm2을 보인다. 

라. 연료봉 노내 지지건전성

SMART 핵연료집합체는 기존의 경수로용 17x17 국산핵연료의 제

원을 사용하고 단지 열출력의 감소에 따라 연료봉의 길이를 줄이게 되어 

지지격자는 기존의 8개에서 5개를 사용하여 그림 3.6-5에서 보는 것과 같

이 그 길이가 줄어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맨 위 및 맨 아래 지지격자는 

중성자 조사기인 스프링력 이완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Inconel 지지격자를 

사용하고 중간의 3개 지지격자는 중성자 경제성에 유리한 지르칼로이-4 

지지격자를 이용하도록 예비설계 되었다. 연료봉은 지지격자에 삽입되어 

축방향 및 횡방향의 위치를 유지하며 연소기간동안 건전성을 유지하여 보

증연소도에 이르기까지 연소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KOFA에 비하여 길이

가 줄어든 SMART 핵연료봉의 지지격자내 지지스프링에 의한 지지건전

성을 연료봉의 고유진동과 관련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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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먼저 연료봉을 등가의 보 요소(beam element)로 형상화한 후 고유

진동모드를 구하여 이 모드형상과 노내에서 실제적인 연료봉의 변위한계

로부터 스프링 지지반력을 구하고 이 지지반력이 수명기간 동안의 스프링

력 이상이 되면 연료봉은 스프링에 의해 지지된다고 가정하고 이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Premount[3.6-14]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임정식

[3.6-15], 강흥석[3.6-16] 등에 의해 적용되었다. 

이러한 계산결과에는 지지격자의 위치, 지지격자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냉각수의 온도, 연료봉 내압, 연료봉의 지지격자에서의 cell 위치를 변수로 

하며, 각 각에 대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이로부터 얻은 지지격자 위

치에서의 스프링 반력을 얻고, 이들의 값이 연료봉의 건전성에 주는 스프

링력의 변화를 예측하여 노내 운전 중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평가에는 온도 및 압력에 따른 물속에서의 유체부가 

질량의 향, 연료봉을 균등한 질량분포로 가정한 경우와 플레넘을 고려한 

경우,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 지지반력의 향 및 고유진동수 변화 등을 포

함하 다. 

계산은 BEVIRA[3.6-17]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BEVIRA의 계산 결

과의 정확성은 참조계산의 결과와 잘 일치하며 각 지지격자 사이의 경간

에서 요소가 많을수록 작은 쪽으로 수렴함을 보이며 한 경간에서 8개의 

요소로 계산했을 경우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에서는 8개

/Span의 요소를 두고 계산하 다.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값은 표 3.6-8

과 같다. ANSYS와의 비교를 위해 경간에 하나의 요소를 갖는 경우로 계

산하면 연료봉의 플레넘을 고려하지 않고 균일한 봉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를 표 3.6-9에 보이고 표 3.6-10에는 각 지지격자 간격에서 요소 수를 

8개를 사용하여 계산된 지직격자 스프링에서의 반력을 나타내고 있다.

운전중 0-연소도일 때 각 지지격자 위치 및 cell의 위치에 따른 고유진

동수 및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의 계산결과는 표 3.6-11과 같다. 

각 cell 위치에서 모드 수에 따른 고유진동수는 각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최소, 중간, 최대값의 조합에 따른 고유진동

수 차이도 크지 않음을 보인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지격자 위치별,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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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별 지지 반력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곽 지지격자 cell에서 상

대적으로 큰 지지반력을 나타나며 최대 지지반력은 약 1.4 N을 보인다.

표 3.6-8  입력자료 계산에 사용된 값

Young's

Modulus (N/m2)

Area Moment

 of Inertia (m4)
Area (m2) Density (kg/m3) Mass/m

9.81x1010 1.75712x10-10 1.78141x10-5 3.3594x104 0.598446779

표 3.6-9  BEVIRA 및 ANSYS와의 고유진동수 계산결과 비교

Mode Number BEVIRA (A) ANSYS (B) deviation (A)/(B)(%)

1 39.82 39.84 0.05

2 46.46 46.33 0.28

3 55.63 55.59 0.07

4 89.66 89.41 0.28

5 142.58 142.72 0.09

6 164.65 164.21 0.27

표 3.6-10  지지격자 위치에서의 스프링 지지반력

SG 위치 1 2 3 4 5

지지반력 -0.2624 1.016 -0.4076 -0.2984 0.9410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의 연소와 함께 중성자 조사에 기인한 응력이

완으로 인해 연소도에 따라 점차 지수적인 스프링력의 상실을 보이게 되

고 이는 연료봉을 지지해주는 역할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

이 된다. 여기서는 SMART 연료에 대한 연소자료가 없으므로 기존의 노

내조사에 기인한 스프링력의 변화자료[3.6-18]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연료봉의 고유진동수 변화 및 지지반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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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고유진동수 및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 (0-연소도 운전조건)

Inner Outer Corner

최소 중간 최대 최소 중간 최대 최소 중간 최대

Zry

SG

Spring 

Force (N)
25 35 45 25 35 45 12 18 24

Rotationary 

Stiff (N/Rad)
200 280 360 200 280 360 102 153 204

Inc.

SG

Spring 

Force (N)
12 18 24 12 18 24 12 18 24

Rotationary 

Stiff (N/Rad)
168 252 336 102 153 204 102 153 204

모드
진동수

(Hz)

1

2

3

4

5

6

38.78

44.74

52.86

78.46

119.78

134.49

41.02

46.53

53.65

82.19

123.10

137.07

42.75

47.88

54.20

85.08

125.83

139.12

38.16

43.93

52.41

75.53

119.04

133.23

40.42

45.67

53.19

78.84

122.35

135.65

42.20

47.02

53.75

81.56

125.12

137.66

35.29

42.09

51.65

74.13

115.04

131.13

37.38

43.80

52.47

77.21

117.82

133.29

39.09

45.15

53.08

79.78

120.22

135.12

SG

위치

지지

반력

(N)

1

2

3

4

5

-0.258

1.029

-0.522

-0.209

1.110

-0.252

1.135

-0.527

-0.332

1.147

-0.243

1.218

-0.533

-0.422

1.173

-0.212

0.851

-0.564

0.112

1.168

-0.215

0.972

-0.610

0.047

1.307

-0.213

1.073

-0.645

-0.011

1.411

-0.272

0.917

-0.476

-0.160

0.970

-0.272

1.003

-0.486

-0.247

1.025

-0.268

1.074

-0.495

-0.317

1.066

그림 3.6-8은 참고문헌 [3.6-18]에서 얻은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의 변

화를 보인다. 이 스프링력은 연소도에 따라 지수적인 감소를 하며 약 25 

MWD/kgU 정도의 연소도에 도달하면 집합체 중간에 위치한 지지격자의 

스프링력은 완전히 상실되어 연료봉은 최상, 하단의 Inconel 지지격자의 

스프링에 의해 지지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스프링력 이완을 적용하여 계

산된 SMART 연료봉의 고유진동수는 그림 3.6-9와 같으며 이는 연소도에 

따른 진동수 변화로서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지지 스프링력이 감소하게 되

어 연료봉의 고유진동수도 상대적으로 연소도에 따라 감소함을 보이지만 

스프링력의 감소와 같은 지수적인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3.6-10은 

연소도에 따른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의 변화로서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감

소 및 진동수 감소에 기인하여 연소가 진행될수록 스프링 지지반력의 감

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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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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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연소도에 따른 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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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연소도에 따른 반력 변화

따라서 연소도에 따라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최소 요구되는 지지력은 지

지반력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연소도 25 MWD/kgU 이상에서는 스프링력

의 상실을 초래하여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반경변화와 지지격자 스

프링의 조사이완, 지지격자 판의 조사성장은 무시하 으며 스프링력에 

향을 주는 제조공차도 무시하여 얻은 단순 계산 결과이다. 

마. 집합체 동적 구조건전성 

핵연료 집합체는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동안 집합체에 가해질 

수 있는 외력에 의하여 집합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력

으로는 SBLOCA에 기인한 하중, 지진의 결과로 발생되는 변위 또는 가속

도 하중이 있을 수 있다. 핵연료 집합체의 동적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지진, SBLOCA 등의 외부 동적 충격력이 작용했을 경우 각 집합체 

절점 또는 부재의 변위, 요소력, 충격력, 모멘트를 구하여 건전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집합체 또는 두 개의 집합체 열이 병렬

로 늘어선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입력인 가속도 입력,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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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에 가상 변위를 사용하여 집합체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고 변

위거동 및 충격 응답을 구하 다. 해석에서는 Beam-Spring-Mass를 사용

하며, 핵연료집합체의 골격을 이루는 안내관의 강성은 기하학적 제원에서 

구하여 계산하 다. 그림 3.6-11은 1-FA 해석 모델과 2개의 집합체가 열

을 이룬 모델이며, 집합체와 집합체 사이의 간격요소에 의하여 충격에 의

한 충격력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림 3.6-11  One and Two Fuel Assembly FE Model

이때 집합체간의 간격은 1 mm를 사용하고 이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은 

핵연료 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되었을 경우 상ㆍ하단 노심판의 정렬핀이 상

ㆍ하단 고정체에 삽입되어 횡방향 움직임이 구속되며, 집합체의 길이가 비

교적 짧아서 회전운동을 무시할 수 있고, 상ㆍ하단 고정체의 강성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석 모델에서는 안내관만을 고려하여 해석하 다. 각 

절점의 mass는 연료봉과 안내관, 지지격자의 무게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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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산의 타당성은 핵연료 집합체의 고유진동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된 집합체의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17.6 Hz이다. 이를 이

용하여 참고문헌 [3.6-19]에 따라 계산된 구조감쇄값은 임계 감쇄값을 1% 

사용했을 경우,α=1.6248, β=4.82996E-05 이다. 

그림 3.6-12는 4g 횡방향 가상 가속도 하중을 가했을 경우의 2-FA 모

델의 집합체 변위 거동으로서 최대 횡방향 변위는 집합체간의 간격 1 mm

보다 큰 2 mm이므로 집합체간의 충격을 보이며, 이에 의해 최대 응력은 

그림 3.6-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점 6에서 560 N/mm2로 계산되었다. 

그림 3.6-12  가속도 하중에 의한 변위 거동

실제의 계산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에서 부품간의 연성결합과 간격을 가

지는 비선형 구조로 인해 횡방향 강성이 기하학적 제원으로 구한 값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지는 설계기준 지진(DBE)에 의한 가속도 하중

도 4g 이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서 계산된 값은 상당한 보수성

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공기 중 및 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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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댐핑 값, 횡방향 강성의 정확한 측정, 가해지는 변위 또는 가속도 

값을 정확히 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13  가속도 하중에 의한 응력 거동

바. 홀드다운 스프링 특성해석

SMART 핵연료집합체는 17x17 KOFA 핵연료에 비해 집합체에 

나타나는 압력강하가 적고 전체적인 집합체의 부양력(Lift-Up Force)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내 조사기간 동안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스프링력의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개 1조

의 Spring Pack에 대한 강성과 비선형 스프링 거동해석을 상용의 

ANSYS 코드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해석에는 유한요소 크기의 향을 고려하여 Coarse Mesh를 갖는 모델

과 보다 조 한 Mesh를 갖는 모델을 사용하여 요소크기에 따른 결과 비

교를 포함하 다. Holddown Spring은 압축력에 대응하여 대변형을 발생

하고 작용력에 수직방향으로의 변위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3차원 모델보

다는 2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시간의 단축과 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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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본 계산에서는 두 개의 판이 조합된 경우에 판과 판 사이의 마

찰을 무시했을 경우(Mu=0.0)와 마찰을 고려한 경우를 계산 비교하 다.

(1) 유한요소 모델 

실제 SMART용 스프링은 17x17 국산핵연료(KOFA)에 사용된 

스프링 제원을 갖고, 스프링은 2개의 판 스프링이 한 조의 스프링 팩을 이

루어 사용된다. 이들의 조립된 상태로부터 특성곡선을 얻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3.6-14에 하중 및 변위 경계조건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6-14  두 개 판 스프링 모델의 경계조건

그동안의 하중 및 경계조건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 상단에 절점 

하중을 가하고, 스프링 바닥의 일점에 힌지 경계를 적용하여 해석하 으나 

이 경우 스프링이 변형됨에 따라 모멘트 팔의 길이가 변하고 작용하중이 

스프링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해석에

서는 보다 실제적인 하중과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모델의 개선을 하 다. 

즉, 상단에 강체가 스프링 면과 미끄러지며 변위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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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이 강체 바닥에 접하는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Holddown Spring은 두 개의 판을 나사를 통해 상단고정체의 고정틀 

(Frame)에 고정한 후 나사 풀림 방지를 위한 wire tag 용접을 하게 되므

로 나사에서는 견고히 고정된 경계를 가지게 된다. 

(2) 해석 결과 및 검토 

하중은 다중 하중단계를 통해 각 각의 하중단계에서 최소 400 

substep에서 최대 900 substep으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고 각 하중단계

의 수렴 값을 매 10회 또는 5회마다 결과를 기록하게 하고 최대 변위 허

용은 운전중의 Holddown Spring의 변위를 고려하여 60 mm 이내에서 계

산되도록 하 다. 가한 하중과 변위의 관계는 경계조건 구속점의 반력을 

계산하여 각 iteration에서의 하중과 변위 곡선을 얻게 된다.

그림 3.6-15는 2개 판 스프링이 조합된 하나의 Spring pack에서 판과 판 

사이의 마찰계수가 0.3(Mu=0)인 경우의 Coarse Model과 Fine Model에서 

얻은 스프링 특성을 나타내며 Coarse Model과 Fine Model의 특성차이는 

3% 미만으로서 Coarse Model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16은 Coarse Model에서 스프링 판 사이의 

마찰계수의 향을 보기 위한 그림으로서 마찰계수 0.3일 때 마찰이 없는 

경우보다 다소 큰 스프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얻어진 스프링 특성곡선을 이용하여 Origin으로부터 3차 다항식 이용한 

Curve fitting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얻을 수 있다.

(가) 상부판

Fine Mode의 결과 : 

Y(x)=-44.61224+57.30118*X-1.06372*X2+0.00674*X3

Coarse Mode의 결과 : 

Y(x)=-31.71172+44.8687*X-0.61469*X2+0.00249*X3

(나) 하부판 : Fine / Coarse Model에서 동일한 결과

Y(x)=-23.22052+37.6568*X-0.48005*X2+0.0026*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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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2 leaves Mu=0.3에서 Coarse, Fin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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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Coarse Model에서 Mu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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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해석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의 축방향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연료봉

의 냉각수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을 억제하며, 열팽창 및 조사성장에 의한 

연료봉의 축방향 움직임을 허용하게 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크기가 작고 형상이 복작하여 그 특성을 얻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

성 또한 기하학적 형상에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지지격자 스프링 특

성을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연료봉의 노내 건전성 해석과 지지격자 스

프링 설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을 얻기 

위하여 SMART 핵연료에서 사용예정이던 인코넬 지지격자 스프링과 지

르칼로이 지지격자 스프링에 대하여 상용의 유한요소 코드를 이용하여 해

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을 얻었

다. 

그림 3.6-17은 인코넬 지지격자 스프링 해석 모델이며 그림 3.6-18은 

Zircaloy Spacer Grid Spring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을 보이고 있다. 

해석에서는 스프링의 기하학적 대칭성에 의해 1/4 부분을 취하고, 경계조

건은 지지격자판에 부착되어 있는 형상을 모사하여 기저부의 고정경계와 

대칭면에 위치한 변위의 대칭선 수직변위를 구속한 경계조건을 부가하

다. 

그림 3.6-19는 인코넬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을 보이며 그림 3.6-20은 지

르칼로이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지격자 스프링의 대변형 비선형 특성을 잘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

해석을 이용하여 스프링 특성을 손쉽게 얻을 뿐만아니라 지지격자의 형상

변경과 같은 설계변경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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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7  Inconel Space Grid Spring Finite Element Model

그림 3.6-18  FE Model of Zircaloy for Combined Spring



- 339 -

0.0 -0.2 -0.4 -0.6 -0.8 -1.0

0

5

10

15

20

25

30
Fo

rc
e(

N
)

D isplacment(mm)

Inconel SG Spring

그림 3.6-19  Characteristics of the Inconel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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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0  Characteristics of the Zircaloy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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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연성독봉 설계

가연성 흡수체로는 UO2 소결체에 가돌리니아(Gd2O3)를 첨가한 가

돌리니아 연료봉이 사용된다. 가돌리니아 연료봉은 상용의 BWR 및 PWR

과 많은 중소형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SMART 원자로용 가

돌리니아 연료봉의 노내 성능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SMART에서는 4 wt.%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이 사용된다. 가연성 독봉

은 수명초기에서의 감속재온도계수를 감소시키고, 첨두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선정된 위치에서 연료봉을 대체한다. 독봉은 기계적인 봉 

제원은 연료봉과 동일하며, 가돌리니아가 첨가된 UO2/Gd2O3 소결체의 노

내 거동은 대개 UO2와 유사하나, Gd2O3의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 

및 용융점이 변한다[3.6-4].

ρth= 10.4 - 0.04 G,

Tm = 2837 - 125 (0.47 G - 0.0175 G2).

여기서, ρth = 이론 도 (g/cm3), G = Gd2O3 농도 (w/o), Tm = 용융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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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핵연료 설계에 필요한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 제어봉집합체의 

기능적 요건과 성능적 요건을 중심으로 한 설계요건과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의 설계에 직접 활용토록 하 다. 

일체형원자로(SMART)용 핵연료봉은 열출력 2775 MWt PWR용의 

17x17 KOFA (Korea Fuel Assembly) 핵연료봉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소결체의 적층 길이를 KOFA의 3,658 mm에서 2,000 mm로 줄인 것이다. 

독봉이 없는 신연료의 농축도는 4.95 wt.%를 사용하 으며, 독봉이 있는 

집합체의 신연료 농축도는 UO2 1.8 wt.%와 Gd2O3 4 wt.%를 사용하여 약 

36 개월 주기로 노심의 핵연료를 전량 교체한다. 핵연료봉의 평균선출력은 

119.91 W/cm로써, 발전용 PWR의 평균 선출력, 178.3 W/cm보다 약 33% 

작다. 냉각수의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각 270℃ 및 310℃로써 PWR

의 291.6℃ 및 326.8℃ 보다 평균 19.2℃ 가 낮다. 그러나 핵연료봉 당 냉

각수유량이 작기 때문에 노심에서의 냉각수 온도증가가 오히려 PWR 보

다 크다. 냉각수로는 고순도의 물이 사용되는데 PWR에서 노심반응도 제

어용으로 냉각수에 용해 주입되는 붕소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다만 물

의 방사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10 ppm 이상의 암모니아를 용해 주입시킨

다. 핵연료 소결체는 UO2 소결체로써 경수로에서 평균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소성능 관점에

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MART 핵연료봉 성능분석 

결과 부식에 의한 산화막 두께는 70 ㎛이었으며, 봉내압은 77 bar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 다. 이때 핵연료봉의 중심온도 또한 설계제한치 범위내에 

있었으며, 피복관 등가소성 변형율은 0.4%로 기계적인 건전성측면에서도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 다.

집합체 설계와 관련하여 집합체가 노심에서 들려지는지의 여부를 평가

한 홀드다운력 평가에서는 집합체의 부력을 최대로 고려하여 계산하더라

도 열수력적 부양력이 작아서 최소 요구되는 홀드다운 스프링력은 양

(Positive)의 스프링력만 있어도 집합체는 노심판으로부터 들려지지 않음

을 보이므로 2개의 판 스프링을 사용하더라도 핵연료 집합체가 하부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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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들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상ㆍ하단고정체 기계강도 해석으로부터 유로판 상ㆍ하에서 안내관 나사 

주변 요소를 제거한 상단고정체 형상을 모사한 모델에서 얻은 최대 응력

강도 값은 173.9 N/mm2으로서 응력기준의 약 85%를 보이고, 하단고정체

에서는 안내관 주변 절점에 집중하중을 가하고 얻은 유로판의 최대 응력

강도 값은 184.1 N/mm2을 얻었으며, 안내관 주변 절점에 압력 하중을 가

하고 얻은 최대 응력분포로서 최대응력 강도 값은 195 N/mm2을 보이므로

서 설계기준 강도인 205 N/mm2 이하를 보 다. 

LOCA 또는 SSE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집합체의 동적해석을 수행하

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이 만들어졌으며 가상의 변위를 이용한 충격거동을 

수행하여 향후 설계입력이 주어졌을 경우 노심내의 집합체 동적 건전성 

해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의 유한요소를 이용한 판 스프링 특성해석에 하중과 경계조건을 개

선한 방법을 적용하여 홀드다운 스프링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도 작성하여 비선형 스프링 특성을 얻었다.

이들의 해석방법과 해석 모델은 향후 국산핵연료 형상의 SMART용 핵

연료를 채택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 설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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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심 설계 기술 개발

제 1 절  개요

본 장에서는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가압 경수로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전산 코드 CASMO-3[4.1-1, 2]/MASTER[4.1-3∼6] 

체계 및 HELIOS[4.1-7∼9]/MASTER 체계의 해석 방법론과, MASTER 

코드, 열수력 해석코드 MATRA[4.1-10, 11] 및 계통코드 MARS[4.1-12, 

13]와의 통합 코드 시스템, 실시간 노심분석 시스템인 TASS[4.1-14]/ 

HAMOCE[4.1-15], 그리고 노심 감시 체계인 SCOMS[4.1-16]에 대하여 

SMART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해 개선, 개발한 내용을 기술한다.

MASTER는 정방형 및 비정방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가압 경수로 

노심의 설계, 모사 및 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목적 다군 3차원 

노심 설계 코드이다. MASTER에는 정상 상태 노심 해석과 제논 동특성

을 포함한 과도 상태의 노심 해석을 별도의 연계 과정 없이 자유로이 수

행하게 하는 기능과 부수로 열수력 해석에 사용되는 COBRA3-C/P 

[4.1-17] 또는 MATRA 코드를 노심 계산 모듈과 착 통합시켜 사용자 

선택에 의하여 보다 정교한 열수력 성능 해석을 수행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화 되어 있다. 가압 경수로에의 적용을 위한 

CASMO-3/MASTER 체계의 불확실도는 각종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표준 모델 계산과 국내외 상용 원전에서 취득한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평

가하 다[4.1-18].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2000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노심 핵설

계 코드체계에 대한 국가인증을 획득하 다[4.1-19]. 이 검증 결과에 의하

면 CASMO-3/MASTER 체계가 보정 인자 없이 웨스팅하우스형, 1000 

MWe급 한국형 및 1300 MWe급 차세대 등을 포함한 가압 경수로의 노심 

설계 및 해석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ASMO-3/MASTER 체계가 KOFA 핵연료나 이와 유사한 핵연료를 사

용하는 SMART 노심 해석에 적용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SMART와 같이 노심내 중성자장과 열수력장의 공간 연계성이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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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에 비해 훨씬 큰 상태에서 정확한 노심 분석을 위해서는 다차원 노심

/열수력 계통 통합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다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이 가능한 MASTER와 역시 다차원 열수력 해석이 가능한 MARS1.3

과를 연계한 통합 코드를 구축하 다. MARS1.3은 RELAP5와 COBRA- 

TF를 통합한 COBRA/RELAP5 코드를 근간으로 개발된 코드로 2상 열유

동 현상을 최적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심 동특성 모델로 점 동

특성 모델(Point Kinetics Model)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MASTER 코드

의 다차원 중성자 동특성 모델로 대체 통합하 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중 사용하는 노심 감시 계통은 노심의 안전성과 관

련된 기술지침서상 제반 사항의 확인 및 노심 운전 지원을 위한 도구로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률 향상을 추구하는 노심 관리 업무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상업로는 운전중 노심의 제어봉 삽입이 제

약되며 축방향 출력 분포를 포함한 운전 허용 역이 좁게 설정되어 있으

므로 설계 계산시 단순한 해석 기법을 사용하고도 열적 여유도를 큰 보수

성 없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SMART는 무붕산 운전 요건

에 따라 제어봉 삽입 운전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 운전 허용 역이 상업

로에 비해 매우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설계 계산시 모든 실제 운

전 상황을 정확히 반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넓은 운전 역에서

도 상업로와 유사한 간단한 해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열적 여유도의 불확

실도가 크게 되므로 노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

간 3차원 출력 분포 예측 및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노심 감시 

체계인 SCOMS를 개발하 다.

실시간 노심감시, 운전지원, 안전 및 성능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

기 위한 노심 동특성 해석코드 HAMOCE와 이에 수반된 입력생산 보조 

코드 GENDA1D[4.1-20]를 개발하여 실시간 노심분석기 코드체계를 수립

하 다. HAMOCE는 계산의 신속성을 위해 1차원 동력학 계산모델을 바

탕으로 하 지만, 정교한 1차원 계산식을 개발ㆍ적용하여 모의결과의 정확

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HAMOCE를 계통 성능해석코드인 TASS에 노심

모사 모듈로서 장착하여 고신뢰도 계통-노심 통합모의체계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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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군정수 생산 체계

이 절에서는 정상 및 과도 상태의 가압 경수로 노심 설계 및 해석

에 필요한 군정수 생산에 사용되는 전산 코드 체계 CASMO-3 및 

HELIOS에 대하여 각 코드별 해석 방법론과 SMART 노심 설계 및 해석

을 위해 개선,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 다.

CASMO-3 및 HELIOS는 미국의 STUDSVIK사가 경수로 노심 해석에 

필요한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코드로서, 2차원 다군 중성자 수

송 이론을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핵계산을 수행한다. CASMO-3 코드

는 원통형 핵연료봉의 정방형 배열로 구성된 기하 구조를 취급하며, 

HELIOS 코드는 핵연료봉의 비정방형 배열로 이루어진 구조의 해석도 가

능하다. 이들 코드는 핵연료 집합체 내의 가연성 흡수봉, 노내 계측기, 제

어봉 등 다양한 조성까지 해석할 수 있고 노심 격막을 포함한 반사체 

역의 핵계산도 수행한다. CASMO-3에 의해 생성된 핵연료 집합체별 균질

화 군정수 및 비균질 조형 함수는 연계 코드인 PROLOG[4.2-1]에 의하여, 

그리고 HELIOS의 경우는 중간 연계코드인 HOPE[4.2-2]/PROLOG를 통

하여 MASTER에서 요구되는 핵종별로 노심 상태 및 연소도에 따른 자료 

형태로 변환된다. 

1. CASMO-3

CASLIB[4.2-3]으로 처리된 중성자 단면적 라이브러리와 가연성 흡

수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격자 계산 코드인 CASMO-3로 군정수를 생

산한다. CASMO-3는 여러 방법으로 중성자 단면적을 생산할 수 있으나, 

참고 문헌 [4.1-18, 4.2-4]에 제안된 절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정량화된 

편차 및 불확실도를 사용하도록 하 다. 참고 문헌 [4.1-18, 4.2-4]에 제안

된 군정수 생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ㆍ40-에너지군을 갖는 K-library 사용

ㆍ중성자 누출을 고려하기 위한 고유 모드 계산

ㆍ7-에너지군을 이용한 2차원 집합체 계산

ㆍ핵연료와 반사체간의 불연속 인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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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3로 생산된 미시적 중성자 단면적은 카드 상으로 저장된다. 이

렇게 저장된 자료는 PROLOG을 이용하여 MASTER 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이때, 조형함수도 동시에 저장되어 MASTER

에서 봉 출력이나 연소 이력을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ASMO-3/PROLOG 체계가 생산하는 중성자 단면적은 미시적 단면적이

다.

2. HELIOS

가압 경수로 노심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HELIOS 군정수 생산 

체계(AURORA, HELIOS, ZENITH)는 ENDF/B-VI의 190 중성자 그룹과 

48 감마 그룹을 근거로 각각 34 중성자 그룹과 18 감마 그룹으로 축약된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거시 단면적, 각 핵종별 미세 단면적, 혁연

료 집합체 내의 열출력, 연소도, 중성자속 분포 및 불연속 인자 등을 생산

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수록된 ZENITH 출력 파일로부터 PDQ 파일 

형태로 전환해 주는 HOPE 및 PROLOG을 수행하여 MASTER 코드의 군

정수 및 조형 함수 등을 생산하게 된다. HELIOS/PROLOG을 이용하여 단

면적과 불균질 조형 함수를 생산하는 절차는 참고 문헌 [4.2-5]에 설명되

어 있다.

3. PROLOG 및 HOPE

PROLOG는 기존의 군정수 라이브러리 편집용 프로그램인 

XFORM[4.2-6] 프로그램을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군정수 변화량을 상

세히 모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CASMO-3에서 생산된 군정수 정

보 파일을 읽어 들여서 MASTER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으로 각 핵종의 

미시 단면적에 관한 정보를 편집해 준다. 이때 미시 단면적은 연소도를 주 

함수로 하고 붕산 농도, 핵연료 온도, 냉각재 온도 및 도 등에 대한 단

면적 변화량을 부 함수로 하는 Table Set 형태로 전환된다. 조형 함수는 

출력, 연소도 및 중성자속의 미세 격자 분포를 연소도에 관한 함수로 구성

한다.

HOPE는 HELIOS의 계산 결과로부터 PROLOG에 필요한 군정수 정보 

파일을 편집하는 보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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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합 노심 해석 코드 체계 (MASTER)

MASTER 코드는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정방형 또는 비정방

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원자로를 3차원으로 모사할 수 있는 노심 설

계 코드이다. 

MASTER 코드에는 다군 3차원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기존

의 노달 해석 방법들[4.3-1∼11] 이외에 NTPEN[4.3-12∼16] (Non-linear 

Triangle-Based Polynomial Expansion Nodal Method) 방법이 추가로 도

입되어 있다. 

MASTER 코드의 상세한 노심 열수력 계산을 위하여 기존의 COBRA3- 

C/P 코드 이외에 정교한 열수력 계산 및 비정방형 핵연료 해석을 위해서 

MATRA 코드를 장착하 으며, 원전 과도 해석 코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통 열수력 코드 MARS 1.3과의 통합 작업도 수행하 다. 

또한, 실시간 노심감시, 운전지원, 안전 및 성능해석 등을 위한 노심분석

기 HAMOCE를 개발하여 계통 성능해석 코드인 TASS에 노심모사 모듈

로서 장착하여 고신뢰도 계통-노심 통합모의체계를 구축하 다.

1. 다차원 해석방법론 및 코드체계 개선/개발

가. 비선형 노달방법의 연소도 보정방법

일반적인 노달방법은 노드 내의 중성자 단면적이 균일하다고 가정

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심이 연소됨에 따라 노드 내의 연소도 

분포는 동일하지 않고 이에 따라 중성자 단면적이 비균질하게 된다. 이러

한 비균질 현상에 의한 노심계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 방법은 노

드를 미세격자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계산시간이 문제가 된

다.

MASTER 코드는 소격격자를 사용하면서도 정확성을 유지시키는 연소

도 교정방법을 사용한다[4.1-3]. 표 4.3-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핵연료집

합체를 4개로 나누어 계산할 때, 연소도 보정방법을 사용한 것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노심고유치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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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비선형 노달방법의 연소도 보정모델에 의한 노심고유치 

계산결과

노심 연소도 

(MWD/kgU)
기준계산(1)

NEM/NIM 

(4 Box/FA)

비선형 NEM/NIM 

(4 Box/FA)

연소도효과

미고려

연소도효과

고려

연소도효과

미고려

연소도효과

고려

0. 1.03731 8(2) 8 7 7

5.4 1.03650 35 20 35 20

10.9 0.98331 51 5 53 6

15.4 0.94422 60 0 62 1

20.9 0.89996 68 -6 70 -4

25.3 0.86802 72 -10 74 -7

30.0 0.83830 72 -13 75 -10

(1) 연소도 효과가 고려된 16 Nodes/FA NEM/NIM 계산

(2) 기준계산과의 차이 (pcm)

나. 다군 노달 전개법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정방형 노심설계/해석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다군 3차원 노달 전개법을 개발하 다. 계산의 효율 증대 

및 시간 단축을 위하여 소격격자 재균형 가속법[4.3-11]을 사용하 다.

표 4.3-2  4그룹 군정수 벤치마크 계산 결과

9.585

 0.29

0.622

-0.32

9.001

0.22

1.646

 0.06

6.676

 0.16

1.018

-0.10

VENTURE Fast Flux (group 1,2,3)

MASTER Error (%)

VENTURE Thermal Flux

MASTER Error (%)

7.708

 0.32

0.533

-0.19

4.787

 0.08

0.759

 0.00

VENTURE Keff = 1.06719

MASTER Error = 0.00004

Reference Solution: VENTURE (FDM, Mesh Size = 0.35 cm)

MASTER Solution (NEM, Mesh Size = 10.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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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Nodal Expansion Method)[4.3-17]을 MASTER 코드에 이식하여 

벤치마크 문제[4.3-18]를 풀어 검증하 다. 표 4.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세격자로 계산된 VENTURE[4.3-19] 기준치에 대한 MASTER의 결과는 

Keff 값의 오차가 4 pcm이고 중성자속의 계산오차는 최대 0.32%로 계산

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NEACRP PWR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

MASTER 코드의 과도 계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

로 대표적인 과도 계산 검증 문제인 NEACRP PWR 제어봉 이탈 사고

[4.3-20, 21]에 대한 모의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계산 결과는 그림 4.3-1과 4.3-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매우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그림에서 PANTHER 결과[4.3-21]는 아주 상세한 계산 격자(16 

Nodes/FA)를 사용하여 구해진 정해이다. MASTER 계산은 소격격자(4 

Nodes/FA)를 사용하여도 기준치와 매우 유사하고, 격자 크기가 같은 정도

로 설정될 경우 거의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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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NEACRP A1 벤치마크 계산의 노심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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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NEACRP C1 벤치마크 계산의 노심 출력 변화

라.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육방형 노심설계/해석용 다군 TPEN 개발

다군 노심설계 및 해석 방법은 고속로, 연구로 등과 같이 속 중성

자속에 의해 노심특성이 지배받는 원자로나 혼합핵연료, 토륨핵연료 등이 

장전되어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된 노심, 또는 노심과도계산과 같이 즉발

중성자 스펙트럼과 지발 중성자 스펙트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MASTER 코드에 장착된 비선형 다항식 

전개법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군 TPEN 방법[4.3-14, 

16]을 개발하 다.

개발된 다군 TPEN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군 TPEN 모듈이 장착되

더라도 기존의 코드 간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2군 CMFD 가속기법 

및 모듈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군 TPEN 방법이 개발

되어도 기존의 MASTER 코드에 장착된 CMFD 가속법과 관련된 모듈들

은 그대로이며, 단지 2군 CMFD 와 다군 TPEN 모듈 사이에 에너지군의 

축약 및 확장에 필요한 Interface 모듈들만 개발하여 장착하 다. 이러한 

Interface 모듈들에는 에너지군 축약에 따른 2군 중성자속/중성자류 계산 

및 핵단면적 계산 모듈, 에너지군 확장에 따른 2군 중성자속/중성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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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중성자속/중성자류로의 확장 모듈 등이 포함된다.

표 4.3-3은 우라늄/혼합핵연료/토륨 장전노심[4.3-22]에 대해 MASTER 

코드에 장착된 다군 TPEN 방법으로 다군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12군 핵

단면적을 사용한 경우를 기준해로 하 으며 에너지군 수를 점차 줄여가며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k값 오차 및 집합체 출력오차를 분석하 다. 

k값 오차 및 집합체 출력오차는 에너지군수가 줄어들면서 점차 커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5군에서 4군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커짐을 알 수 있

다. 이는 2군과 4군이 0.625 eV 이하의 에너지를 하나의 에너지군으로 취

급하여, 노심과 반사체 사이의 중성자 스펙트럼 간섭에 따른 변화를 제대

로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4.3-3  비정방형 노심의 고유치 계산 결과

Core

Type

Energy

Group

초기 상태 제어봉 인출 상태 ERW

(pcm)

& Err 

(%)

Keff &

Err 

(pcm)

Max.

RPD &

Err (%)

Min. 

RPD &

Err (%)

Keff &

Err 

(pcm)

Max.

RPD &

Err (%)

Min. 

RPD &

Err (%)

Uranium

Loaded

Core

12G 0.96885 1.2241 0.6702 0.97682 2.7698 0.3446 842.1

7G

6G

5G

4G

2G

15.3

19.0

34.6

75.6

104.7

-0.02

-0.01

-0.05

-0.20

-0.06

0.31

0.22

0.21

1.54

1.37

14.0

15.2

26.8

63.7

84.2

-0.11

-0.13

-0.24

-0.70

-0.59

0.32

0.29

0.49

1.77

1.63

-0.19

-0.51

-1.04

-1.63

-2.76

MOX

Loaded

Core

12G 0.97573 1.2388 0.7554 0.98319 2.6602 0.3752 778.2

7G

6G

5G

4G

2G

32.8

34.0

44.5

153.9

183.7

-0.17

-0.13

-0.30

-0.92

-0.90

0.98

0.85

1.23

4.79

5.37

29.2

28.2

34.0

130.6

149.7

-0.37

-0.37

-0.70

-2.11

-2.49

0.96

0.88

1.57

5.09

5.89

-0.55

-0.84

-1.49

-3.40

-4.88

Thorium

Loaded

Core

12G 0.96873 1.2375 0.6721 0.97661 2.7060 0.3530 832.8

7G

6G

5G

4G

2G

17.8

21.2

47.9

104.8

150.0

-0.40

-0.36

-0.36

-1.98

-2.11

0.46

0.34

0.45

2.41

2.32

16.1

16.3

36.7

87.6

120.3

-0.16

-0.18

-0.35

-1.02

-1.01

0.42

0.42

0.74

2.61

2.63

-0.25

-0.66

-1.51

-2.38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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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표에서는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혼합핵연료 장전노심의 경

우에는 약 2배 정도, 토륨 장전 노심의 경우에는 약 1.5배 정도 오차가 큼

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핵연료 및 토륨 장전 노심이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중성자속 스펙트럼 경화가 심해 다군에 의한 노심 설계/해석의 필요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군의 감소에 의한 경향이나 노심내 

핵연료 종류에 따른 경향은 제어봉이 인출된 상태나 삽입된 상태나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3에서 4.3-5까지는 표 4.3-3의 노심에 대한 제어봉 이탈 모사 

결과이다. 세 그림 모두에서 첨두 출력은 에너지군의 감소에 따라 늦게 그

리고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7 에너지군과 6 에너지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12 에너지군을 사용한 경우와 매우 유사하나, 5 에너

지군부터는 그 오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원인 때문

으로 풀이된다. 첫째 원인은 앞의 표 4.3-3에서 보인 이탈제어봉가가 에너

지군의 감소에 따라 점차 작아지는 경향 때문이며 둘째 원인은 5 에너지

군 부터는 즉발 중성자 스펙트럼과 지발 중성자 스펙트럼을 구분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들로부터 합리적인 과도해석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6 에너지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3  토륨핵연료 장전 비정방형 노심의 제어봉 이탈 사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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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우라늄핵연료 장전 비정방형 노심의 제어봉 이탈 사고 계산

그림 4.3-5  혼합핵연료 장전 비정방형 노심의 제어봉 이탈 사고 계산

그림 4.3-6은 2 에너지군에 의해 과도상태를 모사할 때 사용하는 지발중

성자 유효분율βeff 의 결과를 타 제어봉 삽입 여부에 따라 보여준다. 제

어봉군 B와 C가 같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제어봉군 B중의 하나가 빠지는 

경우, βeff의 사용에 의해 2 에너지군에 의한 첨두 출력이 발생 시점이나 

크기에서 기준해인 12 에너지군의 결과에 상당히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B 제어봉군만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βeff의 사용이 첨두 출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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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점이나 크기에서 오히려 오차를 크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

림은 2 에너지군에 의해 과도상태를 모사할 때에는 βeff 의 사용에 상당

히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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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에너지군 수에 따른 제어봉 이탈사고 해석결과 비교

마. 비정방형 노심에 대한 비선형 다항식 전개법(TPEN) 검증 및 평가

이 연구에서는 육방형 노심 설계/해석을 위한 비선형 다항식전개법

을 개발하 으며 MASTER 코드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TPEN 방법은 삼각형노드를 기본노드로 한다는 점에서 고차 다항식 전

개법(HOPEN)[4.3-23]과 유사하나, MASTER 코드의 노드구조와 일치시키

기 위해 6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하나의 육각형 노드에 대한 다항식 전

개법의 해를 가우스소거법에 의해 직접 푸는 방식을 채택하 다는 점, 육

각형 내부의 점을 제외한 육각형 외부의 점에 대해서는 MASTER 코드에

서 사용하는 중성자 누설 균형식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3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축방향과 반경방향을 분리하여 반경방향에 대해서는 축방향 중

성자원을 갖는 고차 다항식 전개법을, 축방향에 대해서는 반경방향 중성자

원을 갖는 노달전개법(NEM)을 도입하 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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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격자 유한차분법의 해를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tabilized Bi-Conjugate Gradient(BiCG) 알고리듬과 Wielandt eigenvalue 

shift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BiCG 알고리듬의 선처리 행렬

(preconditioner)을 구하기 위해서 불완전 LU인자법(Incomplete LU 

factorization)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3차원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Symmetric Gauss-Seidel Factorization 방법이 사용되었다.

비선형 다항식 전개법의 정확도 및 계산속도 검증은 다양한 고유치 벤

치마크 문제와 2개의 과도문제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림 4.3-7은 고유치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적용결과를 보여준다. 비선형 다항식전개법은 모든 

문제에서 20 pcm 이내의 고유치 오차를, 그리고 최대 1% 이내의 집합체 

출력오차를 보여 매우 정확한 방법임을 보 다. 그리고 VVER-440 3차원 

문제[4.3-24]를 5초 이내에 계산하여 매우 빠른 방법임을 보 다. 

계산시간 (PENTIUM III-733 MHz)

AFEN TZPEN

3D VVER 1000 4.1 1.7

3D VVER  440 13.8 4.5

그림 4.3-7  고유치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TZPEN 방법의 정확도 및 

계산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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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및 4.3-9는 VVER-440 및 VVER-1000 제어봉 이탈사고 과

도해석 문제[4.3-25, 26]에 대한 비선형 다항식 전개법의 계산 결과를 다

른 코드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두 문제 모두 다른 코드 결과와 매우 유사

한 결과를 보여 MASTER 코드와 비선형 다항식전개법이 과도 해석 문제

에 대해서도 매우 정확하게 계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3-8 및 

4.3-9는 다항식전개법 Kernel을 부르는 조건으로 핵단면적의 변화 조건 

ε>0.001을 주고, 과도상태 모사를 출력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에는 0.01초

마다, 그리고 출력이 완만히 변하는 구간에는 0.1초마다 하도록 한 경우의 

결과도 보여 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에도 비선형 다항식전개

법은 매우 잘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경우의 총 계산시간은 PENTIUM III-733 MHz 컴퓨터에서 

VVER-440 문제에서는 약 3분정도, VVER-1000 문제에서는 약 50초 정

도가 소요되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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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D Nodal T/H Miscellaneous Total

67.1 (34.7%) 39.2 (20.2%) 78.4 (40.5%) 8.9 ( 4.6%) 193.6 (100.0%)

그림 4.3-8  VVER-440 제어봉 이탈사고에 대한 노심 출력 변화 및 

계산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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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D Nodal T/H Miscellaneous Total

20.8 (42.1%) 10.2 (20.6%) 12.14 (24.5%) 6.3 (12.8%) 49.4 (100.0%)

그림 4.3-9  VVER-1000 제어봉 이탈사고에 대한 노심출력 및 계산시간

바. 2차원 전노심 MOC 코드 원형 개발

노달노심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거시격자 유

한차분법 (CMFD)을 MOC[4.3-27, 28] (Method of Characteristics) 중성

자 수송계산에 적용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CMFD 방법에 의한 해와 

MOC 중성자 수송계산의 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노드 경계면에서 중

성자류를 보존시켜야 한다. 따라서 MOC에 의한 중성자 수송 계산시에는 

Pin-Cell 경계면에서의 다군 중성자류를 계산하 으며 이로부터 CMFD 

계산시 중성자류 보존을 위해 사용될 중성자류 보정인자를 생산하 다. 이

렇게 생산된 중성자류 보정인자는 Cell 균질화로부터 생산된 Cell별 균질

화상수와 함께 MOC 중성자 수송식과 등가인 다군 CMFD식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유도된 다군 CMFD 수식은 다시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2군 

CMFD 방법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2단(다군/2군) CMFD 계산을 통해 나

온 Cell별 중성자속과 경계면에서의 중성자류는 다시 MOC 계산에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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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Cell내 역별 중성자속와 노심 경계면에서의 방향 중성자속을 갱

신하는데 입력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2차원 노심 중성자 

수송 계산코드인 DeCART 코드[4.3-27, 28]를 개발하 다.

그림 4.3-10은 DeCART 코드의 2단 CMFD 가속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KAIST 벤치마크 2A 문제[4.3-29]에 대해 적용하여 Chebyshev 가

속기법 및 CMR(Coarse-Mesh Rebalancing) 가속기법과, 수렴특성 및 계

산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MFD 가속법은 MOC 계산횟수를 획기

적으로 줄여 8번의 반복계산만으로 수렴된 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Chebyshev 가속기법에 비해 약 35배, CMR 가속기법에 비해 3.5배 감소

한 횟수이다. 계산속도에서도 CMFD 방법은 CMR 방법에 비해 약 2.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CMFD 방법이 전노심 MOC 중성자 수송계산의 가속

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0  2D MOC 계산에서 가속 기법에 따른 오차 감소 경향

(KAIST 벤치마크 2A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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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격자계산용 코드 개발

기존의 핵설계 절차에서 노심 계산은 3차원 MASTER 계산을 통

해 이루어 지는데 이 계산은 소수군의 군정수를 필요로 한다. 소수군 군정

수는 CASMO-3 또는 HELIOS의 핵연료집합체 격자계산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코드들은 가압경수로와 비등경수로를 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고 새로운 노심의 개발시 적절한 변형을 통하여 군정수 계산을 수행해

야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코드가 아니므로 코드의 내부를 수정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격자계산용 중성자 수송코드인 DENT-2D[4.3-30, 31] 

(Deterministic Neutral Particle Transport Code in 2-Dimensional Space)

를 개발하 다. 이 코드는 MASTER와 연계하여 소수군 군정수 계산에 

주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서는 노심전체의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DENT-2D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차분법

은 characteristics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 방법은 적분수송법과 SN 방법

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적분수송법은 아주 복잡한 기하학적구조를 

지닌 문제를 취급하는데 용이하다. SN 방법은 심한 비등방성산란을 취급

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하

적으로 큰 문제를 푸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 노심 계산을 

characteristics 방법으로 푸는 것이 가능하다. 격자계산의 가속화를 위하

여는 CMFD (Coarse Mesh Finite Difference)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 다. 

공명단면적을 다루기 위하여 subgroup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 방법에서 

공명적분은 구적법에 의해 근사된다. 공명에너지 역에서의 등가 단면적

은 격자계산에 사용되는 characteristics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고정선원 

수송계산을 통하여 구하 다. 격자계산에서는 전반사 경계조건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실제 노심에서는 임계를 유지하는 까닭에 버클링을 조절하여 

임계스펙트럼을 계산하여 연소계산에 사용한다. 

DENT-2D에서는 B1 근사계산을 통하여 임계스펙트럼은 계산한다. 핵연

료의 연소에 따른 구성물질의 변화는 exponential matrix 방법을 통하여 

계산한다. DENT-2D를 위한 다군단면적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준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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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현재 격자계산 및 연소계산을 위해서 당분간 HELIOS 라이브

러리와 ORIGEN-2[4.3-32]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가압경수로의 핵연료봉 및 집합체를 대상으로 DENT-2D, CASMO-3, 

HELIOS 및 Monte-Carlo 계산을 비교하여 표 4.3-4와 5에 나타내었다. 

표 4.3-4  핵연료봉에 대한 무한증배계수 비교

w/o
Tm

(K)

Tf

(K)

UO2 Fuel UO2+Gd2O3 Fuel rod

MCNP HELIOS DENT-2D MCNP HELIOS DENT-2D

3

300 300
1.39035

±.00073
1.39295 1.39307

0.21970

±.00023
0.21609 0.21619

310 310 - 1.3922 1.39228 - 0.21674 0.21663

300 600
1.37759

±.00086
1.38053 1.38061

0.21812

±.00030
0.21524 0.21503

5

300 300
1.49351

±.00083
1.49282 1.49386

0.30384

±.00034
0.30094 0.30109

310 310 - 1.49199 1.49291 - 0.30154 0.30168

300 600
1.47818

±.00096
1.4798 1.48068

0.30233

±.00035
0.29959 0.29954

표 4.3-5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무한증배계수 및 봉출력 비교

 

Case

 Tm 

(K)

Tf 

(K)

Multiplication factor
Pin power*1)

(max. % error)

HELIOS[a] CASMO-3 DENT-2D CASMO-3[b] DENT-2D[b]

No

BP

300 300 1.5011 1.49775 1.50178 2.09 1.36

310 310 1.5003 1.49701 1.50187 2.09 1.45

300 600 1.4884 1.48788 1.49013 2.09 1.36

Gd

300 300 1.4512 1.4493 1.45151 4.61 2.45

310 310 1.4502 1.4483 1.45045 4.08 2.45

300 600 1.4387 1.4397 1.43915 3.97 2.45

Pyrex

300 300 1.3769 1.37792 1.37492 3.14 1.44

310 310 1.3757 1.37911 1.3736 2.81 1.45

300 600 1.3654 1.37141 1.3635 2.92 1.54

*1) |(b-a)/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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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와 4.3-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여러 온도 및 핵연료 집합체

에 대하여 CASMO-3, HELIOS 그리고 MCNP[4.3-33]의 계산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DENT-2D는 MASTER와 연계하여 

노심핵설계 코드로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격자계산코드들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야 하고 많은 벤치마크 계산을 통한 검증계산이 

필요하다.

아. HELIOS/MASTER 핵설계체계 정확도 평가

광 1호기 1∼7주기 및 광 3호기 1∼2주기 실측자료를 바탕으

로 노심반응도와 첨두출력인자에 대하여 평가한 HELIOS/MASTER 핵설

계체계의 불확실도는 표 4.3-6과 같다. 등온온도계수, 역붕산반응도가 및 

제어봉가 등은 불확실도를 정량화하기에 자료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HELIOS/MASTER 최대오차와 CASMO-3/MASTER 불확실도를 비교하

여 표 4.3-7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노심반응도와 첨두출력인자

의 불확실도는 CASMO-3/MASTER와 유사하며 등온온도계수, 역붕산반

응도가 및 제어봉가의 최대오차는 CASMO-3/MASTER의 불확실도 범위 

이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HELIOS/MASTER 핵설계체계 불확실도

노심반응도

불확실도 (pcm)

첨두출력인자 불확실도

Fq Fr Fxy

HELIOS/MASTER 362 0.048 0.034 0.044

CASMO/MASTER 366 0.050 0.032 0.040

표 4.3-7  HELIOS/MASTER 최대오차와 CASMO-3/MASTER 불확실도

HELIOS/MASTER 

최대오차

CASMO-3/MASTER 

불확실도

등온온도계수 (pcm/℃) 1.46 2.5

역붕산 반응도가 (%) 9.56 12

개별 제어봉가 (%) 14.7 15

총제어봉가 (%) 8.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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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열수력․계통 통합 코드 개발

최근 노심 열수력 코드 및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와 3차원 중성자 

동력학 코드를 통합하여 보다 정확한 원전 과도 해석 코드를 구축하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세 코드의 통합

이 각각의 코드에서 요구되는 막대한 계산량 때문에 비현실적이었으나, 이

제는 급속한 전산기 능력의 향상에 힘입어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가. 노심․열수력 코드 통합

노심 열수력 코드인 MATRA 코드는 기존의 COBRA-IV-I[4.3-34, 

35]를 토대로 하여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코드는 부수로 해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가압 경수로 및 신형 원자로의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의 정방형 및 

비정방형 핵연료 집합체나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수로 해석 코드이다. 

상세 노심 열수력 해석을 위하여 기존의 COBRA3-C/P와 병행하여 

MATRA 코드와 핵 설계 코드인 MASTER와의 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코드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들과 모형들을 추가하 다.

나. 노심․계통 코드 통합

MARS 1.3은 RELAP5와 COBRA-TF를 통합한 COBRA/RELAP5 

코드를 근간으로 하여 코드 구조 조정 및 현대화를 통해 고유의 코드로 

새롭게 개발된 다차원 최적 열수력 계통 분석 코드이다. 이 코드는 이상 

유체 모델, 열전도체 모델, 점 동특성 모델, 기타 밸브, 펌프 등의 가압 경

수형 원전의 계통과도 분석에 필요한 모델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노심 동특성 모델로 점 동특성 모델(Point Kinetics Model)이 사용되

고 있어, SMART와 같이 노심내 중성자장과 열수력장의 연계성이 일반 

상업로에 비해 훨신 큰 상태에는 모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노심 분석을 위하여 노심/열수력 계통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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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열수력․계통 코드 통합

열수력 계산 관점에서 MARS/MASTER 코드는 소격 격자와 상세 

격자 사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 다. 소격 격자 계산시 노심 열수력 계산

은 전적으로 MARS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상세 계산시에는 MASTER에 

내재된 COBRA 모듈 계산과 MARS계산이 병행되어 집합체 단위의 유로

에 대한 열수력 정보 생산이 가능하다. 

MARS/MASTER 통합 계산의 정확성은 그림 4.3-11에 보인 바와 같이 

OECD 주증기관 파단사고[4.3-36]에 검증계산을 통해 확인하 다. 한편, 

상세 열수력 계산 격자 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림 4.3-12에 보인 바와 같

이 COBRA 모듈에 의한 간이 DNB 계산이 가능하다[4.3-37, 38].

이들 코드의 통합을 통해 노심의 다차원 동특성 해석이 중요한 계통 과

도 현상, 혹은 계통 과도 현상이 노심 동특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

고 등에 대한 최적 모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계산 방식의 비효율성, 

부정확성 및 보수성을 일거에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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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OECD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MARS/MAST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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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  OECD MSLB 벤치마크 문제에 대한 DNBR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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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노심분석기 코드체계 개발

실시간 노심분석기는 노심감시, 운전지원, 안전 및 성능해석 등 다

양한 분야에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실시간 구동능력과 정확성을 겸비한 

일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코드 HAMOCE와 이에 수반된 입력생산 보조 코

드 GENDA1D를 개발하여 실시간 노심분석기 코드체계를 수립하 다. 또

한, HAMOCE를 계통 성능해석 코드인 TASS에 노심모사 모듈로서 장착

하여 고신뢰도 계통-노심 통합모의체계를 구축하 다. HAMOCE는 계산

신속성을 위해 일차원 동력학 계산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정교한 일

차원계산방식을 개발ㆍ적용하여 모의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HAMOCE 계산방식의 정확성은 다양한 정상상태 노심 및 과도현상에 

대한 HAMOCE 모의결과를 삼차원 기준계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입증하

다. 

한편, TASS와 연계된 각종 열기관 운전모의, 즉, 기동, 가열, 출력증감

발, 정지, 비정상 출력운전 및 일부 사고 상황모의를 통해 HAMOCE 코드

와 입력모델이 부과된 기능요건을 만족하며 건전하게 작동함을 확인하

다. HAMOCE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차원 계산 방법론 개발

중성자류 보존인자에 기반한 일차원 CMFD 계산 방식[4.3-39, 40]

과 제어봉단 위치함수로 된 이차원 표방식의 일차원 군정수 함수화 방식

을 개발하여 일차원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월등히 향상시켰다. 

나. HAMOCE 계산 기능 및 입출력 기능 구현

HAMOCE에는 광범위한 운전 역에서 정확한 노심 모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각종 계산 기능, 즉, 고유치 계산기능, 과도 계산기능, 제논

과도 해석기능, 고정선원 계산기능, 잔열 계산기능, Cusping 효과 처리기

능, CMFD 계산기능을 구현하 다. 이밖에 삼차원 출력분포 생성기능, 노

심 반응도 및 성분별 반응도 계산기능, 단독 열수력 계산기능, Restart 기

능 등의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하 다. HAMOCE 표 4.3-8에 주어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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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바탕으로 표 4.3-9에 나타나 있는 출력물을 생산한다.

표 4.3-8  HAMOCE 입력 자료

구분 입력자료

문제지정 및

계산 수행조건

지정 자료

초기 출력준위 (%)

초기 제어봉위치 (steps)

제논 계산조건 (무제논, 평형, 과도)

Restart 계산여부

노심형상 자료
축방향 노드구조 (노드 수, 노드 크기)

제어봉 형상 정보 (전삽입 위치, step 크기)

동력학인자 자료

지발중성자 특성자료

(각 지발입자 군별 생성분율, 붕괴상수)

에너지군 별 입자속도

단독 계산모드용

열수력 입력자료

연료봉 제원(소결체 외경, 피복재 두께, 연료봉 외경)

연료집합체 제원 (출력, 피치, 연료봉수 등)

입구 유동조건 (입구온도, 유량)

별도파일 입력자료

일차원 군정수 파일명

횡방향 출력분포 파일명

고정선원 파일명 및 세기

Restart 파일명 및 block 번호

기타 입력자료
Decusping 다항식 계수

과도계산 수렴도

표 4.3-9  HAMOCE 기본 출력물

구분 출력자료

자체용 출력물
노드별 군정수 및 k-inf

k-eff (초기 고유치계산) 혹은 노심반응도 (과도계산)

출력정보

노심 총 출력, %

축방향 출력분포

삼차원 출력분포

화면도시용 출력물

횡방향 출력분포

첨두 선출력 (watt/cm)

Axial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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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차원 군정수 생산검증 체제 구축

HAMOCE의 주요 입력자료인 일차원 군정수는 MASTER 삼차원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를 위해 MASTER에 일차원 군정수 

자료출력용 부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일차원 군정수의 생산 및 검증 자동화

를 위한 보조코드 GENDA1D를 개발하 다.

라. TASS코드와의 연계

TASS 코드와의 연계계산을 위해 표 4.3-10에 제시된 연계 변수를 

정의하고 HAMOCE를 TASS의 부프로그램화함으로써 연계계산체계를 구

현하 다. 

표 4.3-10  TASS와의 연계변수

구 분 연계자료

계산 제어 자료

(계통모사기 지정)

계산모드 (초기화/과도 계산/운전 정지 등)

시구간 크기(초)

제어봉위치(steps)

Restart 파일 작성/입력 통제 자료 (block번호 등)

열궤환 변수

(열수력 계산격자별로 

지정)

냉각재 도

냉각재온도

연료온도

출력정보

(노심모사기 지정)

노심 총출력

축방향 출력분포

마. HAMOCE 방법론 검증

HAMOCE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과도상태에 대해 검증계

산을 수행하여 삼차원 MASTER결과와 비교하 다. 대표적인 검증결과는 

그림 4.3-13과 4.3-14에 보인 입자류 보존인자 효과성, 그림 4.3-15와 

4.3-16에 보인 제어봉 이탈 및 인출 모의의 정확성, 그림 4.3-17에 보인 

부하추종계산시 지논과도 계산결과의 정확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HAMOCE 코드의 신속성은 표 4.3-11에 보인 바와 같이 3차원 계

산에 비해 수십 내지 수백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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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3  중성자류 보존인자의 반응도 오차 개선 효과

그림 4.3-14  중성자류 보존인자의 축방향 출력분포 오차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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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5  NEACRP A1 제어봉이탈사고에 대한 HAMOCE 모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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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제어봉인출사고에 대한 HAMOCE 모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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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  부하추종 계산결과 비교

표 4.3-11  HAMOCE/MASTER 간 계산시간 비교 

제어봉 이탈 부하추종

MASTER 33.4 438.2

HAMOCE 0.62 0.91

비율 53.9 481.5

* 계산 시간은 초단위로 1GHz Pentium III PC에서 측정

바. SMART용 HAMOCE 모델 생산

SMART노심에 대해 HAMOCE를 적용하기 위해 기본 입력 파일

을 작성하고 상온 기동부터 고온 출력운전 역까지 적용 가능한 광대역 

군정수 함수를 생산하 다. 그림 4.3-18은 출력 증감발 운전에 대한 

TASS/HAMOCE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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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TASS/HAMOCE 출력 증감발 운전 모의결과

이상에서 보인 바와 같이 HAMOCE는 앞으로 SMART 성능해석기 및 

운전지원 코드체계의 주력 모듈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정확성과 신속

성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경우 향상

된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전원 교육 및 운전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안전해석과 성능해

석을 수행할 경우 저차원 계산 모델의 사용으로 인한 보수성을 절감을 통

해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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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 감시 코드 체계 개발 

SMART 노심은 제어봉이 항상 삽입된 상태로 운전되므로 평면별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상용 대형 원자로와 

같은 노심 출력 감시 방법(예: COLSS[4.3-41])을 사용할 경우 지나친 보

수성으로 인해 여기에 도입된 운전여유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모든 제어

봉 삽입 형태에 따른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한 설계 단계에서 주기말까지 노심의 운전 이력을 정확히 예측하여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노심의 운전 이력을 반 할 수 

없어 노심 감시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SMART의 노심감시계통(SCOMS[4.1-16]: 

SMART COre Monitoring System)에서는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여 3차원 노심 감시 출력분포와 노심 첨두출력값을 생산하는 방법

을 개발하 다. 

가. 방법론

SCOMS는 공정변수들을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운전제한치를 감시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4.3-42] :

․선출력 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azimuthal tilt),

․축방향 출력편차 (axial shape index).

노심감시계통은 노내계측기의 신호와 선출력 도 여유도,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속적으로 계

산하여 계산 값을 해당 운전제한치와 비교한다. 만약 어느 계산값이라도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면, 노심감시계통 경보가 발생하고 운전원은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 노심출력운전제

한치, 축방향 출력편차, 사분 출력 경사비 운전제한치들은 다음과 같은 기

준을 만족하도록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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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예상운전과도사건의 결과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가상사고의 결과는 예상치 이내이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정해진 안전계통제한치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지만, 노심감시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또는 가상사고 동안 

직접적인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안전을 위

해서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운전중 원자로 노심 상태가 안전해석 그

리고 저 핵비등이탈률(DNBR) 및 고 선출력 도(LPD) 운전정지 설계시 

가정한 초기조건보다 나쁘게 되지 않도록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한다. 노

심감시계통은 원자로 노심 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운전원이 규정된 

운전제한조건의 범위내에 노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값의 지시와 경

보를 제공한다.

운전제한치들은 노심 3차원 출력분포에 기초하여 감시되며, 모든 핵연료

집합체의 3차원 출력분포는 감시하는 노심 상태에 대해 온라인으로 생산

된 상수를 이용하여 생산된다. SMART 노심의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와 

가상 고온봉에서의 축방향 출력형태는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구한다. 마찬

가지로 노심 3차원 첨두출력계수(Fq), 평면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xy),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도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구한다.

노심 3차원 출력분포 계산 모듈은 SCOMS의 모듈중에서 발전소 전산기

로부터 노심 상태 변수를 입력받아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를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로 계산하여 노심 감시 상수들을 생산하고, 노심 감시 

상수들과 노내계측기 측정 신호를 입력받아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

산하는 모듈로 이루어진다. 즉 발전소 전산기로부터 노심 상태 변수를 읽

어 노심 감시 상수를 자동 생산하는 GENCC 모듈, MASTER 노심 설계 

코드의 입력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GENMASINP2 루틴, MASTER 코드의 

노심감시 상수 생산용 MAKECC 루틴과 노심 감시 상수와 노내계측기의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 3차원 출력분포와 각종 출력 첨두인자들을 생산하

는 THREEDPOW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3-19는 SCOMS 프로그램의 각 계산 모듈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 SCOMS에서 MASTER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노심 3차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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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생산하는 루틴의 흐름도는 그림 4.3-20과 같다. 

Sensor

Validity

Checks

In-core Flux
CEA Position

RCS Pressure

MCP Speed
Core Outlet Temp.

Core Inlet Temp.

Feedwater  Flowrate

Feedwater Temp.
Feedwater Pressure
Steam Pressure

Secondary
Calorimetric

Power

Core Delta T
Power

RCS Flows

Core Power
Distribution
and AO

Azimuthal  Tilt

Comparison

Core Power Limit
based on LHR

Core Power Limit
based on DNBR

Selection of
Core Power Limit

Licensed Power LimitAudible Alarm

Alarm/Display

Core Power

Audible Alarm

Steam Temperature

그림 4.3-19  SCOMS 프로그램의 계산 모듈

Core State 
Variables GENCC

GENMASINP2

MASTER

(SCOMSMAS)

THREEDPOW
Detector 
Readings

노심감시상수들

SCOMS run

그림 4.3-20  SCOMS 프로그램의 3차원 노심 출력 분포 생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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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C 모듈에서는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대한 노심 감시 상수들을 

MASTER 코드로부터 온라인으로 생산해 내며 THREEDPOW 모듈에서

는 생산된 노심 감시 상수들과 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3차원 노심 출력

분포를 생산한다. 

나. 코드체계 검증

SMART 노심의 축방향 길이는 200.0 cm 이고 반사체 역을 배

제하고 20개의 축방향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 4.3-21에 표시한 바와 

같이 21개의 핵연료집합체에 40 cm 길이의 노내계측기가 축방향으로 5개

가 설치되어 하나의 계측기 box는 각각 4개의 축방향 노드를 포함하고 있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림 4.3-21  SMART 노심의 노내 중성자 검출기집합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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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노심에 대한 SCOMS의 노심 감시 3차원 출력분포, 첨두출력 

인자 및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을 검증하기 위해, 표 4.3-1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노심(1/1Core) Eq-Xe 상태의 BOC(0 EFPD), 

MOC(510 EFPD), EOC(1020 EFPD)에서 20%, 60%, 100% 출력준위에서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있을 때 노심 감시 계산을 수행하여 4 nodes/FA 

MASTER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SMART 노심은 무붕산 노심으로 제

어봉이 삽입되어 운전되므로 표 4.3-1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어봉이 

삽입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시험하 다. 각 노내계측기의 측정 신호는 

MASTER 4 nodes/FA 계산 결과로부터 각 노내계측기의 box 출력으로 

모의하 다. 따라서 SCOMS의 검증 계산은 계측기 오차를 배제하고 

MASTER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일관된 체계(consistent system)로 이루

어져, MASTER 계산 결과를 참고값으로 SCOMS 노심 감시 출력 생산 

방법론상에 내재된 오차를 검사할 수 있다. 

표 4.3-12  SMART 노심의 SCOMS 검증 계산 경우

Burnup
Power

(%)

Bank Position(steps : 1 step=1 cm)

R1 R2 R3 R4 S1 S2

BOC

Eq-Xe

100 200.000 191.795 131.801  71.806 200.000 200.000

 60 200.000 163.601 103.607  43.612 200.000 200.000

 20 196.190 136.195 76.200  40.005 200.000 200.000

MOC

Eq-Xe

100 200.000 188.697 128.702  68.707 200.000 200.000

 60 200.000 154.203 94.209  40.005 200.000 200.000

 20 178.308 118.288 58.293  40.005 200.000 200.000

EOC

Eq-Xe

100 200.000 200.000 190.297 130.302 200.000 200.000

 60 200.000 200.000 145.110  85.090 200.000 200.000

 20 200.000 172.999 113.005  53.010 200.000 200.000

표 4.3-12에 나와 있는 SCOMS 검증계산에서 SCOMSMAS 루틴

(MASTER 코드)의 수행시간은 PC-733 MHz WIN-OS 전산기에서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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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소요되었으며, SCOMSMAS 루틴을 제외한 SCOMS의 노심 감시 3

차원 출력 생산 계산 및 다른 계산의 총 소요시간은 약 0.3초이내 다. 

SCOMS의 계산 시간의 대부분은 SCOMSMAS 루틴의 노심 감시 상수 

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SCOMSMAS의 대부분 전산시간(약 

80%)은 화면표시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COMSMAS 루틴의 화

면표시 기능은 실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노심 감시 상수에 소요되

는 시간은 약 3초 이내이다. 따라서 SCOMS는 현재 상용화된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노심 감시 출력 계산의 일회 수행 시간인 

10초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며, 제어봉이 삽입되어 운전되는 SMART 

노심의 특성상 3배의 더 빠른 노심감시 주기가 요구되더라도 그 기능요건

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1) 노심 3차원 출력분포 비교

표 4.3-13은 SCOMS의 노심 3차원 출력분포 계산 결과와 각 

첨두출력값을 MASTER의 기준 계산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3-13에서 괄호안의 값은 MASTER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4.3-13  노심 3차원 출력분포 비교

Burnup
Power

(%)

3D Node

 Power

Distribution

RMS Error

Peak Value (Difference)

Fr Fz Max(Fxy)

BOC

100 0.000 1.527 (0.000) 1.307 (0.000) 1.928 (0.000)

60 0.000 1.627 (0.001) 1.313 (0.000) 2.359 (0.000)

20 0.000 1.666 (0.000) 1.539 (0.000) 2.442 (0.000)

MOC

100 0.000 1.440 (0.000) 1.401 (0.000) 1.770 (0.000)

60 0.000 1.529 (0.000) 1.467 (0.000) 2.186 (0.000)

20 0.000 1.585 (0.000) 1.646 (0.000) 2.290 (0.000)

EOC

100 0.000 1.274 (0.000) 1.268 (0.000) 1.599 (0.000)

60 0.000 1.282 (0.000) 1.204 (0.000) 1.658 (0.000)

20 0.000 1.348 (0.000) 1.271 (0.000) 1.894 (0.000)

* 괄호안의 값은 MASTER 결과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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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산 경우에 대해 3차원 노드의 출력분포 오차는 0으로 SCOMS의 

계산 결과는 MASTER의 출력분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SCOMS 방법

론상의 내재된 오차는 없다. 따라서 노심 출력 분포 계산의 오차는 

MASTER 코드의 출력분포 계산 오차에 의존한다.

(2) 노심 3차원 첨두출력(Fq) 비교

SCOM로 계산한 선출력 도에 의한 운전제한치 감시를 위한 

첨두출력값(Fq)을 비교하여 표 4.3-14에 수록하 다. 

표 4.3-14  SCOMS의 3차원 첨두출력값 비교

Burnup
Power

(%)

Fq

MASTER

Calculation
COLSS

SCOMS

Best-estimated

SCOMS

10% Uncertainty

BOC

100 1.899 2.520 1.899 2.089

60 2.076 3.097 2.077 2.285

20 2.475 3.760 2.475 2.723

MOC

100 1.963 2.479 1.963 2.159

60 2.211 3.208 2.211 2.432

20 2.615 3.768 2.615 2.877

EOC

100 1.925 2.027 1.925 2.118

60 1.679 1.996 1.679 1.847

20 1.871 2.408 1.871 2.058

SCOMS에서 계산한 Fq값은 MASTER의 3차원 봉출력에서 구한 값과 

일치하며, 이 값은 최적 계산된 값이다. SCOMS에서는 이 값에 10%의 계

산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여 선출력 도 계산에 사용

한다. 표 4.3-14에서 COLSS로 표시한 계산값은 축방향 노심의 10%-90% 

길이에서 Fxy(z)의 노심 최대값 Fxy에 축방향 노심 평균 출력의 최대값 

Fz를 곱한 값으로 현재 CE형 원자로의 디지털 노심운전제한치 감시계통 

COLSS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값이다. 표 4.3-14에서 알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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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Fq값 계산에서 COLSS 방법을 SMART 노심에 적용하는 경우 

지나친 보수성이 고려되어 운전여유도를 감소하게하는 반면 SCOMS의 값

은 보수적이면서 COLSS 값보다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

(3)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그림 4.3-22는 핵비등이탈률 계산용 SCOMS의 가상 고온봉 축

방향 출력분포를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MASTER에서 최적 계산된 

Fr 연료봉의 축방향 출력분포와 COLSS 방법으로 계산된 가상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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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  SCOMS의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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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산 경우에서 SCOMS의 가상 고온봉 출력분포는 MASTER에서 

최적계산된 Fr 연료봉의 출력분포보다 보수적인 값을 보여주며, 또한 

COLSS 방법에 의한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보다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핵비등이탈률 출력제한치 평가

SMART 노심의 부수로 기하 형태와 횡방향 출력 분포가 1/8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노심 입구에서의 열수력 조건이 균일하다고 가정하

면, MATRA 코드의 횡방향 분석 대상으로는 SMART의 1/8 노심으로 충

분하다. 분석에 소요되는 기억 용량과 계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미 선정

된 몇 가지 적절한 모형들 중에서, SCOMS의 DNBR 출력제한치 계산 모

형으로는 1/8 노심에 대한 21-수로 해석 모형(21-channel lumped model)

을 선정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수로에서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

존방정식을 반복해법으로 풀어 노심의 열수력 인자들을 계산한다. 

SMART 노심의 DNBR 계산은 SR-1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사용한다. 노

심 평균 열유속을 변화시켜 노심 최소 DNBR이 설계 한계(limit) DNBR이 

되는 DNBR 출력제한치(DNB-POL)를 계산한다. DNB-POL은 정상운전시

의 노심 출력제한치로 MATRA로 계산된 값에 DNB-POL 계산 불확실도

와 과도상태시의 DNBR 여유도 감소량(Required Overpower Margin, 

ROPM)를 보정하여 결정된다.

SMART 노심에서 최소 DNBR 계산시간은 약 0.5초(Pentium III PC)이

고 DNB-POL를 계산하기 위한 반복계산 횟수는 약 3-4회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실시간 노심 DNB-POL 계산간격 요건이 30초이므로 MATRA를 이

용한 실시간 DNB-POL의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 DNBR 

계산방법(CETOP[4.3-43])을 이용한 상용 가압경수로 디지털 노심감시계

통(COLSS)의 경우에 비해 DNBR 출력 여유도가 2.5% 이상 증가하 으

며,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를 사용하는 SMART 노심의 경우 

SCOMS의 DNB-POL이 약 127%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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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체형 원자로 설계에 사용되는 전산 코드 체계를 구축하 다. 이

를 위하여 가압 경수로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CASMO-3/MASTER 및 HELIOS/MASTER 전산 코드 체계를 개선하

으며 열수력 해석 코드인 COBRA3-C/P 및 MATRA, 계통 코드인 

MARS와 MASTER를 통합하 다. 또한 노심 감시 코드 체계인 SCOMS

와 실시간 노심분석기 체계인 HAMOCE/TASS 코드 체계를 개발하 다.

가. 핵설계 코드 체계

정방형 및 비정방형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가압 경수로 노심의 

설계, 모사 및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고 효율성을 갖춘 다목적 다군 3차원 

노심 설계 코드인 MASTER 코드체계를 개발하 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일차원 노심 동특성 해석코드 HAMOCE를 기반으로 실시간 노심

분석기 코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 다.

MASTER 코드의 동특성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고 각종 노심모사 기능

을 추가함으로써 코드체계의 정확성과 계산속도를 획기적으로 증진함은 

물론, 코드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 다. 특히, 정방형 및 비정방형 노심에 

대한 다군 에너지 중성자속 해석 방법을 개발하 고 이의 검증계산을 통

하여 동 방법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인하 다. 또한 2차원 노심 중성자 

수송 계산코드인 DeCART 코드의 원형을 개발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 MOC방법에 기초하고, 가속기법으로 거시격자 유한차분법을 도입한 

이 방법은 거시격자 재균형법(CMR)이나 Chebyshev 가속기법에 비해 탁

월한 성능을 보 으며, 향후 SMART 노심설계의 검증 및 군정수 생산코

드 개발의 원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MASTER 코드 체계의 불확실도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국가인증을 획득하 다. 이는 동 코드체계

를 사용하여 수행된 일체형원자로 노심설계/해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SMART 설계코드의 인허

가 획득을 위한 표준절차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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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열수력․계통 통합 코드 개발

상세 노심 열수력 해석을 위하여 기존의 COBRA3-C/P와 병행하여 

MATRA 코드와 노심핵 설계 코드인 MASTER와의 통합이 이루어 졌으

며,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MATRA 코드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들과 모형들을 추가하 다.

SMART 노심의 과도 해석이나 운전 모사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

록 MASTER 코드와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인 MARS 1.3의 통합 시스템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이를 위하여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DNB 계산

이 가능하도록 코드내 간이모형 CHF 상관식을 장착하 고, 열수력 계산 

관점에서 MARS/MASTER 코드는 소격 격자와 상세 격자 사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OECD/NEA에서 주관하는 MSLB Benchmark 

Phase Ⅱ및 Ⅲ에 참여하여 동 코드체계를 검증함으로써 우리 기술로 개발

한 코드체계의 정확성과 우수성을 확인하 다.

이들 코드의 통합을 통해 노심의 다차원 동특성 해석이 중요한 계통 과

도 현상, 혹은 계통 과도 현상이 노심 동특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

고 등에 대한 최적 모의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계산 방식의 비효율성, 부

정확성 및 보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노심 감시 코드 체계

SMART 노심은 제어봉이 항상 삽입된 상태로 운전되므로 상용 대

형 원자로와 동일한 노심 출력 감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여기에 도입된  

지나친 보수성으로 인해 운전여유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모든 제어봉 삽

입 형태에 따른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단

점을 없애기 위해 SMART의 노심 감시계통(SCOMS)으로 노심 설계 코

드인 MASTER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감시 시점의 노심 상태에 적합한 

노심 감시 상수들과 노내 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3차원 노심 감시 출력

분포와 노심 첨두 출력값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검증 계산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SCOMS의 3차원 첨두출력값(Fq)이 

기존 상업로 노심 감시 계통에 사용되는 COLSS의 값보다 보수적이어서 

COLSS에 비해 운전여유도를 크게 증가시켜 준다. 또한, COLSS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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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보다 운전여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노심 핵비등이탈률 출력제한치(DNB-POL) 계산 소요시간도 계산

시간 요건을 만족하며, 간이 DNBR 계산방법(CETOP)을 이용한 COLSS

의 경우에 비해 DNBR 출력 여유도가 2.5% 이상 증가하 으며, 혼합날개

가 부착된 지지격자를 사용하는 SMART 노심의 경우 SCOMS의 

DNB-POL이 약 127%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SCOMS는 일회 수행 시간이 약 3초로 현재 상용로의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에서 요구되는 노심 감시 출력 계산 시간인 10초를 충분히 만족

하고, 제어봉이 삽입되어 운전되는 SMART 노심의 특성상 3배의 더 빠른 

노심감시 주기가 요구되더라도 그 기능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COLSS보다 운전 여유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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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형노심 특성 연구

SMART 노심에 붕산을 첨가한 경우와 우라늄 핵연료를 우라늄/토

륨 혼합핵연료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우라늄 장전 노심의 설계사양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1. 붕산첨가 SMART 노심

SMART 노심에는 49개의 CEDM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최외곽 8

개의 핵연료집합체를 제외한 전 핵연료집합체에 CEDM을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집합체의 중심거리보다 직경이 작은 CEDM의 개발

이 필요하며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의 CEDM을 그대로 SMART 노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집합체를 하나씩 거른 이른바 Checkerboard 형

태의 CEDM 배치가 불가피하며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용

성 붕산의 추가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수용성 붕산의 운용방식은 크게 on-line과 off-line 방식으로 대별 할 수 

있다. On-line 방식은 개념적으로 기존의 가압경수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압경수로와 동일한 붕산조절 및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노심운전중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봉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Off-line 방식은 노심의 출력운전 중에는 일정한 양의 수용

성 붕산농도를 유지하고 노심의 초기기동 또는 유지보수기간 중에만 붕산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그림 4.4-1은 25 CEDM을 사용하는 경우 고온 출력이나 출력운전 중

에는 제어봉만으로 노심의 반응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나, 상온에서 

고온 출력 미만의 온도 범위에서는 반응도 제어에 붕산수의 사용이 필

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온에서 고온 출력 사이에서는 제어봉과 

on-line 붕산농도 조절을 병행하여 노심을 제어하고 고온 출력 운전 시에

는 off-line 방식으로 일정한 붕산을 유지하여 제어봉이 담당해야 할 잉여

반응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제어봉만으로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는 방

안에 대하여 분석하 다. 이에 따라 이 방식에 적합한 장전모형을 새로 선

정하고, 수용성 붕산과 제어봉의 운용방안을 수립하 다[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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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전 제어봉 삽입시 온도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그림 4.4-2  수용성 붕산의 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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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정된 장전모형의 노심분석 결과 노심의 잉여반응도와 출력운전 

중 적합한 붕산농도는 그림 4.4-2와 같다. 즉, 주기초에서 840 EFPD까지

는 100 ppm 정도의 수용성 붕산을 사용하고 840 EFPD 이후에는 수용성 

붕산을 제거하고 제어봉으로만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4-1는 상온상태에서 노심반응도 제한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붕

산농도를 수록하 다.

표 4.4-1  노심 잉여 반응도 및 정지 여유도 요약

연소도

(EFPD)
0 300 600 900 1080

최소붕산요구량

(ppm)

CZP, ARI

1057 849 687 559 446

최소붕산요구량

(ppm)

CZP, N-1

786 596 468 366 272

Shutdown Margin

(%Δρ) 

CZP, ARI

3.55% 3.49% 3.29% 3.1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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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륨 장전 SMART 노심

토륨 장전 노심에 사용될 우라늄 핵연료는 토륨 장전 핵연료 설계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축도 20%인 MEU(Medium Enriched 

Uranium)로 결정하 다. 그림 4.4-3은 연소도 45MWD/kgHM에서 토륨핵

연료내의 MEU 혼합비에 따른 토륨 장전 핵연료집합체의 무한증배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3  MEU 혼합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SMART 노심이 중성자 누설을 포함한 총 반응도 손실량을 상쇄할 수 

있는 무한증배계수는 대략 1.1 정도이다. 따라서 그림 4.4-3으로부터 토륨

장전노심이 5년 주기길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MEU와 토륨 핵연료를 혼

합비 40:60 으로 섞어 사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주기길이 5년으로 설계된 토륨 장전 노심[4.3-22, 4.4-2∼3]의 핵적 특성

들을 요약하여 표 4.4-2에 수록하 다. 토륨 장전 노심의 축방향 출력편차

는 제한조건 A.O.<0.3을 만족하며, 최대 Fq 값은 주기말의 2.184로 제한조

건 Fq<2.5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제어봉 삽입 조건에서의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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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k값은 0.93851로 제한조건 k<0.95를 만족하며, 고착제어봉 조건에

서의 최대 k값은 0.97755로 제한조건 k<0.99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토륨 

장전 노심의 총 제어봉가는 19∼21 %Δρ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

라늄 장전노심에 비해 약 15 % 정도 작게 평가되었으며, 이탈 제어봉가는 

최대값이 228 pcm으로 나타나 제한조건 ERW<250 pcm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토륨 장전 노심의 반응도 계수를 살펴보면 냉각재 온도계수

(MTC)는 우라늄 장전노심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Doppler 온도계수

(DTC)는 조금 더 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MEU와 토륨 

핵연료를 혼합비 40:60 섞은 토륨핵연료를 사용한 주기길이 5년의 

SMART 노심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4.4-2  토륨장전노심의 핵적 특성

BOC 420 day 840 day 1260 day EOC

Critical State

  Axial Offset

  Fq-pin

keff

  CZP, ARO

  CZP, ARI

  CZP, 고착제어봉상태

총 제어봉가(%Δρ)

이탈제어봉가(pcm)

MTC(pcm/K)

  HFP, Eq. Xe

  HFP, no Xe

  HZP

  CZP

DTC(pcm/K)

  HFP, Eq. Xe

  HFP, no Xe

  HZP

  CZP

-0.156

1.975

1.17474

0.93851

0.97755

21.4

218

-68.9

-73.3

-60.7

-10.5

-4.5

-5.6

-4.2

-4.9

0.037

1.677

1.13597

0.92152

0.96479

20.5

184

-61.0

-65.9

-53.6

-10.2

-4.4

-4.6

-4.3

-4.9

-0.102

1.916

1.12393

0.92305

0.97066

19.4

195

-56.0

-63.6

-51.8

-9.2

-4.9

-5.5

-4.5

-5.1

-0.257

2.100

1.12522

0.91863

0.96883

20.0

216

-56.1

-64.4

-51.7

-7.6

-5.7

-7.2

-4.8

-5.3

-0.020

2.184

1.11469

0.90141

0.95446

21.2

228

-54.8

-60.3

-48.9

-6.0

-5.6

-5.8

-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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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은 토륨 장전 노심의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된 제어봉 이

탈사고 모사에 사용될 동특성 인자들을 우라늄 장전노심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표 4.4-3  제어봉 이탈사고 모사에 사용될 동특성인자 비교

동특성인자
주기초 주기말

우라늄 노심 토륨 노심 우라늄 노심 토륨 노심

지발 중성자

분율

βeff

β1

β2

β3

β4

β5

β6

0.0074240

0.0002560

0.0015019

0.0013686

0.0030018

0.0010517

0.0002442

0.0071540

0.0002629

0.0014877 

0.0013306 

0.0029125 

0.0009555 

0.0002052

0.0056500

0.0001759

0.0011836

0.0010507

0.0022077

0.0008300

0.0002024

0.0053150

0.0002172 

0.0011671 

0.0010176 

0.0020658 

0.0006902 

0.0001569

Precursor

붕괴상수(/sec)

λ1

λ2

λ3

λ4

λ5

λ6

0.012746

0.031776

0.118424

0.316720

1.402223

3.919943

0.012720

0.031780

0.116875

0.313101

1.393747

3.863019

0.012792

0.031500

0.122671

0.324520

1.404395

3.805249

0.012695

0.031875

0.121113

0.316554

1.386056

3.697439

역 중성자속

(sec/cm)

1/v1

1/v2

0.51221E-7

0.23454E-5

0.28913E-7

0.19005E-5

0.52070E-7

0.26257E-5

0.30458E-7

0.22546E-5

즉발중성자

생존시간(μsec)
lp 13.7902 10.8965 19.2903 15.2405

토륨 장전 노심의 βeff 는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약 5% 정도 작으

며, 역중성자속 (1/vg) 값은 약 1/3 정도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륨 장

전 노심의 즉발 중성자 생존시간 (lp) 값은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약 

2/3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동특성 인자들에서 나타난 토륨 장전 노심의 이

러한 특성들은 토륨 장전 노심이 βeff 값이 작아 제어봉 방출시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다소 큰 반응도 삽입을 가져오며, lp 값이 작아 과도 계

산시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다소 급격한 출력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륨 장전 노심은 이탈 제어봉가가 우라늄 장전 노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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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5∼15 % 정도 작기 때문에 작은 βeff 값으로 인한 반응도 삽입량의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4는 토륨 장전 SMART 노심의 제어봉 이탈에 따른 노심 출력

의 변화를 우라늄 장전 노심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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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토륨 및 우라늄 장전 노심의 제어봉 이탈사고 모사비교

두 노심 모두 0.015초 부근에서 노심 출력 115% 트립 설정치를 초과하

게 되며, 0.05∼0.06 초 부근에서 최대 출력에 도달하며, 1.66초 부근에서 

노심 트립에 따른 제어봉의 삽입이 시작되면서 노심출력이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륨 장전노심의 과도출력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

라늄 장전노심에 비해 최대 출력에 이르는 시간에서 0.01초 정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최대 출력에서도 주기초에서는 비슷하나 주기말에서는 약 4%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륨 장전 노심은 Doppler 궤환효과에 의

한 노심 출력의 감소 속도 또한 빠르게 나타나 노심 최대 출력 이후에는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낮은 출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토륨 장

전 노심의 Doppler 궤환효과에 의한 음의 반응도 삽입량이 우라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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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륨 장전 노심의 안전성은 우라늄 장

전 노심에 비해 약간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토륨 장전 노심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평준화 비용법에 기초하여 수행

되었으며 표 4.4-4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토륨 장전 노심은 주기길

이의 증가로 인해 고정비에서 연간 약 6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이나, 238U 

에 비해 약 2.5배 큰 토륨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으로 인한 연간 연료비의 

손실이 15억 정도에 달해, 총 발전비에서는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연간 

약 9억원(총발전비의 2%) 정도의 손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비 측면에

서는 현 핵연료 시장가격을 토대로 할 경우 토륨 장전 노심이 우라늄 장

전 노심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표 4.4-4  발전비 계산 결과

항목 우라늄 장전 노심 토륨 장전 노심

총건설비 (억원) 2564

고정비율 (/년) 0.1183

정격출력 (MWe) 100

평균부하율 0.95

정격출력일 (EFPD) 1080 1680

재장전 보수기간 (일) 63

이용율 (/년) 0.9001 0.9173

고정비 (원/kWhe) 38.468 37.747

Gd 봉 구매가 ($/봉) 500

B4C 봉 구매가 ($/봉) 536

핵연료비 (mills/kWhe) 7.032 8.367

환율 (원/mills) 1.3

핵연료비 (원/kWhe) 9.142 10.877

발전비 (원/kWhe) 47.610 48.624

연간연료비 (억원) 80.1 95.3

연간고정비 (억원) 377.0 330.7

연간발전비 (억원) 417.1 425.9

연간연료비 절약 (억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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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SMART 노심에 붕산을 첨가한 경우와 우라늄 핵연료를 우라늄/토

륨 혼합핵연료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우라늄 장전 노심의 설계사양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SMART 노심에 상용화된 CEDM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5개의 

CEDM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노심반응도 제어능의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수용성 붕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운전중 

붕산의 사용 및 농도의 변화를 최소로 하면서 노심의 반응도를 가장 효과

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출력운전 중 약 100 ppm 정도의 붕산농도를 840 

EFPD까지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후 주기말까지 붕산을 제거하고 운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노심에 우라늄/토륨 혼합핵연료를 장전할 경우에는 농축도 

20%인 우라늄 핵연료와 토륨 핵연료를 40:60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SMART 노심의 설계제한치들을 만족하는 5년 주기길이의 토륨 장전 노

심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륨 장전 노심에 대한 제어봉 

이탈 사고 평가 결과, 토륨 장전 노심은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작은 지

발 중성자 분율(βeff)과 즉발 중성자 생존시간(lp)로 인해 사고 초기에는 

출력이 약 ∼4% 정도 높으나 핵연료의 온도 상승에 따른 Doppler 궤환효

과가 크기 때문에 최대 출력 이후에는 낮은 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 인해 제어봉 이탈 사고후 추가로 생성된 총 열에너지에서 토륨 

장전 노심이 우라늄 장전 노심에 비해 작으며, 따라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토륨 장전 노심이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륨 장전 노심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토륨 장전 노심은 주기길이 증가로 인해 고정비에서

는 이득을 보 으나, 연료비에서는 손실로 나타나 총 발전비에서는 약 9억

원(총 발전비의 약 2%) 정도의 손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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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SF 7 가열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1. 개요

비등열전달 계통에 있어서 임계열유속(CHF)은 가열면의 열유속 또

는 표면온도가 증가하거나 유량, 압력, 유체온도 등 유동조건이 변화할 때 

증기의 발생으로 인해 가열표면에 액체가 계속적으로 접할 수 없게 되면

서 가열표면과 유체사이의 열전달계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으로 정

의된다. CHF는 원자로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안전 해석 등에 중요한 변수

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의 핵연료봉과 같이 가열표면에서 열유속이 

조절되는 시스템에서는 CHF 현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표면온도가 급격하

게 상승하여 핵연료봉의 용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

안 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CHF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

러한 노력의 결과, CHF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고, 

개발된 수많은 CHF 상관식들이 핵연료 개발 및 노심 설계에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상관식들은 제한된 범위의 실험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용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형상이나 운전조건에 대한 실

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CHF 현상의 이해도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증대 및 이용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

전성 및 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

고 있다. 이러한 신형원자로에 적합한 핵연료로서 기존 경수로의 핵연료와

는 현저하게 다른 사각형(Self-spaced Square Finned : SSF) 핵연료봉 다

발이 고려되고 있다. SSF 핵연료의 모양은 기존의 상용 경수로와 매우 다

르다. SSF 핵연료는 그 모양이 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 핀이 부착되어있

으며 핵연료의 배열이 사각배열이 아닌 삼각배열이다. 이러한 핵연료는 노

심의 냉각효율 측면에서 기존 핵연료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

존의 상용 경수로에 적용하는 상관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SSF 핵

연료에 대한 상관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또한 상관식개발을 위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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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러시아의 IPPE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IPPE에서는 

Freon과 물에 대한 CHF 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상용 경수로 핵연료에 

대하여 RCS 실험 장치를 구축하여 CHF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4.5-1∼

4.5-4]. 따라서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해 RCS 열수력 Loop를 

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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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F 핵연료 다발에 대한 CHF 성능 및 상관식 평가

본 항에서는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

봉에 적용 가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 고 또한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

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하 다.

먼저 SSF형 핵연료 다발에 적용 가능한 러시아 상관식[4.5-6]과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적용 가능한 EPRI-1[4.5-7] 및 KfK-3[4.5-8] 상관식으로 

CHF를 계산하 다. SSF형 핵연료봉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입구 조건 

개념으로 러시아에서 개발된 것이다. KfK-3 상관식은 고전환로에 적용하

기 위한 조  삼각격자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된 것으

로서, 피치와 핵연료봉 직경의 비가 p/d > 1.02 인 조건에 적용 가능하다. 

EPRI-1 상관식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원래 국부 조건 개념으로 개

발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입구 조건 개념으로 적용하 다. KfK-3 상관

식 적용시 와이어 랩이 원통형 핵연료봉에 4 개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가

정하 으며, 와이어 랩 피치는 210 mm로서 러시아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SSF형 핵연료봉의 피치와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 다. CHF 계산에 사용

된 조건은 표 4.5-1에 나타나 있다. 본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조건

에서 계산하기 위하여 7 핵연료봉 다발을 가정하여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

직경을 3.0 mm, 가열구간 길이를 1.0 m로 하 다. 

표 4.5-1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계산에 사용된 조건 

Parameter   Value

 Pressuer, MPa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Length, m

 Inlet Temperature, ℃

18

3.0

1.0

200

그림 4.5-1은 각 상관식에서 계산된 CHF 값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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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SSF형 핵연료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조  삼각격자 원통형 핵연

료봉 다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입구조건 개념 상관식에 비하여 약 10∼40 

% 정도 CHF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로부터 SSF형 핵연료봉 다발에서

의 CHF 성능은 동일한 입구 조건에서 기존의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대

한 CHF 성능 보다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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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각 상관식에서 계산된 CHF 값의 비교

기존 CHF 상관식의 SSF형 핵연료봉 다발에의 예측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SSF형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삼각격자 원통형 핵연

료봉 다발의 실험자료와 기존 CHF 상관식을 비교하 다. CHF 실험자료

와의 비교에는 러시아, EPRI-1, PI-3P[4.5-9] 및 Bowring[4.5-10] 상관식

이 사용되었다. CHF 실험자료는 그림 4.5-2 및 표 4.5-2와 같은 EPRI의 

19 핵연료봉 다발에서 얻어진 압력범위 2.8∼8.3 MPa의 실험자료[4.5-11]

를 사용하 다. CHF 실험자료와 상관식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4.5-3∼

4.5-6에 보여준다. 이들 비교결과 중 러시아 상관식만이 실험자료를 낮게 

예측하고 나머지 상관식들은 실험자료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상관식이 다른 상관식에 비해 CHF를 보수적으로 예측



- 397 -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식들의 CHF 예측 값들의 오차는 워낙 

크고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

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실험을 통한 CHF Data Base의 확보가 시급한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4.5-2  19 가열봉 다발의 형태

표 4.5-2  CHF 실험자료의 기하형태

Parameter Value

Rod Diameter, mm

Heated Length, m

Spacer Type

Grid Spacing, m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Equivalent Diameter, mm

p/d Ratio

Fuel Rods Bundle 

Pressure, MPa 

19.8

0.46 to 2.74

grid

0.23 to 0.46

6.7

8.5 to 9.0

1.05

19 Rod Bundle 

2.8 to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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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러시아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그림 4.5-4  EPRI-1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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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PI-3P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그림 4.5-6  Bowring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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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매트릭스 및 실험장치

가. 실험 매트릭스

임계열유속 실험의 목적은 정상상태 강제순환 및 자연순환 조건에

서 SSF 핵연료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시험

관은 참조원전의 연료봉을 모사봉과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며, 균일

한 열유속과 Cosine 열유속을 제공하는 두 가지의 시험관이 사용된다. 임

계열유속 실험 조건은 정상상태 하에서의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참조원전의 노심의 운전 조건을 고려한 임계열유속 실험 

범위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4.5-12].

ㆍPressure: 11.5 ∼ 16.0 MPa

ㆍMass velocity: 100 ∼ 1500 kg/m2s

ㆍInlet temperature: 220 ∼ 280 ℃

ㆍMaximum heat flux: about 2000 kW/m2

실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Test matrix는 표 4.5-3에 제시되어 있

다[4.5-12]. 표에 나타난 것처럼 시험관은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

이 수행된다. 계통의 압력은 비교적 고압에서 수행되며, 질량유속은 약 

100 ~ 1500 kg/m2s의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각 압력에서 세 가지의 입구

온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며, 질량유속에 대한 자세한 실험 매트릭스는 

일정한 압력, 입구온도에서 임계열유속에 대한 질량유속을 향을 살펴 결

정한다. 즉, 질량유속과 임계열유속의 관계가 선형인 조건에서는 많은 실

험 데이터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몇 개의 데이터만을 생산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질량유속 조건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집중하 다.

나. 실험장치 

RCS 열수력 Loop는 최고 운전 압력이 16.0 MPa, 운전 온도 347 

oC 및 유량 3 kg/s의 물 순환 Closed Loop이다. 본 실험장치의 자세한 내

용 및 CHF 실험 방법은 참고 문헌[4.5-4, 4.5-5]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으므

로 SSF 핵연료봉 다발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해 개조된 부분에 관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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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  실험 매트릭스

TS ID
# of 

rods

Axial

profile

Pressure

(MPa)

Tin

(℃)

Mass flux

(kg/m2s)

TS-1 7 uniform

11.5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14.0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16.0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TS-2 7 cosine

11.5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14.0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16.0

220

260

280

100 ∼ 1500

100 ∼ 1500

100 ∼ 1500

(1) SSF 실험 가열봉다발

대상 실험집합체는 SSF 핵연료를 모의한 7개의 가열봉으로 구

성되며 축방향 출력분포는 균일 출력분포와 비균일 출력분포의 두 종류이

다. 가열봉의 단면 모양은 사각형이며, 네 모서리에 Fin이 부착되어 있고 

Fin은 가열봉 축방향으로 Twist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단면을 

가진 가열봉은 내부에 발열체를 설치하는 간접가열 방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복관에 직접 통전하여 Joule 가열하는 직접가열방식으로 제작된

다. 그림 4.5-7은 비균일 출력분포를 가진 가열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열봉의 재질은 Inconel 600이다. 가열길이는 800 mm이며 CHF를 검출

하기 위한 열전대가 가열봉 내부에서 피복관에 부착되어 있다. 균일 출력

분포 가열봉 내에는 외경이 0.3∼0.5 mm(Thermoelectrode Diameter : ∼

0.1 mm)인 4개의 Chromel-Alumel(K-Type)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열



- 402 -

전대는 가열봉의 가열길이 상부로부터 10±2 mm인 위치에 동일 수직선상

에 설치되어 있다. 세 개의 열전대는 사각 가열봉의 측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열전대는 리브(Rib)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4.5-7  SSF 비균일 출력 가열봉의 구조

그림 4.5-8은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시험대 N1의 가열봉,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및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3개 설치되어 있다. 

표 4.5-4는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은 축방향 위치에 따라 피복관 두께를 조절하여 

출력분포를 갖도록 한다. 비균일 가열봉의 출력분포는 7개의 출력 Step을 

가진 Power Ratio(국소 열유속과 평균 열유속의 비)가 q"local/q"max = 

0.365∼1.00인 Chopped Cosine 형태이다. 표 4.5-5는 비균일 열유속 분포 

시험대의 열유속 분포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비균일 출

력분포 가열봉은 대칭 코사인 분포를 갖는다.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

열봉에는 8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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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4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 - 1∼3 : 부수로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4.5-8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1)

표 4.5-4  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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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비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데이터

그림 4.5-9는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에 대한 열전대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A부터 D의 단면은 각각 시험대의 출구부분

으로부터 각 출력 Step의 끝으로부터 10 mm인 수직위치를 나타낸다. 그

림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가열봉에는 4개의 Step에 동일 원주상에 각각 2

개씩 총 8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표 4.5-6은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가열봉들의 기하학

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 4.5-6  비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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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2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4.5-9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비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1)

(2) 실험장치

(가) 실험장치 구성

그림 4.5-8∼4.5-9에서 시험대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은 

2.54 mm이며, 요구되는 유량 조건은 0.014∼0.2 kg/s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존 RCS 열수력 Loop의 시험대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4.5-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SSF 가열봉 다발에 대

한 CHF 실험을 위한 새로운 Loop를 기존 Loop에 추가 설치하 다. CHF 

실험은 기존 Loop의 시험대 입, 출구의 격리 밸브를 닫고 주 순환펌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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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출된 순환용수의 대부분을 Heating Vessel로 우회시켜 적당한 유량

을 SSF CHF 시험대로 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SSF CHF 실험 장치는

1/2 inch(내경 11.8 mm)인 배관, 유량제어 밸브, 터빈유량계, 시험대, 압력

평형관 (Pressure Equalization Line) 및 가열봉다발 전력공급/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대 입구의 유량은 주 순환펌프의 회전수 및 유량 제어

밸브로 제어되며 입구온도는 주로 예열기로 제어되나, 미세 조절은 SSF 

실험 Loop 배관에 설치된 Tracing Heater로 이루어진다.

그림 4.5-10  7 Rod CHF를 위한 RCS 열수력 Loop 개조

(나) 터빈유량계

터빈유량계는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터빈휠(Turbine Wheel)이 유동장에 놓여 있을 때, 터빈휠의 회

전속도는 유체의 유량에 의존한다. 터빈휠의 베어링과 다른 마찰손실을 최

소한으로 줄이면, 터빈의 속도가 유량에 선형적으로 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터빈의 회전속도를 측정함으로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터

빈날개의 회전은 터빈유량계에 장착된 Magnetic Pickup 장치에서 전기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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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발생시킨다. 터빈날개(Turbine Blade)가 임의의 위치를 통과하는 것

을 Magnetic Pickup 장치를 이용하여 Count하고, 이를 이용하여 터빈의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Magnetic Pickup 장치는 터빈날개가 특정 위

치를 지날 때마다 펄스를 발생시키고, Pulse-Rate Meter에 입력되어 순시 

유량이 측정된다. 또한 Pulse Counter는 주어진 시간 동안 Pulse의 총수를 

Count함으로서, 총적분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유량계는 유량

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전압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펄스

는 Frequency-to-Voltage Converter에 입력되어, Frequency-to-Voltage 

Converter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획득계

통에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터빈유량계는 유동장의 속도분포의 교란(Disturbance)에 민감하다. 따라

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보통 터빈유량계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관의 직경 

D의 10배와 5배에 해당하는 직선/수평 역이 필요하다. 또한 상류에는 

Straightening Vane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유동 교란 발생장치인 펌프, 

밸브 및 엘보우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직선 역이 필요하다. 

현재 7 Rod 임계열유속 실험에서 사용되는 터빈유량계는 미국의 Flow 

Technology, Inc.에서 제작된 것이다. 모델 번호는 FT8-8이며, 10 : 1 측

정 유량 역은 2.8∼28 liter/min이다. 그러나, 현재 구입된 터빈유량계는 

확장된 유량 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량계의 교정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측정 가능한 유량 역은 0.76∼28 liter/min이다. 

측정 유량 역에서 K-Factor의 값은 약 4200이다. 교정 정확도는 지시

치(Reading Value)의 ±0.05%이며, 반복도(Repeatability)는 지시치의 ±

0.05 %, 선형도(Linearity)는 10 : 1 유량 역에서 지시치의 ±0.5 %이다. 

최대 유량 조건에서 터빈유량계내의 압력강하는 700 mBar 이하이며, 동적

반응시간(Dynamic Response Time)은 유량의 Step Input Change에 대해 

10 ms이하이다. 

터빈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유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유체의 물성치에 의

존한다. 터빈유량계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의 물성치는 유체의 동점

도(Kinematic Viscosity)이다. 유체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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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us Drag)에 의해 터빈의 회전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터빈유량계의 교정 및 유량측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므로, 7 Rod 열유속 실험의 경우처럼 유체의 운전온도가 실험조건

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도

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교정 곡선이 “Universal Viscosity Curve"라고 

하며, 이는 K-Factor와 Hz/v의 함수로 표현된 곡선이다. 여기서 

K-Factor는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단위 체적당 유량계에서 발생하

는 전기 펄스의 수를 말한다. 또한 Hz는 펄스의 단위 시간당 펄스의 수를 

나타내고, v는 유체의 동점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Universal Viscosity 

Curve"는 유체의 동점도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서, 특정 터빈유량계의 

반응은 단일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유체의 운전 온도

로부터 동점도를 계산하고, 터빈유량계에서 발생하는 펄스의 주기로부터 

Hz/v를 계산한다. 이 값을 기반으로 "Universal Viscosity Curve"로부터 

K-Factor의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체적

유량 Q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 (m
3
/ sec ) =  

Hz
K- factor

 

(다) 시험대

그림 4.5-11에 나타난 시험대(Test Section)는 시험용기

(Test Vessel) 내에 포함된 7 가열봉다발 모델(7-Rod Bundle Model)을 

나타낸다. 

시험대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있다. 

ㆍ열전대가 장착된 7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전기 가열봉

ㆍ입구 및 출구 안정 역(Stabilization Sections)

ㆍ열팽창 평형장치(Thermal Expansion Equalizer)

ㆍ하부 전류 리드(Bottom Current Leads)

ㆍ상부 전류 리드

시험용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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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냉각수 입구 및 출구 역

ㆍ입구 및 출구의 압력, 유체온도 측정을 위한 요소들

ㆍ하부 전류 리드

ㆍ자기 가스켓 장치 (Self-Gasketing Units with Electroisolation)

ㆍ가스 평형 장치 (Equalizing the Pressure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Parts of Heater Rods)

그림 4.5-11  7 가열봉다발 시험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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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의 상부에는 부수로 유체온도 및 가열봉 벽면온도를 측정하기 위

한 열전대가 시험대 상부를 통해 외부로 온도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입구 

및 출구 플레넘 역에는 유체의 온도 측정용 Thermowell 2개, 압력 측정

계측기 1개 및 차압측정 계측기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시험대의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ㆍ사용 유체 : De-ionized Water

ㆍ계통 압력 : up to 18.0 MPa

ㆍ가열봉다발 출력 : up to 500 kW

ㆍ벽면온도 : up to 1000 ℃

ㆍ유체의 온도 : up to 357 ℃

러시아의 IPPE에서 우리 연구소에 제공하는 가열봉다발은 균일 출력분

포와 비균일 출력분포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각각 2개씩 총 4개의 시

험대가 제공되었다. 시험용기는 하나만 제공되어, 다른 가열봉다발을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가열봉다발을 시험용기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우리 연구소에 제공된 시험대의 단면적에 대한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ㆍCross-Sectional Flow Area (유동면적) : 139.84 mm2

ㆍHeated Perimeter of One Rod : 21.90 mm

ㆍHeated Rod Bundle Perimeter : 153.27 mm

ㆍEquivalent Heated Diameter : 3.65 mm

ㆍWetted Rod Bundle Perimeter : 220.47 mm

ㆍWetted Rod Bundle Equivalent Diameter (수력학적 직경) : 2.54 mm

ㆍSingle Rod Cross-Sectional Area : 26.59 mm2

ㆍHexagonal Flow Area of Barrel (Without Rods) : 325.94 mm2

ㆍHexagonal "Kee" Dimension of Barrel Flow Area (Distance 

Between Two Opposite Sides) : 19.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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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압력평형관 

SSF 가열봉은 내부가 빈 얇은 피복관으로 되어있다. 따라

서 고압 실험시, 외부 압력으로 인한 가열봉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 가열봉 

내부에 배압(Back Pressure)을 걸어야한다. 배압 System로써 “압력 평형

관(Pressure Equalization Line)” 방법을 도입하 다. 즉 그림 4.5-12에 보

여준 바와 같이 시험대 상부의 가스 평형 장치와 RCS Loop의 가압기를 

Accumulator를 통하여 연결하고 Accumulator를 질소 가스로 가압함으로

써 항상 가열봉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 보다 약한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

록 하 다.

그림 4.5-12  압력 평형관 시스템

(마) 전력공급/제어장치

본 가열봉의 가열방식은 직접 통전 가열방식이다. 일반적

으로 직접가열 방식은 낮은 직류 전압과 높은 전류가 요구된다. 기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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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간접 가열방식에 적합한 전력공급계통은 사용하고 있다. CHF 실험

에서는 직접가열 가열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원공급장치에서 교

류에서 직류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Ripple에 주의하여야한다. Ripple이 크

면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가 생겨 출력 측정에 오차가 커지며 가열봉 표

면의 온도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D.C. 75 Volt, 

6000A, 450 kW의 용량을 갖는 출력범위 10∼100 %에서 Ripple이 1 %이

하의 직류 전원공급장치를 개발, 제작하 다. 가열봉다발에 공급되는 전력

은 변압기에서 6상, 저전압으로 변환되고 정류기로 공급된다. 변압기에는 

저부하일 때 Ripple을 줄이기 위해서 0∼17 V, 0∼35 V 및 0∼75 V의 3

종류의 텝을 설치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적절한 전압범위를 쓸 수 있도록 

하 다. 6상, 저전압 전원은 정류기에서 SCR Unit에 위해 6상, 전파정류

(12 Pulse, SCR 2차제어)방식으로 직류 전원으로 정류되며 출력 전압은 

이상제어(Phase Angle Control)방식으로 조절된다. 더 출력 전압의 고주파 

성분을 없애기 위해 LC 회로를 통하여 가열봉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1

0∼100 % 부하 범위에서 Ripple을 1 %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3) 데이터획득계통

Data Acquisition 계통은 각종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Analog) 신호를 디지털(Digital) 신호로 변환해 주는 High Speed 

Scanning A/D Converter(HP E1413),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수집, 처리

하기 위한 Computer Processor(HP V743 Controller), 처리된 정보에 따라 

각 계측기 제어기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D/A Converter(HP E1328), 수집

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로 구성된다. 이러한 

Data Acquisition 계통은 실험장치에 연결되어 각종 실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측정, Online Monitoring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장치

의 제어를 수행한다. 본 Data Acquisition 계통은 VXI System을 채택하

여 자료의 고속처리와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일괄처리 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로부터의 신호는 VXI Bus를 통해 컨트롤러에 입력되고, 이 입력된 

신호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HP-VEE 프로그램에 의

해 화면에 출력된다. 그림 4.5-13은 Data Acquisition 계통의 구성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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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실험 데이터는 16 Bit의 정확도를 갖는 A/D Convertor를 통하여 

약 100 kHz로 수집된다. 

DAS 

(RCS CHF Test )

Low Pass Filter   

Temperature, Pressure, DP
Flow, Etc Data Acquisition,
128 sensor connect

128 channel
HP E1413 * 2 connect

KAERI LAN

. DAT

. HDD
CD-ROM

A/D CARD
( HP E1413)

D/A  CARD
( HP E1328)

V743 Controller

VME Rack

( Data Acquisition analysis )

Control Panel (HP-VEE)

그림 4.5-13  CHF 실험 데이터 획득 장치 구성도

Data Acquisition 계통을 구동하고 수집되는 계측량(전압, 전류)으로부터 

온도, 압력, 차압, 유량, Heater 전력, 입구 과냉도 및 출구건도 등의 열유

체 관련 변수들을 계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HP-VEE, C-SCPI 및 C-언어 등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Main Program, A/D Converter의 Sampling Time 및 

Sampling 개수 등을 정의하는 Sub-Program, Memory로부터 수집된 전기

적 신호를 가져와 각각의 공학단위로 환산하는 Sub-Program 및 작동유체

의 물성치를 계산하기 위한 Sub-Program으로 구성된다. Main Program은 

HP VEE를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계산속도와 Data 

Acquisition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C Program으로 작성되어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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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계통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5-14는 Main 

Program인 HP-VEE의 실행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5-14  HP VEE 프로그램 실행 화면

7 Rod 임계열유속 시험에 사용되는 Data Acquisition 계통으로의 입력

은 총 128 채널 중에서 65 혹은 93개의 채널이 사용되며, 그 항목은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ㆍ유체 온도 : 20 채널

ㆍ가열봉 벽면 온도 : 28 채널 (균일 출력분포 봉다발), 56 채널 (비균일 

출력분포 봉다발)

ㆍ압력 : 8 채널

ㆍ유량 : 2 채널

ㆍ차압 : 1 채널

ㆍ수위 : 2 채널

ㆍ출력관련 변수 : 4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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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측기로부터 Analog 신호는 A/D 변환기에서 Digital 신호로 변환되

어 열유체 관련 물리량들이 계산된다. 계산된 물리량은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며, 실험장치의 운전/감시에 필요한 변수는 모니터에 출력된다. 수집된 

측정신호를 물리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계산방법 참고문헌 4.5-5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4) 실험절차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실험대 입

구의 유량, 온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실험대 가열봉다발

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서히 가열전력을 증가시킨다. CHF 근방에서 공급 

전력을 미세하게 Step 상태로 증가시켜 수 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증가시킨다. CHF가 발생하면 CHF 검출기에 의

해 전력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킨다. CHF의 발생 판단조건은 가열봉 

표면 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판단하며, 본 실험에서

는 표면 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110 K 이상 상승하면 CHF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 다. 예비실험 결과 이러한 CHF 정의는 최종적인 CHF 값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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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SF 7 가열봉다발 실험결과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일부 CHF 실험자료

에 대해 기술한다.

ㆍ계통압력, P : 11.24 MPa

ㆍ질량유속, G : 105∼1482 kg/m2s

ㆍ시험관 입구 유체 온도, Tin : 249.5 ℃

ㆍ출구 건도, Xex : 0.35∼1.13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짐에 따라 출구 플레넘의 압력은 약간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입구 플레넘의 압력을 계통 압

력으로 사용한다. 입구 과냉도는 압력 조건에 따른 포화액체의 엔탈피와 

가열구간 입구에서 유체의 엔탈피의 차이로 정의된다. 

표 4.5-7에는 자세한 CHF 실험 데이터 베이스가 나타나 있다. 

표 4.5-7  SSF 7 가열봉다발 CHF 데이터 베이스

ID
Tin

 (℃)

ΔHin

(℃)

Pin

(kPa)

G

(kg/m2s)

Qt

(kW)

CHF

(kW/m2)

Xex

(-)

CHF

Location

7U-P3-T250-01

7U-P3-T250-02

7U-P3-T250-03

7U-P3-T250-04

7U-P3-T250-05

7U-P3-T250-06

7U-P3-T250-07

248.845

249.687

251.023

246.704

250.624

245.484

246.837

366.9415

364.2375

365.4296

394.9001

373.0397

388.1389

419.9181

10922.1

10953.4

11134.6

11348.7

11271.6

11047.0

11974.3

 487.621

 504.329

 751.649

 989.048

1482.412

 262.983

 105.314

 87.1596

 89.4969

116.3093

134.5449

167.0658

 57.4719

 26.1968

 710.6943

 729.7527

 948.3795

1097.0723

1362.2452

 468.6232

 213.6070

0.7212

0.7171

0.5926

0.4670

0.3485

0.9353

1.1335

TE-713

TE-713

TE-713

TE-773

TE-773

TE-773

TE-773

일반적으로 균일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부 상단부에서 발생

한다. 본 실험에서도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끝으로부터 10 mm 아래에 

설치된 열전대에서 CHF가 발생하 다. 그림 4.5-15는 CHF 발생시 가열

봉 벽면온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임계열유속이 발생 근처에서 실험대에 투

입된 총출력이 미세하게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 발생 시점에서 벽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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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CHF 조건에 근접함에 따라 가열봉 

벽면에 존재하는 액체가 고갈되어 벽면온도가 증가하고, 다시 적심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벽면온도가 감소하는 벽면온도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임

계열유속은 7 가열봉 중심에 설치된 1번 봉 혹은 외곽에 위치하는 7번 봉

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가열봉 표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일부가 손상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CHF 발생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림 4.5-15  임계열유속 발생시 벽면온도의 거동

그림 4.5-16과 4.5-17은 압력 11.24 MPa, 입구 유체온도 248.5 ℃에서 

질량유속의 변화에 따른 CHF 및 출구건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

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며, 질량유속이 약 

800 kg/m2s인 지점에서 그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는 CHF에 대한 일반적

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4.5-17에서 출구건도는 열역학적 평형을 

가정하여 구하 다. 질량유속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출구건도가 1보다 크

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열구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실험대 상부에서 응축

하여 포화수가 비가열 벽면을 통하여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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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작은 유량 조건에서 수행된 봉다

발 CHF 실험에서 관찰된 바 있다[4.5-4].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출구건

도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높은 질량유속에서는 감소율이 작

아짐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구건도가 어느 정

도 크기 때문에, 환상류의 액막 건조에 의한 Dryout 메커니즘에 의해 

CHF가 발생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동일한 입구 압력 및 입구 온도에 대한 CHF 실험 데이터는 러시아의 

IPPE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러시아 IPPE 연구

소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16  질량유속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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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7  질량유속에 따른 출구건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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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

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은 

기존 핵연료봉 다발에 비해 10∼40 % 정도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

열을 갖는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이나 노심 안전해

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RCS 열수력 Loop

를 개조하 고 저유량에 대한 Loop 개발, 가열봉 외압에 인한 파손을 방

지하기 위한 압력 평형 관의 도입 및 직류 전원공급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안정된 유량제어 성능, 가열봉의 신뢰성 및 가열봉에의 안정된 전력공급과 

전력측정의 정 화를 이루었다.

SSF 7 가열봉다발에 대한 CHF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 으며, 높은 질량유

속에서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 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출구건도는 

감소하 으며, CHF 및 출구건도에 미치는 질량유속의 향은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 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일부 실험데이터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동일 압력 및 입구 온도 조건에서의 CHF 데이터와 비

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CHF 데이터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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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몬테칼로법에 의한 SMART 노심 설계 검증

1. 개요

SMART 원자로는 기존의 가압 경수로와는 달리 잉여 반응도의 보

상을 위해 붕산을 쓰지 않는 대신 가연성 흡수체(Al2O3-B4C)만을 사용하

며 노심 반응도는 제어봉으로 제어한다. 이에 따라 노심 내 중성자속 분포 

및 출력분포가 제어봉을 삽입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 상용 대형 경수로

와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MART 노심 해석을 위해서는 

제어봉 반응도가의 정 한 예측과 제어봉 구동에 따른 축 방향 혹은 반경 

방향으로의 출력 분포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필요하다.

SMART 노심의 설계 해석은 가압 경수로 노심의 설계 방법론에 기초한 

CASMO-3/MASTER 전산 체계[4.6-1]를 주로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MASTER는 2군 확산 이론에 기초한 3차원 핵설계 및 노심 해석 코드로

서 기존의 경수로 설계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어 있다. 그러나, 

SMART 원자로와 같은 새로운 노심 특성을 갖는 원자로의 경우 노물리 

실측치가 없기 때문에 MASTER 코드에 의한 핵특성 인자 설계 계산 결

과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없는 것이 한 문제점이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하여 수치 모사 실험적으

로 SMART 핵설계 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MASTER 계산 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MASTER 설계 계산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금까지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중성자 거동을 분석하는 코드들은 

연소 계산능을 가지지 못해 노심의 초기 상태나 특정 연소도에서만 적용

이 가능하거나, 연소 계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몬테칼로 코드와 연소

도 코드의 두 코드를 연계하여 사용한 나머지 전산 시간은 물론 사용에 

불편이 따르는 단점이 있었다.[4.6-2, 3]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MCNAP(Monte Carlo Neutronics Analysis Program) 

코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 다.[4.6-4] MCNAP 코드는 몬테칼로 중성자 

해석 코드에 부프로그램(Sub-routine) 형태의 연소 계산 모듈을 결합시킨 

코드로서,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 방법으로 임의의 3차원 공간 구조를 가지

는 원자로심에서 연소도에 따른 핵특성 인자들을 계산하는 코드이



- 422 -

다.[4.6-5, 6] 

따라서 MCNAP 코드의 계산 결과는 수치 실험의 의미를 가지며 실제 

실험 결과와 비견할 수 있기 때문에, SMART 노심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노심을 해석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2. 노심 및 주변 구조물 일반 제원

SMART 노심의 일반 제원은 3장 2절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SMART 원자로의 고온 전출력(Hot Full Power, HFP) 운전시 핵연료의 

노심 평균 온도는 753.15 K이며, 1차측 냉각재의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

각 270 ℃ 및 310 ℃이며, 평균 온도는 290 ℃이다. 그리고, 고온 출력

(Hot Zero Power, HZP) 운전시 냉각재의 온도는 295 C이다.

그림 4.6-1은 SMART 노심의 주변 구조를 반경 방향으로는 122.5 cm 

까지 나타내었고, 축 방향으로는 위로 131.0 cm, 아래로 126.5 cm 까지 나

타내었다. MCNAP에서 모델링한 노심의 역은 그림 4.6-1과 동일하다.

SMART 노심 주변 구조물의 종류와 구성 성분을 각각 표 4.6-1과 표 

4.6-2에 나타내었다. 이때 물의 온도는 300 K로 가정하 고, 노심 구조물

의 온도가 바뀌는 경우(HZP 혹은 HFP 상태)에는 해당하는 물의 수 도

를 조정하 다.

표 4.6-1  SMART 노심 주변 구조물

구역

번호
구역

구역

번호
구역

1 노심 7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 (2)

2 노심벽 8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 (3)

3 물 9 핵연료집합체 하종단부 (1)

4 물 10 핵연료집합체 하종단부 (2)

5 노심원통 11 노심 지지판

6 핵연료집합체 상종단부 (1)

* 구역번호는 그림 4.6-1의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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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

122.5cm

117.95cm

1.75cm
1

2

3

4

5

(a) 반경방향

 131.0
⑧

 120.5
⑦

 117.5
⑥

 100.0

H

E

I

G

H

T

(cm)

① ③ ⑤    0

-100.0
⑨-103.5
⑩-110.5
⑪-126.5

0                           99.19 119.7 122.5

         Radius(cm)

(b) 축방향

그림 4.6-1  SMART 노심 주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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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2  SMART 노심 주변 구조물 구성 성분

구성

원소

원자수 도(atoms/barn-cm)

21) 3 4 5 6 7

H-12)

He-4

B-11

C-12

O-162)

Ti

Cr

Fe

Ni

Zr-90

9.92E-5

1.64E-2

6.12E-2

8.10E-3

6.09E-3

3.04E-3

9.02E-5

1.49E-2

5.56E-2

7.36E-3

6.70E-2

3.35E-2

9.92E-5

1.64E-2

6.12E-2

8.10E-3

2.52E-2

6.14E-4

1.12E-3

2.80E-4

1.26E-2

7.30E-3

4.58E-2

2.29E-2

1.12E-3

2.80E-4

4.25E-4

구성

원소

원자수 도(atoms/barn-cm)

8 9 10 11

H-1

B-11

C-12

O-16

Ti

Cr-52
Fe-54

Fe-56

Fe-57

Fe-58

Ni-58

Ni-60

Ni-61

Ni-62

Ni-64

Zr-90

3.03E-2

1.12E-2

2.80E-4

1.51E-2

2.28E-4

5.39E-3

1.12E-3

1.75E-2

4.05E-4

5.39E-5

1.80E-3

6.95E-4

3.02E-5

9.63E-5

2.45E-5

8.50E-5

4.80E-2

2.40E-2

3.40E-3

3.47E-2

1.74E-2

2.23E-4

5.28E-3

1.09E-3

1.72E-2

3.96E-4

5.27E-5

1.77E-3

6.82E-4

2.96E-5

9.45E-5

2.41E-5

8.50E-5

2.82E-2

1.41E-2

3.09E-4

7.32E-3

1.51E-3

2.38E-2

5.49E-4

7.30E-5

2.45E-3

9.44E-4

4.10E-5

1.31E-4

3.33E-5

1) 번호는 표 4.6-1에 사용된 구역번호임.

2) 온도 =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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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NAP 코드의 방법론

MCNAP 코드는 노심내 중성자의 거동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모

사․분석함으로써 원자로심의 특성 인자들, 즉, 증배계수, 중성자속, 열출

력 등을 계산하기 위한 코드이다. 따라서, MCNAP은 크게 중성자의 거동

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들과 원자로심을 해석하기 위한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6-2와 그림 4.6-3은 상기 특성 인자 계산을 위해 구성한 

MCNAP 코드의 각 모듈들을 도시한 것이다. MCNAP에서 사용하는 중성

자속, 출력, 임계도 등에 대한 해석 방법론은 참고 문헌 4.6-4에 수록되어 

있다. 

난수생성 모듈
역별 재료 조성

계산 모듈

MCNAP

중성자 거동 분석

단면적 처리 모듈

․ σ
i
x (E)

․ f
i
x(E→E',μ0)

․ κ
i
(E)

Geometry 처리 모듈

․spherical

․planar

․cylindrical

․conical

․toroidal

Variance Reduction 모듈

병렬 처리 계산 모듈

그림 4.6-2  MCNAP의 중성자 거동 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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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AP

원자로심 해석

노물리 특성 계산 모듈

․출력 및 중성자속

연소 계산 모듈

N
i
(Bc)

증배계수 계산 모듈

․증배계수

임계 수용성보론농도 계산모듈

PPMcritical

그림 4.6-3  MCNAP의 원자로심 해석 모듈

몬테칼로 연소계산은 각 연소도에 따라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과정”과 

“연소방정식을 통한 수 도 계산과정”을 반복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몬테

칼로 연소계산 과정의 오차발생원 역시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 단계의 

오차발생원과 “연소방정식을 통한 수 도 계산” 단계의 오차발생원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먼저,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 단계의 핵특성인자에 대한 오차발생원은 

다음의 세 가지 발생원으로 분류된다.

․통계처리 오차

․수 도 오차

․핵반응단면적 오차

다음은 “연소방정식을 통한 수 도 계산” 단계의 다음 연소도의 핵종 수

도에 대한 오차 발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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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소도의 수 도 오차 

․미시적 핵반응율 오차

“몬테칼로 중성자 모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핵특성 인자의 오차는 각 오

차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된 오차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연소방

정식을 통한 수 도 계산” 단계에서 예측되는 다음 연소도의 핵종 수 도 

오차 역시 그 오차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된 오차의 합으로 표현된다. 몬테

칼로 중성자 모사를 통해 계산된 미시적 핵반응율 오차(δR)는 연소 방정

식을 푸는 과정에서 수 도 오차(δX)를 유발하고, 수 도 오차는 다시 

몬테칼로 미시적 핵반응율 오차에 향을 끼친다. 즉, 연소도에 따른 오차 

전파(Error Propagation)가 발생한다. 2차의 오차(second order error)항을 

무시하고, 수 도 오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식이 유도된다.

δX( t) = ∑
∞

m=0

tm

m!
( A

T
)
m
⋅δX

T

+ ∑
∞

m=0

( A T)m tm

m! ∑
∞

m'=0

t m'+1

m+m' +1Π m'+1
δA T ( A T)m'⋅X T

(4.6.1)

식 (4.6.1)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핵종 수 도 오차(δX(t))는 전이 행

렬 A, 전이 오차 행렬 δA, 연소도 T의 수 도 벡터 X, 연소도 T의 수

도 오차 벡터 δXT 의 곱하기 등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식 (4.6.1)은 

일찍이 Takeda의 논문[4.6.-7]에서도 유도된 바 있다.

수 도 오차 및 핵반응 단면적 오차로부터 발생하는 핵특성 인자 Q의 

오차는 수 도 오차 및 핵반응 단면적의 오차가 작아 몬테칼로 계산 결과

의 오차 범위 내에서 향을 끼치는 정도라면,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

한 핵특성 인자값과 오차를 고려하고 계산한 핵특성 인자값의 차이를 계

산함으로써 핵특성 인자에 대한 오차의 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몬테칼로 계산을 두 번 수행해야 함으

로 전산 비용이 두 배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섭동 이론을 적용함

으로써, 작은 오차의 향으로 인한 핵특성 인자의 변화량을 정 하게 예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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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CNAP 코드의 계산 결과

가. 핵연료봉/핵연료집합체 연소계산 및 출력분포

MASTER 전산 체계와의 비교에 앞서 MCNAP 코드의 계산능 검

증을 위해 핵연료봉 및 2-D 핵연료 집합체 모델에 대한 연소 계산을 수

행하여 상용 핵설계 코드인 CASMO-3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하 다. 

계산에 사용된 SMART 노심의 핵연료봉의 모델과 각 핵종의 수 도, 

그리고 MCNAP에서 사용한 각 핵종의 연속 핵반응 단면적을 그림 4.6-4

에 나타내었다. 

0.4025

0.4118

0.4759

1.266

Cladding

Air

Water

Fuel

(unit : cm)

물질 온도(K) 핵종 수 도(#/barn-cm) 핵반응단면적

Fuel 753.15

U-234

U-235

U-238

O-16

9.08573E-6

1.13067E-3

2.14280E-2

4.51111E-2

92234.63c_800

92235.63c_800

92238.63c_800

8016.63c_800

Air 753.15 O-16 3.76497E-5 8016.63c_800

Cladding 585.95 Zr 4.32392E-2 40000.62c

Water 563.15
H-1

O-16

4.98334E-2

2.49184E-2
1001.62c+lwtr.04t

8016.62c

그림 4.6-4  SMART 노심 핵연료봉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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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조건으로서는 모든 경계면에 반사체 경계 조건을 적용하 고, 출력 

도는 26.535 W/g으로 하 다. 그리고 핵연료봉의 온도는 753.15 K로 가

정하 고, 감속재의 온도는 563.15 K로 가정하 으며, 물질 조성 및 수 

도 등은 CASMO-3와의 비교를 위해 CASMO-3의 결과 값을 그대로 사

용하 다. 그 결과 핵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무한증배계수(k-inf)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연소도 50 MWD/kgU까지는 500 pcm 이내에서 일치

함을 알 수 있었고, 연소도 50 MWD/kgU 이상에서는 MCNAP 계산의 오

차전파로 인해 그 차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형태는 17×17 격자 구조의 B형 집합체

로, 240개의 핵연료봉과 4개의 가돌리니아봉, 20개의 가연성 흡수체 

(Al2O3-B4C), 그리고 25개의 안내관이 장전된 집합체이다. B형 집합체의 

구조와 사용된 각 핵종의 수 도를 그림 4.6-5에 나타내었다. 사용한 핵반

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이고, NJOY 코드를 통해 핵연료 구

성물질의 경우 800 K, 감속재로 사용된 수소와 산소의 경우 569 K의 연

속 핵반응 단면적을 이용하 으며, 감속재로 사용된 수소의 라이브러리에

는 600 K의 S(α,β)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B형 집합체의 연소도 0 MWD/kgU에서 핵연료봉의 상대 출력 도 분

포를 그림 4.6-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회색이 칠해진 봉은 가돌리니아 

봉을 나타내며, 가돌리니움의 중성자 흡수에 의한 감마 에너지 효과

(Gamma Smearing)는 고려하지 않았다. 연소도 0 MWD/kgU에서 상대 

봉출력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최대 4.2%, 그리고 가돌리니아 봉의 

경우 1.1% 정도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도 30, 60 

MWD/kgU에서의 두 코드간의 최대 차이는 각각 5.2%, 4.2%, 그리고 가

돌리니아봉의 경우 0.2%, 0.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핵연료집합체 내

의 핵연료봉 상대 출력에 있어 두 코드의 계산 결과는 연소도에 상관없이 

5% 이내에서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무한 증배 계수의 경우 연소도 

40 MWD/kgU까지는 500 pcm 이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연소

도 40 MWD/kgU 이상에서는 핵연료봉 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

이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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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 Fuel

  Gadolinia-UO2 Rod

   IT/GT

  Al2O3-B4C Shim Rod

    (B-10: 0.01588g/cm)

물질 온도 (K) 핵종 수 도 (#/barn-cm) 핵반응단면적

UO2 Fuel 753.15

U-234

U-235

U-238

O-16

9.08573E-6

1.13067E-3

2.14280E-2

4.51111E-2

92234.63c_800

92235.63c_800

92238.63c_800

8016.63c_800

Air 753.15 O-16 3.76497E-5 8016.63c_800

Cladding 585.95 Zr 4.32392E-2 40000.62c

Water 563.15
H-1

O-16

4.98334E-2

2.49184E-2
1001.62c+lwtr.04t

8016.62c

Gadolinia-

UO2 Fuel
753.15

U-234

U-235

U-238

Gd-152

Gd-154

Gd-155

Gd-156

Gd-157

Gd-158

Gd-160

O-16

1.20311E-6

3.89914E-4

2.10021E-2

2.84356E-6

3.02197E-5

2.02461E-4

2.76408E-4

2.08640E-4

3.26994E-4

2.80571E-4

4.47846E-2

92234.63c_800

92235.63c_800

92238.63c_800

64152.63c_800

64154.63c_800

64155.63c_800

64156.63c_800

64157.63c_800

64158.63c_800

64160.63c_800

8016.63c_800

Al2O3
-B4C

563.15

Al-27

O-16

B-10

B-11

C

3.88360E-2

5.82538E-2

2.10342E-3

8.51886E-3

2.65557E-3

13027.60c

8016.62c

5010.62c

5011.62c

6000.60c

그림 4.6-5  B형 핵연료집합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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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그림 4.6-6  B형 집합체 내의 연료봉 상대출력 분포[0 MWD/kgU]

MCNAP 코드에 의한 MASTER 전산체계의 검증은 3-D 집합체의 연소

계산, 몇 가지 노심 상태에 대한 노심 반응도 및 상대 출력 도 분포의 

비교, 그리고 SMART 노심의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에 대한 비교를 통

해 수행하 다. 

3-D 집합체에 대한 계산 결과, 축 방향 상대 출력 값의 차이는 그림 

4.6-7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C형 집합체 모두 5% 이내에서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축 방향으로 심한 출력분포 기울기를 가지는 C

형 집합체의 경우 두 코드간의 차이는 최대 6% 정도의 차이를 보 으나, 

이 차이는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 내에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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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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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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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6
2.8
3.0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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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 
Po

w
er

Axial Node (Bottom -> Top)

 MASTER (ASSEMBLY A)
 MCNAP   (ASSEMBLY A)
 MASTER (ASSEMBLY B)
 MCNAP   (ASSEMBLY B)
 MASTER (ASSEMBLY C)
 MCNAP   (ASSEMBLY C)

노드1)
A형 집합체 B형 집합체 C형 집합체

MASTER MCNAP±σ2) ε3) MASTER MCNAP±σ2) ε MASTER MCNAP±σ2) 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76

0.409

0.629

0.834

1.020

1.182

1.316

1.420

1.490

1.526

1.526

1.490

1.420

1.316

1.182

1.020

0.834

0.629

0.409

0.176

0.181±0.043

0.424±0.028

0.643±0.023

0.846±0.020

1.029±0.018

1.189±0.017

1.315±0.016

1.427±0.016

1.496±0.015

1.529±0.015

1.525±0.015

1.480±0.015

1.401±0.016

1.300±0.016

1.170±0.017

1.007±0.018

0.829±0.020

0.623±0.024

0.409±0.029

0.175±0.044

 2.899

 3.642

 2.242

 1.439

 0.912

 0.626

-0.068

 0.528

 0.409

 0.229

-0.033

-0.664

-1.303

-1.208

-0.982

-1.245

-0.600

-0.938

-0.024

-0.512

0.112

0.263

0.409

0.552

0.689

0.819

0.943

1.057

1.162

1.256

1.338

1.408

1.464

1.508

1.537

1.607

1.474

1.207

0.830

0.367

0.112±0.024

0.265±0.016

0.407±0.013

0.546±0.011

0.679±0.010

0.806±0.009

0.926±0.009

1.038±0.008

1.144±0.008

1.240±0.007

1.329±0.007

1.401±0.007

1.464±0.007

1.513±0.007

1.559±0.007

1.609±0.007

1.496±0.007

1.234±0.007

0.857±0.009

0.375±0.013

-0.178

 0.646

-0.562

-0.997

-1.408

-1.635

-1.761

-1.798

-1.515

-1.235

-0.650

-0.462

-0.020

0.365

1.464

0.149

1.465

2.212

3.303

2.124

0.021

0.050

0.082

0.120

0.165

0.222

0.293

0.383

0.499

0.648

0.841

1.089

1.409

1.836

2.437

2.714

2.646

2.254

1.586

0.707

0.020±0.041

0.048±0.027

0.078±0.021

0.113±0.017

0.155±0.015

0.208±0.013

0.276±0.011

0.364±0.010

0.475±0.008

0.620±0.007

0.809±0.006

1.054±0.006

1.375±0.005

1.807±0.004

2.445±0.004

2.749±0.004

2.697±0.004

2.322±0.004

1.654±0.005

0.732±0.007

-2.913

-3.808

-4.878

-5.518

-6.118

-6.095

-5.706

-5.035

-4.867

-4.380

-3.759

-3.178

-2.392

-1.563

 0.332

 1.282

 1.924

 3.017

 4.281

 3.551

1) 노드방향: 집합체하단(1) -> 집합체상단(20)

2) σ = 1 standard deviation of MCNAP

3) ε = (MCNAP-MASTER)/MASTER×100

그림 4.6-7  핵연료 집합체별 축 방향 출력 분포



- 433 -

나. SMART 노심 반응도 및 출력분포

주기초 SMART 노심에 대한 노심 반응도 및 집합체 상대 출력에 

대한 MCNAP 계산을 수행하여 MASTER 결과와 비교하 다. 

MCNAP 계산을 위한 노심 모델링은 반경 방향의 경우 실제 노심의 1/8

을 모사하 으며, 축 방향의 경우는 모든 역을 모사하 고, 1/8 대칭면

상에서의 조건은 반사 경계 조건을 사용하 다. 각 핵연료집합체는 연료

봉, 갭(Gap), 피복재까지 모사하 으며, 축 방향 노드 수는 MCNAP 계산

에 사용된 Alpha164 Workstation의 메모리 한계 때문에 5개로 하 다. 

또한 MCNAP 계산의 경우 HFP 노심에 대한 출력 궤환 효과(Power 

Feedback)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핵연료 온도와 감속재의 온도는 

MASTER의 결과를 이용하 다.

(1) 상온 출력(CZP) 

CZP 상태의 SMART 노심에 대한 비교를 위해 MCNAP에서 

모델링된 모든 역의 온도는 300 K로 가정하 다. MCNAP의 임계도 계

산은 40,000개의 중성자를 하나의 세대(Cycle)로 하여 총 600 세대의 중성

자를 모사하 으며, 이중 200 세대는 중성자원의 분포를 얻는데 이용하

다. 

사용한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이고, 노심내 모든 구성 

물질의 경우는 300 K의 연속 핵반응 단면적을 이용하 으며, 감속재로 사

용된 수소의 라이브러리는 300 K의 S(α,β)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CZP 상태의 SMART 노심에 대한 유효 증배 계수(keff) 및 집합체별 출

력 분포를 그림 4.6-8에 나타내었다.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

이는 300 pcm 정도로 나타났고, 집합체별 상대 출력의 차이는 반경 방향

이 최대 6.3%, 그리고 축 방향의 경우 최대 2.8%로 나타났다. 노심 반응

도에 대한 두 코드의 예측은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 출력의 경

우는 최대 6.3%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나, 이 차이는 MCNAP 계산 결

과의 표준 편차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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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1.865±0.033 

4.255

1.692 

1.749±0.030 

3.354 

1.423 

1.444±0.032 

1.463 

1.058 

1.055±0.034 

-0.331 

1.598 

1.639±0.031 

2.548 

1.330 

1.342±0.031 

0.911 

0.489 

0.465±0.051 

-4.931 

0.936 

0.924±0.036 

-1.275 

0.325 

0.305±0.058 

-6.268 

1.113 

1.104±0.035 

-0.851 

0.625 

0.594±0.044 

-4.968 

  k-eff

1.173005

1.17019±0.00018

MASTER
MCNAP±σ

(MCNAP-MASTER)/MASTER,%

2.026 
1.996±0.016 

-1.450 

1.951 
1.989±0.016 

1.936 

0.243 
0.238±0.045 

-2.006 

0.712 
0.712±0.026 

-0.032 

0.067 
0.065±0.085 

-2.854 

(a) 반경방향 (b) 축방향

그림 4.6-8  주기초 노심반응도 및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 CZP(ARO)

(2) 고온 출력(HZP) 

HZP 상태의 SMART 노심에 대해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경

우(All Rod Out, ARO)와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에 대한 노심 

반응도 및 집합체 출력을 비교하 다. HZP 상태의 SMART 노심에 대한 

비교를 위해 MCNAP 코드에서 모델링된 모든 역의 온도는 295 ℃로 

가정하 다. 사용한 연속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이고, 

노심 내 모든 구성물질의 경우는 295 ℃의 연속 핵반응 단면적을 이용하

으며, 감속재로 사용된 수소의 라이브러리는 600 K의 S(α,β)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ARO 상태에서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200 pcm 정도

로 나타났고, 집합체별 상대 출력의 차이는 반경 방향이 최대 2.1%, 그리

고 축 방향의 경우 최대 6.9%로 나타났다.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의 

예측은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 출력의 경우는 최대 6.9%의 비

교적 큰 차이를 보이나, 이 차이는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 이내

(1σ=0.055)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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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초 SMART 노심에 대한 결과는 그림 4.6-9와 같다. 

R4
0.404 

0.429±0.049 
6 073

R4
0.519 

0.549±0.038 
5 722

R2
1.047 

1.069±0.028 
2 140

R1
1.464 

1.469±0.021 
0 316

R3
0.653 

0.680±0.035 
4 077

R2
1.099 

1.118±0.026 
1 737

R1
0.964 

0.930±0.026 
3 490

R1
1.335 

1.331±0.021 
0 316

O
0.681 

0.655±0.028 
3 884

R1
1.316 

1.318±0.023 
0 166

R1
0.978 

0.961±0.025 
1 782

  k-eff
1.00058

0.99878±0.00018

CEA Groups
MASTER

MCNAP±σ
(MCNAP-MASTER)/MASTER,%

0.125 
0.122±0.060 

-2.494 

0.525 
0.515±0.032 

-1.910 

1.801 
1.790±0.016 

-0.644 

1.282 
1.257±0.020 

-1.955 

1.267 
1.317±0.017 

3.942 

(a) 반경방향 (b) 축방향

그림 4.6-9  주기초 노심반응도 및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 HZP(임계)

(R1=171.0cm, R2=111.0cm, R3=51.0cm, R4=40.0cm)

각 제어군의 위치는 집합체 최하단에서부터 제어봉 흡수체 하단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200 pcm 정도

로 ARO 상태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집합체별 상대 출력의 차

이는 반경 방향이 최대 6.1%, 축 방향이 최대 3.9%로서, ARO 상태에서는 

축 방향이 반경 방향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

입된 경우는 반경 방향이 축 방향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어봉이 가장 많이 삽입된 집합체(노심 중앙에 위치한 집합체)의 경우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가 ARO 상태에서는 0.025인 반면, 제어봉

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에서는 0.049로서 MCNAP 계산 결과의 불확

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MCNAP 계산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

진 것은,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의 중성자 흡수율이 ARO 상

태에 비해 훨씬 커져 MCNAP 결과 값에 기여하는 중성자의 수가 감소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의 집합체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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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MCNAP 계산에서 모사하는 중성자

의 수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반경 방향에서 집합체별 상

대 출력 차이가 최대를 보인 집합체의 경우는 MCNAP 계산 결과의 1σ 

값이 0.049이기 때문에 두 코드간의 차이는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

차 내에 있다.

(3) 고온 전출력(HFP)

HFP 상태의 경우는 노심 내 핵연료봉과 감속재의 온도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MCNAP 계산의 모델링 시 모든 

역의 온도는 MASTER의 결과를 이용하 다. 사용한 핵반응 단면적 라

이브러리는 ENDF/B-VI 이고, 각 연료봉의 온도에 해당하는 핵반응 단면

적 라이브러리는 300∼1200 K 간격으로 NJOY 코드를 통해 생성하 으

며, 연료봉 온도 의존 단면적은 각 연료봉의 온도와 가장 가까운 핵반응 

단면적으로부터 구하 다. 감속재로 사용된 수소의 라이브러리는 500 K와 

600 K의 S(α,β)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ARO 

상태의 SMART 노심에 대한 주기초 keff 및 집합체별 상대 출력의 결과를 

그림 4.6-10에 나타내었다. 

1.487 
1.514±0.021 

1.793 

1.444 
1.468±0.019 

1.659 

1.316 
1.327±0.019 

0.866 

1.117 
1.121±0.021 

0.365 

1.400 
1.422±0.019 

1.546 

1.262 
1.270±0.019 

0.662 

0.613 
0.602±0.029 

-1.830 

1.012 
1.007±0.021 

-0.542 

0.429 
0.418±0.032 

-2.649 

1.139 
1.133±0.021 

-0.486 

0.721 
0.705±0.026 

-2.271 

  k-eff
 1.055860

1.06057±0.00018

MASTER

MCNAP±

(MCNAP-MASTER)/MASTER %

1.419 
1.299±0.017 

-8.442 

1.675 
1.698±0.015 

1.364 

0.617 
0.647±0.024 

4.828 

1.027 
1.079±0.019 

5.076 

0.262 
0.277±0.037 

5.740 

(a) 반경방향 (b) 축방향

그림 4.6-10  주기초 노심반응도 및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 HFP(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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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f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470 pcm 정도로 나타났고, 집합체별 상

대출력의 차이는 반경 방향이 최대 2.6%, 그리고 축 방향의 경우 최대 

8.4%로 나타났다.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의 예측은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 출력의 경우는 최대 8.4%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 고, 

HZP(ARO) 상태의 결과와는 달리 이 차이는 MCNAP의 표준 편차 밖(1

σ=0.017)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어봉이 임계 위치에 삽입된 경우의 주

기초 SMART 노심에 대한 결과는 그림 4.6-11과 같다. 

1.487 
1.514±0.021 

1.793 

1.444 
1.468±0.019 

1.659 

1.316 
1.327±0.019 

0.866 

1.117 
1.121±0.021 

0.365 

1.400 
1.422±0.019 

1.546 

1.262 
1.270±0.019 

0.662 

0.613 
0.602±0.029 

-1.830 

1.012 
1.007±0.021 

-0.542 

0.429 
0.418±0.032 

-2.649 

1.139 
1.133±0.021 

-0.486 

0.721 
0.705±0.026 

-2.271 

  k-eff
 1.055860

1.06057±0.00018

MASTER

MCNAP±

(MCNAP-MASTER)/MASTER %

1.419 
1.299±0.017 

-8.442 

1.675 
1.698±0.015 

1.364 

0.617 
0.647±0.024 

4.828 

1.027 
1.079±0.019 

5.076 

0.262 
0.277±0.037 

5.740 

(a) 반경방향 (b) 축방향

그림 4.6-11  주기초 노심반응도 및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 HFP(임계)

(R1=194.0cm, R2=134.0cm, R3=74.0cm, R4=40.0cm)

노심 반응도에 대한 두 코드간의 차이는 550 pcm 정도로 ARO 상태의 

결과보다 약간 큼을 알 수 있으며, 집합체별 상대출력의 차이는 반경 방향

이 최대 8.3%, 축 방향이 최대 15.3%으로 나타났다. 반경 방향과 축 방향

에서 최대 차이를 보인 집합체의 경우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는 

각각 0.046과 0.053으로서 1σ 값 내에 있으나, 축방향의 최하단에 위치한 

노드의 경우 두 코드간의 차이는 6.4%이나 MCNAP 계산결과의 1σ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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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로서 MCNAP 계산 결과의 표준 편차를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HFP(ARO) 상태에서 축 방향 출력이 높은 노드에서의 두 코드간 차이

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SMART 노심 연소계산 및 출력분포

SMART 노심의 축방향 노드 수를 8개로 늘려 MCNAP 연소계산

을 수행하 다. 노심의 유효길이 200 cm를 아래쪽의 2개 노드는 20 cm, 

가운데의 4개 노드는 30 cm, 그리고 위쪽의 2개 노드는 20 cm로 나누었

다. 

MCNAP 계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40,000개의 중성자를 하나의 세대

(Cycle)로 하여 총 600 세대의 중성자를 모사하 으며, 이중 100 세대는 

중성자원의 분포를 얻는데 이용하 다. 

사용한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이고, 각 연료봉의 온도

에 해당하는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300∼1200 K의 간격으로 NJOY 

코드를 통해 생성하 으며, 연료봉 온도 의존 단면적은 각 연료봉의 온도

와 가장 가까운 핵반응 단면적으로부터 구하 다. 감속재로 사용된 수소의 

라이브러리는 정 한 계산을 위하여 1 K 간격의 S(α,β)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표 4.6-3은 연소도에 따른 노심 반응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도 

0 day에서의 keff를 보면 MASTER와 MCNAP의 차이가 330 ppm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소가 진행되더라도 대략 300 ppm 이하의 차이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CNAP 계산에 의한 keff의 표준 편차(=1σ)

가 0.00014∼0.00017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중

성자 모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4.6-4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집합체별 상대 출력 도의 차이를 나

타낸 것이다. MASTER와 MCNAP의 상대 출력 도의 차이는 반경 방향

으로 최대 9.266%(780 days에서), 축 방향으로 6.408%(6 days에서) 정도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 출력 도의 차이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노

드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작고 표준 편차(=1σ)가 큰 노드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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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3  연소도에 따른 노심 반응도 변화

Burnup
(Days)

MASTER
MCNAP

Diff
Control Rods Position(cm)

keff
1)

σ
2) R1 R2 R3 R4

0 

3 

6 

20 

4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20 

750 

780 

1.000135 

1.000062 

0.999915 

0.999993 

1.000058 

0.999899 

1.000065 

0.999925 

1.000110 

1.000103 

0.999854 

1.000080 

0.999926 

0.999864 

1.000122 

1.000001 

0.999912 

0.999914 

1.000039 

1.000023 

1.000133 

1.000078 

1.000068 

1.000047 

0.999931 

0.999937 

1.000005 

1.000087 

0.999873 

0.999933 

1.00343 

1.00169 

1.00169 

1.00268 

1.00180 

1.00228 

1.00199 

1.00099 

1.00085 

1.00072 

1.00063 

1.00054 

1.00107 

1.00074 

1.00072 

1.00076 

1.00088 

1.00096 

1.00112 

1.00152 

1.00116 

1.00123 

1.00148 

1.00093 

1.00099 

1.00032 

1.00015 

1.00010 

0.99985 

0.99983 

0.00016 

0.00017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7 

0.00016 

0.00016 

0.00016 

0.00015 

0.00016 

0.00016 

0.00016 

0.00015 

0.00016 

0.00016 

0.00016 

0.00015 

0.00016 

0.00015 

0.00015 

0.00015 

0.00016 

0.00015 

0.00014 

0.00014 

0.00016 

0.00015 

0.00014 

330 

163 

177 

269 

174 

238 

192 

107 

74 

62 

78 

46 

114 

88 

60 

76 

97 

105 

108 

150 

103 

115 

141 

88 

106 

38 

15 

1 

-2 

-10 

194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34 

186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8 

194 

191 

190 

191 

191 

191 

191 

191 

190 

189 

187 

185 

183 

181 

180 

180 

181 

182 

185 

74 

126 

142 

156 

160 

159 

158 

155 

152 

146 

138 

134 

131 

130 

131 

131 

131 

131 

131 

130 

129 

127 

125 

123 

121 

120 

120 

121 

122 

125 

40 

66 

82 

96 

100 

99 

98 

95 

92 

86 

78 

74 

71 

70 

71 

71 

71 

71 

71 

70 

69 

67 

65 

63 

61 

60 

60 

61 

62 

65 

1) 유효증배계수

2) σ = 1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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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4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집합체별 상대출력 도의 차이

Burnup
(Days)

Radial Power Density

Difference(%)

Axial Power Density

Difference(%)

εRMS
1)

εMAX
2)

εRMS εMAX

0 

3 

6 

20 

4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20 

750 

780 

2.363 

2.761 

2.727 

2.721 

2.701 

2.219 

2.563 

2.490 

2.529 

2.984 

3.095 

2.675 

2.997 

2.870 

3.125 

2.438 

1.961 

2.403 

1.706 

2.271 

2.300 

2.389 

2.434 

2.347 

2.524 

2.359 

2.583 

2.643 

3.156 

3.683 

4.107 

4.875 

5.778 

4.856 

6.016 

3.901 

4.495 

4.607 

4.606 

6.263 

6.024 

4.791 

6.418 

5.100 

6.265 

4.449 

3.811 

4.815 

3.294 

4.538 

5.510 

6.245 

4.805 

5.369 

5.167 

4.546 

6.666 

5.950 

7.750 

9.266 

0.534 

2.211 

3.506 

1.272 

2.199 

4.217 

0.855 

1.257 

0.983 

0.807 

3.255 

2.779 

1.914 

1.167 

1.873 

0.789 

0.816 

0.641 

0.683 

1.007 

2.407 

3.320 

1.620 

1.393 

2.345 

0.559 

1.398 

0.895 

2.072 

2.540 

1.421 

3.521 

6.408 

2.199 

3.376 

6.278 

1.364 

2.471 

2.240 

1.371 

5.576 

4.217 

2.881 

1.893 

3.193 

1.578 

1.551 

0.937 

1.121 

1.358 

3.423 

4.607 

3.086 

2.017 

3.321 

0.830 

2.000 

2.124 

3.225 

4.659 

1) εRMS=
1
N ∑N |

MCNAP-MASTER
MASTER |

2

2) εMAX=MAX | MCNAP-MASTERMASTER |







- 443 -

라. SMART 노심의 반응도 계수 및 제어봉가

(1) 감속재 온도계수(MTC)

SMART 노심의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노심 반응도의 변화

를 계산하 다. MCNAP 계산을 위한 노심 모델링은 반경 방향으로는 전

체 노심의 1/8을 모사하 고, 축방향으로는 연소 계산과 동일하게 8개의 

노드로 모사하 으며, 1/8 대칭면에서의 조건은 반사 경계 조건을 사용하

다. MCNAP의 임계도 계산은 20,000개의 중성자를 하나의 세대(Cycle)

로 하여 총 600 세대의 중성자를 모사하 으며, 이중 100 세대는 중성자원

의 분포를 얻는데 이용하 다.

그림 4.6-15는 고온 전출력에서 MTC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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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5  감속재온도에 따른 MTC의 변화(HFP,ARO)

고온 전출력에서의 MTC를 보면 MASTER와 MCNAP의 계산 결과가 

임계상태에서는 5.9 pcm/℃, ARO 상태에서는 2.8 pcm/℃, 그리고 ARI 상

태에서는 9.7 p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16은 고온 출력에서 MTC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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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6  감속재온도에 따른 MTC의 변화(HZP)

고온 출력에서의 MTC는 임계 상태에서는 3.2 pcm/℃, ARO 상태에서

는 4.4 pcm/℃, 그리고 ARI 상태에서는 5.8 p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MASTER와 MCNAP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MTC의 절대치는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거동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핵연료 온도 계수(FTC)

핵연료 온도 계수는 노심 평균 핵연료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반

응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온도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는 

핵연료 온도의 제곱근( K)에 대한 선형 함수의 특성을 가진다. 이 함수

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pcm/ K  단위의 핵연료 온도계수 FTC
＊
는 상수값

이 된다.

FTC
＊
[pcm/ K]

=
ρ2-ρ1
K2- K1 (4.6.2)

여기서 ρ1 은 핵연료 온도가 K1 일 때의 반응도 값이며, ρ2 는 핵연료온

도가 K2 일 때의 반응도 값이다. 식 (4.6.2)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pcm/℃ 단위의 FTC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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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pcm/℃] = FTC＊[pcm/ K] / (2× X+273.15). (4.6.3)

식 (4.6.3)을 이용하여 SMART 노심의 FTC를 계산하 다. 노심 상태는 

연소도 0 days에서 고온 전출력이며, K1은 70% 출력일 때의 핵연료 온도

로, K2는 100% 출력일 때의 핵연료 온도로 가정하 다. 기타 방법은 

MTC 계산과 동일하다. 

그림 4.6-17∼그림 4.6-18은 식(4.6.3)에 의해 계산된 pcm/℃ 단위의 

FTC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RO 상태의 경우에는 MASTER와 

MCNAP의 FTC가 유사하나, 제어봉이 삽입된 임계 상태의 경우에는 약 1 

pcm/℃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17  핵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FTC (임계)

(3) 제어봉가

SMART 노심에 사용되는 제어봉군(CEA Groups)별 제어봉가

를 비교하 다. 노심 연소도는 0 day이며, 고온 출력에서 개별 제어봉가

와 저온 출력에서의 전체 제어봉가를 계산하 다. MCNAP 계산을 위한 

노심 모델링은 반응도 계수 계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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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8  핵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FTC (ARO)

표 4.6-5는 고온 출력 때의 제어봉 구동에 따른 keff의 변화와 제어봉

가를 나타낸 것이다. 노심 반응도는 ARI 상태에서 171 pcm 정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제어봉가는 R1 제어군이 130 pcm 정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5  제어봉 구동에 따른 노심 반응도의 변화(HZP)

제어봉위치 MASTER MCNAP Diff (pcm)1)

노심반응도 (keff)

ARO 1.07152 1.07336±0.00023 160

R4 in 1.04193 1.04359±0.00024 153

R4+R3 in 1.02710 1.02801±0.00023 86

R4+R3+R2 in 0.97167 0.97206±0.00024 42

R4+R3+R2+R1 in 0.79309 0.79417±0.00021 171

제어봉가 (%Δρ)2)

R4 2.651 2.658 7

R3 1.385 1.452 67

R2 5.555 5.599 44

R1 23.173 23.043 -130

1) Diff = (ρ MCNAP-ρMASTER)×10
5

2) 제어봉가 = ( ρ RO-ρRI)×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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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6은 상온 출력 때의 제어봉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제어봉가

는 633 pcm 정도로 고온 출력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상대 차이는 2.5%에 불과하여 전체 제어봉가 불확실도 10% 

이내임을 확인하 다.

표 4.6-6  제어봉 구동에 따른 노심 반응도의 변화(CZP)

제어봉위치 MASTER MCNAP Diff (pcm)1)

노심반응도 (Keff)

ARO 1.17314 1.17194±0.00023 -87

ARI 0.90572 0.89985±0.00023 -720

제어봉가 (%Δρ)2)

R4+R3+R2+R1 25.168 25.801 633

1) Diff = (ρ MCNAP-ρMASTER)×10
5

2) 제어봉가 = (ρRO-ρRI)×100  

마. 몬테칼로 오차전파 계산결과

SMART에 사용되는 B형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에 따른 핵종 수

도 및 증배 계수의 오차 추이를 평가하 다. 연소 계산은 2년을 총 29개 

연소 단계로 해석하 다.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와 

JENDL 3.2를 사용하 다. 

그림 4.6-19는 연소도에 따른 증배 계수의 오차[ δQk ]를 통계 오차, 수

도 오차 유발 오차[ EQk(δX) ], 핵반응 단면적 오차 유발 오차[ EQk(δσ) ]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때 통계 오차는 연소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유지하

는 반면 수 도 오차 유발 오차와 핵반응 단면적 오차 유발 오차는 연소

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반응 단면적 오차 유발 오차의 경

우 연소도에 따라 Pu 양이 증가하면서 Pu 핵반응 단면적 오차 유발 오차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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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9  연소에 따른 증배 계수 오차

5. 결론

MCNAP을 이용하여 SMART 노심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MASTER 전산체계의 핵특성 인자 계산 결과 검증을 위한 비교 계산을 

수행하 다. MCNAP 코드에 의한 MASTER 전산 체계의 검증은 3-D 집

합체의 연소 계산, 몇 가지 노심 상태에 대한 노심 반응도 및 상대출력

도 분포의 비교, 그리고 SMART 노심의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수행하 다. 

MASTER 전산 체계에 대한 검증 결과, 집합체 단위의 핵 특성 인자에 

대한 두 코드의 예측은 매우 유사하 으며, MCNAP 계산 결과의 불확실

성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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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냉각재 방사능 및 선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에서 330 MWt 출력의 일체형 원자로인 SMART가 개발

되고 있다. 이 원자로는 대형출력을 위한 기존의 발전용 원자로와는 다른 

일체형 구조로서, 노심과 1차 계통이 모두 원자로압력 용기 안에 들어있

다. SMART에 적용되는 설계특징들, 예를 들어, 노심과 가까운 위치에 존

재하는 Titanium 재질의 Helical Type S/G, 운전 중에는 정화를 하지 않

는 운전특성, 3년 정도에 해당하는 핵연료 중장주기 특성, 330 MWt에 이

르는 중소규모 열 출력 등은 기존 발전용 원자로에서 사용되어 온 많은 

원자로 설계코드들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적용가능하지 않다면, 기존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코드를 재개발하는 

연구수행을 필요로 한다. 

나.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기존 PWR 및 SMART에 대하여 정상운전시 냉각

재 방사능 및 소외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

러나, 기존에 개발된 냉각재 방사능 평가 코드는 기본 가정 및 조건들이 

SMART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PWR용 냉각재 방

사선원항 계산을 위한 대표적인 보고서는 NUREG-0017[4.7-1]이며, 이 방

법론에 따라 구현된 코드는 PWR-GALE[4.7-1]이 있다. PWR-GALE에서

는 참조 원전을 가정하고, 평가 대상 원자로에 대한 보정 인자를 추출하여 

계산한다. 이 코드 체계를 참조원전과 유사한 원자로에는 적용 가능하지

만, SMART와 같이 운전주기, 열출력과 같은 조건이 PWR-GALE 코드에 

사용되었던 참조원전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ABB-CE에서 개발하여 CE형 원자로 설계에 사용하 던 DAMSAM 코드

[4.7-2]가 있다. DAMSAM은 1차 및 2차 냉각재 역에 대한 지배방정식

을 세우고, 수치해석적 해를 구한다. 다만, 붕괴사슬(Decay Chain)에 대한 

향을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핵종별 라이브러리를 붕괴사슬에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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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DAMSAM은 CE형 원자로에 최적

화 되어있기 때문에, 내장된 핵종별 라이브러리를 다른 원자로에 활용하기

가 곤란하며, DAMSAM 코드 방법론에 맞는 범용의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형발전용 PWR,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인 

SMART, 이외에도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미지의 원자로에도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냉각재 방사능 평가 방법론 및 코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자료 또는 특정 노형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원자로를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화하고, 이를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해를 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에서

와 마찬가지로 일부 자료들을 실험 또는 실제 운전경험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실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론적으로 계

산할 수 없다면, 기존 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자료를 활용하기

로 한다. 다만, 차후에 보다 적절한 자료가 생산되었다면 이를 반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차폐설계 및 차폐최적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

법론을 조사하거나 개발하여, SMART 차폐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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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방법론

가. 정상 운전시 냉각재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 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정상 운전시 냉각재내 핵

분열 생성물 방사능 평가 방법론 개발에 대한 것이다. 먼저 기존에 개발되

었던 방법론을 SMART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SMART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 다. 

이에 근거하여, 1차 냉각재 내의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 평가를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1] 노심에서 1차 계통으로 누설되는 핵분열생성물을 외부선원으로 간

주하고, 1차 계통 내의 붕괴사슬처리를 위하여 ORIGEN2 코드

[4.7-3]를 약간 수정하여 개발한 O2P 방법론(Ver.02), 

[2] Stiff Matrix를 풀 수 있는 일반적인 수치 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방법론(Ver.05), 그리고 

[3] 노심, 1차 계통, 2차 계통을 N개의 요소로 모형화하고, N개의 요소

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ORIGEN2코드의 입ㆍ출력 및 주요 

반응계수를 재계산하여 개발한 O2MP 방법론(Ver.02)이 있다. 

여기서, 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는 모두 ORIGEN2 코드에 있는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최종연구성과물인 SAEP (Specific Activity Evaluation 

Program) 코드는 위의 세 가지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이 중

에서 [2]의 방법론(SAEP Ver.05)은 1차 계통과 2차 계통을, [3]의 방법론

(SAEP Ver.06)은 노심부터 2차 계통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을 N개의 구성

요소로 모델링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2]의 방법론은 크기가 방대한 

STIFF MATRIX를 일반수치해법으로 풀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시간도 빠르고 사용도 편리하며 발전소 

모델링도 일반화할 수 있는 [3]의 방법론을 본 연구의 최종 방법론으로 제

시한다. SAEP 코드의 지속적인 개발은 향후 설계될 많은 원자로에 대한 

정상 운전시 방사능 평가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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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화 부식생성물 방사능 평가 방법론 및 소외선량평가

방사화 부식생성물이란 발전소의 가동 중 Fuel Cladding, Stainless 

Steel Coolant Channel, S/G Heat Transfer Surface 및 냉각재와 접하는 

구조물에서 부식되어 나온 크러드들이 냉각재 유로를 따라 돌다가 노심 

주변에서 중성자 조사로 인해 방사능을 띄게 되는 물질이다. 부식 생성율 

및 방출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열수력학적 운전모드에 종속적으

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양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기존 방법

론에서는 부식생성물 생성량 또는 부식 생성율을 냉각재 실측 또는 실험

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 코드인 CRUDSIM/MIT 

[4.7-4]는 용해도 차이로 인한 부식생성물의 거동을 모사하고, 대표적으로 

Co-60, Co-58에 대한 비방사능 만을 계산한 후에, 나머지 기타 핵종에 대

해서는 기존에 실측된 노냉각재 자료에 근거하여 비율대로 예측할 뿐이다. 

기존 PWR과 S/G재질이 다른 SMART에 대해서는 실측에 근거한 

CRUDSIM/MIT를 적용할 수가 없고, 새로운 방법론 개발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방사화 부식생성물 방사능 예측을 위하여 핵분열 생성물 평가시

에 개발된 [1]의 방법론(SAEP Ver.02)을 이용한다. [1]의 방법론은 외부 

생성항이 존재하는 비제차(Inhomogeneous) 1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

기 때문에, 외부 생성항으로 냉각재로 유입되는 부식생성물의 부식생성율

을 적용한다면, CRUDSIM/MIT와 같은 역간 이동에 따른 방사능 분포

까지는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방사화 부식생성물에 의한 방사능 총량은 계

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SMART의 S/G재질로 예상되고 

있는 Titanium 합금에 대한 부식율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실험의 

성과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Titanium 합금의 부식율을 

적절하게 가정해야 할 것이다. 

부식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화 생성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존의 

발전소에서 활용되었던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여도 된다. 또한, 소외선량

평가는 기존 발전소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

(Reg. Guide 1.109, 1.111, 1.113)[4.7-5∼7] 및 코드(ex. AZAP code[4.7-8])

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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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폐 최적화 방법론

최적화된 차폐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은 주어진 제한조건을 만족하

거나 또는 만족하면서 특정 설계인자를 최적화(최소화 또는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적화는 원자로의 크기 또는 무게에 제한이 가해

지기 쉬운 중소형 원자로 설계시에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현황을 분석한 후에, 주어진 설계상황에 적절한 기존의 최적설계 방법

론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다.

주어진 설계상황이라는 것은 예컨대, 1) 차폐체 배치 및 대략적인 설계

구조(ex. 두께분포)가 결정된 후에, 제한조건(ex. 선량)을 만족하면서 특정 

설계인자(ex. 무게)를 최소화하는 두께 분포와 같은 설계구조를 찾아내는 

수치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또는, 2) 처음부터 대략적인 차폐체 배치도 주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만족하면서 특정설계

인자를 최적화하는 임의의 설계구조를 찾아내는 조합최적화가 필요한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차폐설계 수치최적화와 관련하여, 1970

년대에 개발된 OPEX-II 코드[4.7-9] 및 SWAN 코드[4.7-10]에서 사용되

던, 수학적인 변화율 함수에 근거한 방법론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차폐

설계 수치최적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차폐 설계 조합 최

적화와 관련하여, 조합 최적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과 1차원 Discrete Ordinate 선

량 계산 코드인 ANISN 코드[4.7-11]를 같이 적용하여 개발된 MACNOS 

코드[4.7-12]를 이용한다. 

(1) OPEX-II, DOPEX[4.7-13] 코드

(가) 코드 개요

미국 NASA에서 1970년대에 Space reactor의 방사선 차폐 

설계를 위해 OPEX-II, DOPEX, DOPEX-1D2C 등의 차폐설계 최적화 코

드를 개발하 다. Space reactor에서는 무게가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이기 

때문에, 선량제한치를 만족하면서 무게가 최소가 되는 차폐구조 설계가 필

요했다. 이를 위해, Dose-thickness relation이라는 Fitting 함수를 이용하

여 Steepest descent 방법에 의해서 무게가 최소화되는 차폐구조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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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사용했다. OPEX-II 코드는 1개의 선량제한치와 구형기하구조

에, DOPEX, DOPEX-1D2C는 2개 또는 3개의 선량제한치에 원통형 기하

구조에 적용된다.

(나) 코드의 적용범위

본 코드는 Dose-thickness relation과 같은 Fitting 함수를 

이용하여 무게를 최소화한다. Fitting 함수에 필요한 계수를 구하기 위하

여, 기준이 되는 초기차폐설계 배치와 이 배치를 약간씩 조정한 배치들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값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정해진 Dose-thickness 

relation을 이용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필요한 선량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

식은 초기에 설계한 기준차폐 배치에서 매질은 추가되거나 교체되지 않고, 

두께만 조절하여 무게를 최소화한다. 만일 최적의 설계가 초기 기준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적의 

설계가 초기설계의 매질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설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코드는 차폐설계의 배치나 매질

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두께만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우 유

용한 코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차폐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초기설계 단계에서, 최적설계에 대한 대략의 결과 또는 방향을 알

고자 할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SWAN 코드

(가) SWAN 코드 개요

SWAN 코드는 핵융합로의 핵적 특성(Nucleonic 

Characteristics)을 분석하고 최적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개발되었다. 

이 코드는 Perturbation Theory를 이용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는 SWIF 

코드와 Flux 계산을 위한 ANISN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1차원 

Discrete-ordinate 방사선 계산코드인 ANISN 코드로는 Flux 및 Adjoint 

Flux 분포를 계산한다. SWIF는 매질 도 변화가 목적함수(핵적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에 주는 향을 식으로 표현하고, 이 식으로부터 하나의 물

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한다. 도분포를 변

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여, 목적함수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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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핵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제한요건도 만

족하는 도분포를 얻을 수 있다. 

(나) SWAN 코드의 적용범위

SWAN 코드는 Perturbation Theory Technique에 기초하

여 도분포를 변화시키고, 이로부터 목적함수(무게, 비용 또는 핵적 특성)

를 최적화한다. 어느 정도 결정된 도분포에 기초를 두고, 특정한 파라미

터를 세 하게 조정하여 최적분포를 탐색한다. 이러한 방법은 도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매질의 종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특

정한 설계인자를 최적으로 맞추고자 할 때 유용할 것이다. 

(3) MACNOS (Genetic Algorithms을 이용한 차폐최적화)

(가) 방법론 개요

방사선 차폐체 설계시에 선량, 무게, 비용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유전자알고리즘(GA)을 이용한다. 기존의 코드들은 차폐물질들의 배

치가 어느정도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차폐물질들을 크게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단 결정된 차폐체 구조나 

물질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배치 또는 물질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 차폐설계 방향

을 설정하고, 이를 다양하게 검증해보면서, 최적화된 차폐설계를 탐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학적인 변화

율에 기초한 기존의 최적화 방법론으로는 전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

다. 기존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고도로 비선형적인 환

경에 있는 문제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GA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MACNOS에서는 선량, 무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인자들이 최적의 조건이 되는 설계구조를 탐색할 수 있도록 GA를 

이용한다.

(나) MACNOS의 주요 방법론 요약

MACNOS는 차폐설계인자에 대한 구속조건이 주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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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만족하는 최적의 차폐설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최적화 기법으로 Genetic Algorithms을 이용하고 최

적해 탐색성능 향상 및 구속조건 처리를 위하여 Linear Ranking에 의한 

선택확률과 벌점함수를 사용한다. MACNOS 방법론에 관한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벌점함수를 이용하여 구속조건이 없는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여 최

적해 탐색성능을 향상

○ 해(Solution)가 되는 차폐설계 x는 차폐물질을 나타내는 일련의 숫

자로 구성

임의의 차폐설계 x := “12555333222111144444”

여기서, 차폐체 두께 및 배치는 숫자의 길이와 순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차폐설계에 의한 방사선량은 1차원 선량계산 코드인 ANISN 코드를 

통하여 계산하고, 무게 및 비용은 차폐체의 부피에 도 및 구입단가를 곱

하여 계산한다. 

○ 후손생성을 위한 부모스트링 선택은 Linear Ranking 방법을 사용

모개체군을 적합도 순서에 따라서 정렬하고, 정렬된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개체군을 선택할 확률 q, 마지막 개체군을 선택할 확률 q0를 지정

하고, 다음과 선택확률을 이용하여 후손생성을 위한 부모스트링들을 선택

한다.

p k = q - ( k - 1 ) ×
q - q 0
N - 1

○ 부모스트링을 이용하여 후손을 생성하는 방법

재조합 및 돌연변이 연산자를 이용하여 후손을 생성한다.

○ 다음세대의 모개체군을 설정하는 방법

후손개체군 및 부모개체군을 합하여 적합도 순서에 따라서 정렬하

고, 다음세대를 선택될 상위 N개의 개체군 선택 (Enlarged sampling 

space, Top-N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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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적해 탐색절차

MACNOS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전자 알고리즘 절차에 의

하여 최적해를 탐색하게 된다.

Step ①: 모개체군을 위한 N개의 부모스트링을 랜덤생성한다.

Step ②: 각 스트링의 물리적 특성(선량, 무게, 비용)을 평가한다.

Step ③: 물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각 스트링의 적합도를 계산하고 

정렬을 수행한다.

Step ④: 부모스트링을 Linear ranking 선택확률에 따라서 선택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M개의 후손스트링을 생성한다.

Step ⑤: 모든 후손스트링의 물리적인 특성을 평가한다.

Step ⑥: 모든 후손스트링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Step ⑦: 모개체군과 후손개체군을 적합도 순서에 따라서 함께 정렬한다.

Step ⑧: 상위 N번째까지의 우수한 스트링들을 선택하여 모개체군으로 

설정한다.

Step ⑨: 다음 세대로 새롭게 설정된 개체군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최적해 조건에 도달했으면 종료하고, 만일 최적해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대 반복 회수도 넘지 않았다면, N개의 

새로운 개체군에 대하여 ④ 단계부터 다시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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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재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 평가 코드 SAEP 개발

가. ORIGEN2 코드를 수정한 1차 냉각재 방사능 평가 방법론 (SAEP 

Ver.02)

(1) 1차 냉각재 내 방사능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정의

ORIGEN2 코드에서 핵변환 및 방사성 붕괴에 의하여 핵종이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배방정식으로 다음과 같

은 식(4.7-1)을 사용한다.

dXi
dt
= ∑

N

j=1
l ijλ jXj+ Φ ∑

N

k=1
f ikσkXk-(λ i+ σi)Xi  (i=1,....,N) 

➡ X= AX  (4.7-1)

여기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i : 핵종 i의 원자 도(atom density)

λi : 핵종 i의 붕괴상수

σi : 핵종 i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

lij, fik : 분기율(branching fraction)

Φ  : 위치와 에너지 적분된 유효, 일군 중성자속

식 (4.7-1)을 냉각재 내 방사능 계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 위하

여, 앞서 언급한 대로, 노심에서 냉각재로 누설되는 새로운 생성 항을 추

가하고, 냉각재 정화에 의하여 핵종이 제거되는 정화율을 소멸 항에 삽입

하면 식 (4.7-2)와 같은 비균질(Inhomogeneous) 미분방정식이 된다.

dXci
dt

=PFi+ ∑
N

j=1
l ijλ jXcj+ Φ ∑

N

k=1
f ikσkXck-(λ i+ σi+Ri)Xci

➡ X= AX+B (4.7-2)

여기서, PFi는 핵종 i가 노심에서 냉각재로 누설되는 생성항(atom 

density/sec)이며, Ri는 핵종 i가 냉각재내 정화설비에 의하여 제거되는 정

화율(vol/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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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균질(Inhomogeneous) 방정식 계산 처리 모듈(O2P 모듈)

 식 (4.7-2)를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서브루틴 수정작업을 수행했다. ORIGEN2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식 (4.7-1)과 같은 균질(Homogeneous) 방정식을 풀고 있지만, 지속적인 

Feedup와 Removal이 필요한 재처리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식 (4.7-2)

와 유사한 비균질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SAEP Ver.02에서는 냉각재 방사능 계산을 위한 

부프로그램(이하 O2P: ORIGEN2 Patched 모듈)으로 활용한다.

(3) O2P 모듈을 이용한 SAEP Ver.02의 1차 냉각재내 핵분열 생성

물 방사능 평가 절차

○ 입력파일 준비

: ORIGEN2 코드를 위한 입력파일 자동양식 작성

: Burnup 시나리오 파일 작성

: O2P 모듈을 위한 입력파일 자동양식 작성

① 초기화

: ORIGEN2 라이브러리의 붕괴상수 및 흡수 단면적 저장

: 정화율 계산, 핵연료 손상율 설정 및 누설율 저장

② 현재시간 t에 대하여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 

: 시간구간 [t-Δt, t]에 대한 ORIGEN2 코드용 입력파일 자동생성

: ORIGEN2 코드 자동실행

③ 1차 냉각재로의 누설량 PFi 계산

: ORIGEN2 코드의 Punched Output 파일을 읽어서 노심내 재고량 

저장

: 읽어들인 노심내 재고량에 핵연료 손상율 및 각 핵종에 대한 누

설율을 곱함

: 정화율과 누설량을 O2P 모듈을 위한 입력자료로 저장

④ 비균질 방정식 처리모듈 O2P 실행

 : 이전시간 [t-Δt]에서의 1차 냉각재내 핵종별 재고량을 Punched 



- 460 -

Input 파일로 저장

: 시간구간 [t-Δt, t]에 대한 O2P 모듈용 입력파일 자동생성

: O2P 모듈 자동실행

⑤ 1차 냉각재 방사능 양 계산

: O2P 모듈의 Punched Output 파일을 읽음

: 시간 t에서의 1차 냉각재내 핵종별 재고량 저장

: 환산인자를 곱하여 냉각재 방사능으로 변환후 출력

⑥ 다음 시간단계 [t+Δt]로 진행

나. Stiff Matrix 수치기법을 이용한 냉각재 방사능 평가 방법론 

(SAEP Ver.05)

1차 냉각재 지배방정식인 식(4.7-2)의 행렬형태, X = A X+B에

서, X는 N×1 행렬로서 시간에 대한 방사능 농도 변화율이고, N은 방사

성 핵종의 개수이다. A는 N×N 행렬로서 내부생성항 및 소멸항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핵종들의 반감기 차이로 이 행렬의 원소들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Stiff Matrix를 구성한다. B는 N×1 행렬

로서 핵연료에서 1차 냉각재로 단위시간당 유출되는 외부 생성항이다.

이러한 Stiff Matrix가 포함된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치기법들이 여

러 가지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umerical Recipes ver 2.0에 수록

된 Semi-implicit Extrapolation Method (Section 16.6 참조)을 활용하여 

그 해를 구하 다. 해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III-400 PC 시스템으로 

수십 분 이상 소요된다. 앞으로 개발되는 더 좋은 성능의 PC를 이용한다

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과 수초에서 수분밖에 걸

리지 않는 SAEP Ver.02 방법론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

서, 본 수치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은 SAEP 코드에 대하여 결과를 서로 비

교해 볼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론으로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SAEP Ver.05를 이용한 2차 냉각재 역에 대한 방사능 평가는 2차 냉

각재 역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A행렬을 재구성하여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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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늘어난 정보량만큼 행렬의 크기도 커지므로 해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많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론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핵종만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만일 한 개의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붕괴사슬에 존재하는 전체 핵종의 수가 비교적 작

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핵종의 방사능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이며, 예컨대, 핵분열생성물 XE-138의 경우에 전체 붕괴사슬 및 중성자방

사화와 관련하여 향을 미치는 모든 핵종은 XE-138을 포함하여 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XE-138만 우선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다. 정상운전시 냉각재 핵분열 생성물 방사능 평가 방법론 (SAEP 

Ver.06)

지금까지 개발된 SAEP 코드들(Ver.02, Ver.05)은 모두 노심내 재

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ORIGEN2 코드를 외부에서 따로 실행하고, 여기

서 노냉각재로 누설되는 양을 계산하여 식(4.7-2)와 같은 비제차 방정식의 

외부선원항 B로 설정하 다. Ver.02의 경우에는 1차 노냉각재 만을 모사

가능하고, Ver.05 경우에는 1차 및 2차 계통을 N개의 역으로 모사할 수 

있지만, 일반수치해석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노심 역은 포함할 수가 없었

다. 노심 역을 포함하기 못하기 때문에, 계산시간단위(Time Step)동안에 

노냉각재로 누설되는 양을 일정하다는 가정아래,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렇지만, 누설되는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 하기 위해서는 계산시간단위를 잘게 쪼개어 여러 번의 반복실행

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역까지 포함하여 원자로 전체를 N개의 역으로 

모사하고, 이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법론 및 코드를 최종적으로 개발하기

로 계획하고, SAEP Ver.02와 Ver.05 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ORIGEN2 코드를 변형한 O2MP 모듈 및 SAEP Ver.06을 개발

하 다. 본 코드는 노심 역을 Region 1로, 1차 냉각재 역을 Region 2

로, 2차계통을 Region 3부터 N으로 모사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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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사되는 중성자속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Region I에서 J로 넘어가는 핵종의 상호이동에 관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

공해야 한다. 

(1) M개의 역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지배방정식 및 행렬

전체 시스템이 M개의 역으로 이루어지고, 각 역들을 서로 

핵종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형태의 지배방정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X1 = A1X1 + B1 + ∑
j /= 1
C j↔1 Xj

X2 = A2X2 + B2 + ∑
j /= 2
C j↔2 Xj

⋯

XM = AMXM + BM + ∑
j /=M
C j↔MXj  (4.7-3)

여기서, C j↔1 X j은 다른 역으로 유출되거나, 거기서 넘어오는 방사성핵

종의 방사능을 의미한다. 식 (4.7-3)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식 (4.7-4)가 

되고, 이는 1차 냉각재 방사능에 관한 행렬 식 (4.7-2)와 동일한 행렬식 

(4.7-5)가 된다.

ꀌ

ꀘ

︳︳︳︳︳︳︳︳︳︳

ꀍ

ꀙ

︳︳︳︳︳︳︳︳︳︳

X1

X2
⋯
XM

=

ꀌ

ꀘ

︳︳︳︳︳︳︳︳︳

ꀍ

ꀙ

︳︳︳︳︳︳︳︳︳

A1 C 2↔1 C 3↔1 … C M↔1

C 1↔2 A2 C 3↔2 … C M↔2

⋯
C 1↔M C 2↔M C 3↔M … AM

ꀌ

ꀘ

︳︳︳︳︳︳︳︳︳

ꀍ

ꀙ

︳︳︳︳︳︳︳︳︳

X1
X2
⋯
XM

+

ꀌ

ꀘ

︳︳︳︳︳︳︳︳︳

ꀍ

ꀙ

︳︳︳︳︳︳︳︳︳

B1
B2
⋯
BM

 (4.7-4)

X = A X + B   (4.7-5)

여기서, X는 [N×M]×1 행렬로서 시간에 대한 방사능 농도 변화율이고, 

N은 방사성핵종의 개수, M은 전체 역의 개수이다. A는 [N×M]×[N×M] 

행렬로서 내부생성항 및 소멸항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특히, 냉각재 

역간의 핵종이동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B는 [N×M]×1 행렬로

서 각 역으로 들어가는 외부 생성항이다.

(2) O2MP 모듈 개발

식 (4.7-5)와 같은 행렬식을 풀기 위하여 ORIGEN2 코드에 부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입ㆍ출력 및 반응계수들을 다 역(Multi-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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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O2MP 모듈을 개발하 다. 특징으로서는, 각 

역에 조사되는 중성자속을 각각 지정할 수가 있으며, 특히 SMART와 같

이 S/G가 노심에 가까워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향이 의심스러울 때, 

S/G에 조사되는 중성자속을 지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구현

하기 위하여, 각 역에 대하여, 중성자 조사로 인한 반응계수에 각기 다

른 중성자속이 계산되도록 만들었다.

(3) SAEP Ver.06의 계산절차

○ 입력파일 준비

: ORIGEN2 코드를 위한 완전한 입력파일 준비

: 각 역에 대한 핵종 상호 교환 자료 준비

① 초기화

: ORIGEN2 라이브러리의 붕괴상수 및 흡수 단면적 저장

: 정화율 계산, 핵연료 손상율 설정 및 누설율 저장

: O2MP 모듈을 위한 입력파일 생성

② O2MP 모듈 실행 

③ 냉각재 방사능 양 계산

: O2MP 모듈의 출력결과파일을 읽음

: 환산인자를 곱하여 방사능으로 변환후 출력

(4) SAEP Ver.02, Ver.05, Ver.06과의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 SMART의 기본 설계에 대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을 SAEP Ver.02, Ver.05, Ver.06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 으며, 표 4.7-1에 수록되어 있다. SAEP Ver.02에 대

하여 EFPD 990 day를 각각 1개의 시간구간(990 days), 10개의 구간(100 

days), 100개의 구간(10 days), 990개의 구간(1 day)으로 나누어 계산하

다. SAEP Ver.06, Ver.05와 Ver.02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그림 4.7-1에는 SAEP Ver.06 코드의 실행화면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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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1  SMART에 대한 SAEP Ver.06, Ver.05 및 Ver.02 노냉각재 

비방사능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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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AEP 06 SAEP 05 SAEP 02 SAEP 02 SAEP 02 SAEP 02 NUREG0017 UCN3&4

노심과

동시계산

STEP

 990 days

STEP

 990 days

STEP

 100 days

STEP

 10 days

STEP

 1 day

Reference

Plant FSAR

Noble Gases

KR-085m

KR-085

KR-087

KR-088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8.13E-01

1.04E+00

4.46E-01

1.35E+00

1.93E+00

1.89E+00

1.37E+02

2.80E-01

5.09E+00

1.71E-01

2.35E-01

8.44E-01

2.16E+00

4.56E-01

1.35E+00

1.93E+00

1.90E+00

1.39E+02

2.81E-01

5.59E+00

2.66E-01

2.36E-01

7.75E-01

2.11E+00

4.31E-01

1.35E+00

1.92E+00

1.87E+00

1.36E+02

2.78E-01

5.08E+00

6.60E-02

2.36E-01

7.75E-01

1.07E+00

4.31E-01

1.35E+00

1.93E+00

1.87E+00

1.36E+02

2.78E-01

5.08E+00

6.60E-02

2.36E-01

7.75E-01

9.71E-01

4.31E-01

1.35E+00

1.93E+00

1.88E+00

1.37E+02

2.78E-01

5.08E+00

6.60E-02

2.36E-01

7.75E-01

9.62E-01

4.31E-01

1.35E+00

1.93E+00

1.87E+00

1.36E+02

2.79E-01

5.08E+00

6.60E-02

2.36E-01

1.60E-01

4.30E-01

1.50E-01

2.80E-01

7.30E-01

7.00E-02

2.60E+00

1.30E-01

8.50E-01

3.40E-02

1.20E-01

7.70E-01

6.10E-01

8.00E-01

1.90E+00

8.30E-01

7.50E-02

2.10E+01

6.50E-01

3.10E+00

1.50E-01

5.50E-01

Halogens

BR-084
I-131

I-132

I-133

I-134

I-135

1.48E-02

2.06E+01

1.32E+00

4.49E+00

2.19E-01

1.44E+00

1.48E-02

2.07E+01

1.32E+00

4.49E+00

2.20E-01

1.44E+00

1.48E-02

2.07E+01

1.32E+00

4.49E+00

2.19E-01

1.44E+00

1.48E-02

2.07E+01

1.32E+00

4.49E+00

2.19E-01

1.44E+00

1.48E-02

2.07E+01

1.32E+00

4.49E+00

2.19E-01

1.44E+00

1.48E-02

2.07E+01

1.35E+00

4.49E+00

2.19E-01

1.44E+00

1.60E-02

4.50E-02

2.10E-01

1.40E-01

3.40E-01

2.60E-01

2.20E-02

2.10E+00

6.70E-01

3.30E+00

4.60E-01

2.00E+00

Cs & Rb

RB-088

CS-134

CS-136

CS-137

1.42E+00

5.76E+01

2.36E+00

1.31E+02

1.44E+00

1.27E+02

3.16E+00

2.45E+02

1.38E+00

1.20E+02

1.40E+00

2.45E+02

1.38E+00

5.68E+01

1.40E+00

1.35E+02

1.38E+00

5.06E+01

1.38E+00

1.24E+02

1.38E+00

5.00E+01

1.38E+00

1.23E+02

1.90E-01

7.10E-03

8.70E-04

9.40E-03

2.00E+00

1.80E-01

4.00E-02

2.60E-01

Others

SR-089

SR-090

SR-091
Y-091m

Y-091

Y-093

ZR-095

NB-095
MO-099

TC-099m

RU-103

RU-106

AG-110m

TE-129m

TE-129

TE-131m

TE-131

TE-132

BA-137m

BA-140
LA-140

CE-141

CE-143

CE-144

1.79E-01

8.61E-02

4.63E-03

2.70E-03

1.34E-02

4.31E-04

3.79E-02

5.81E-02

2.34E+00

2.05E+00

1.86E-02

3.02E-02

1.63E-08

3.04E-01

3.39E-03

3.57E-02

3.68E-03

9.52E-01

1.24E+02

5.37E-02

5.48E-02

1.99E-02

7.90E-04

1.22E-01

1.79E-01

1.54E-01

4.68E-03

2.73E-03

1.61E-02

4.33E-04

3.78E-02

5.84E-02

2.51E+00

2.20E+00

1.86E-02

4.45E-02

6.94E-08

3.04E-01

2.02E-01

3.57E-02

1.22E-02

9.52E-01

2.32E+02

5.37E-02

5.50E-02

1.99E-02

7.99E-04

1.33E-01

1.79E-01

1.54E-01

4.60E-03

2.68E-03

1.34E-02

4.33E-04

3.78E-02

5.81E-02

2.15E+00

1.88E+00

1.86E-02

4.45E-02

2.63E-08

3.04E-01

2.64E-03

3.56E-02

3.04E-03

9.52E-01

2.32E+02

5.37E-02

5.47E-02

1.99E-02

7.80E-04

1.33E-01

1.82E-01

8.96E-02

4.60E-03

2.68E-03

1.37E-02

4.33E-04

3.84E-02

5.93E-02

2.15E+00

1.88E+00

1.85E-02

3.03E-02

1.62E-08

3.03E-01

2.64E-03

3.56E-02

3.04E-03

9.52E-01

1.28E+02

5.37E-02

5.48E-02

2.00E-02

7.80E-04

1.19E-01

1.85E-01

8.27E-02

4.60E-03

2.68E-03

1.40E-02

4.33E-04

3.87E-02

5.99E-02

2.15E+00

1.90E+00

1.85E-02

2.83E-02

1.46E-08

3.03E-01

2.64E-03

3.56E-02

3.04E-03

9.52E-01

1.18E+02

5.39E-02

5.49E-02

2.01E-02

7.80E-04

1.16E-01

1.86E-01

8.20E-02

4.61E-03

2.73E-03

1.39E-02

4.34E-04

3.88E-02

6.00E-02

2.15E+00

1.88E+00

1.85E-02

2.81E-02

1.44E-08

3.03E-01

2.64E-03

3.56E-02

3.04E-03

9.52E-01

1.17E+02

5.39E-02

5.50E-02

2.01E-02

7.81E-04

1.16E-01

1.40E-04

1.20E-05

9.60E-04

4.60E-04

5.20E-06

4.20E-03

3.90E-04

2.80E-04

6.40E-03

4.70E-03

7.50E-03

9.00E-02

1.30E-03

1.90E-04

2.40E-02

1.50E-03

7.70E-03

1.70E-03

-**

1.30E-02

2.50E-02

1.50E-04

2.80E-03

3.90E-03

2.70E-03

1.00E-04

4.70E-03

2.70E-03

3.90E-04

4.00E-03

4.20E-04

4.10E-04

2.50E-01

1.30E-01

6.40E-03

7.70E-02

-*

5.10E-03

2.50E-02

2.60E-02

1.10E-02

1.70E-01

2.50E-01

1.10E-02

2.20E-02

1.30E-04

2.50E-03

3.40E-03

 Note. *, ** : 참고문헌에 수치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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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SAEP Ver.06의 실행 및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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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형발전용 PWR,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인 

SMART 이외에도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미지의 원자로에도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냉각재 방사능 평가 방법론 및 코드(SAEP Ver.06)를 개발하

다. 특정 자료 또는 특정 노형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노심, 1차 계통 및 2차 계통으로 이루어진 원자로를 N개의 역으

로 모델링하는 일반적인 지배 방정식을 구성하 다. 그리고, ORIGEN2에

서 구현하고 있는 1개 역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풀 수 있는 수치해석기

법을 본 연구에서 구성한 N개 역에 대한 지배방정식에 적용 가능하도

록 그 기능을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최종결과인 범용

의 냉각재 방사능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다. 사례연구로서, SMART에 

대한 핵분열생성물 비방사능을 계산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

발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SAEP Ver.02 및 Ver.05)과 결과를 서로 비교

하 다. 이전에 계산되었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 으며, 일반화하는 

본 연구방법이 제대로 구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화 부식생성물 방사능 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

(SAEP Ver.02)를 이용한다. 기존 PWR과 S/G재질이 다른 SMART, 또는 

미래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실측에 근거한 CRUDSIM/MIT 방법론을 적용

할 수가 없다. SAEP Ver.02는 외부 생성항이 존재하는 비제차

(Inhomogeneous) 1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생성항으로 

냉각재로 유입되는 부식생성물의 부식 생성율을 적용한다면, 

CRUDSIM/MIT와 같은 역간 이동에 따른 방사능 분포까지는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방사화 부식생성물에 의한 방사능 총량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식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화 생성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

존의 발전소에서 활용되었던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소외선량평

가는 기존 발전소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Reg. 

Guide 1.109, 1.111, 1.113) 및 코드(ex. AZAP code)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최적화된 차폐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계상황을 먼저 분석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 또는 코드를 이용해야 한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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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설계상황은 1) 차폐체 배치 및 대략적인 설계구조(ex. 두께분포)가 결

정된 후에, 제한조건(ex. 선량)을 만족하면서 특정 설계인자(ex. 무게)를 

최소화하는 두께 분포와 같은 설계구조를 찾아내는 수치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또는, 2) 처음부터 대략적인 차폐체 배치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만족하면서 특정설계인자를 최적화하는 임의

의 설계구조를 찾아내는 조합최적화가 필요한 두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차폐설계 수치최적화와 관련하여, 1970년대에 개발된 DOPEX-II 코

드 및 SWAN 코드에서 사용되던, 수학적인 변화율 함수에 근거한 방법론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폐설계 조합최적화와 관련하여, 조합최적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s)과 1차원 Discrete Oridinates 선량계산 코드인 

ANISN 코드를 같이 적용하여 개발된 MACNOS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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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노심 핵설계 분야의 연구 개발 목표는 무붕산 운전 요건과 주기 

길이 3년 이상의 초장주기 주기 길이를 만족하는 열출력 330 MWt의 일

체형 원자로 SMART의 최적 노심을 구성하고, 기본 핵 특성 인자를 평가

하며, 연계 업무를 위한 핵 설계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반응도 삽

입 사고 중에서 제어봉 이탈 사고는 시간 종속 3차원 노심 해석 코드 

MASTER를 이용하여 핵연료 엔탈피를 상세 해석한다. 또한, 노심 부하추

종운전 성능 해석을 통하여 SMART의 운전 성능을 확인하며, 냉각재 온

도를 이용한 반응도 제어 능력을 평가한다. 

노심은 국내 상용 가압 경수로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17x17 형태의 핵

연료 집합체를 SMART에 적합하게 유효 길이 200 cm로 변경하고, 혼합 

날개를 부착하여 열적 성능을 개선한 SMART용 핵연료 집합체 57개로 

구성하 다. 초장주기 주기 길이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농축도 4.95 wt.%

의 UO2를 핵연료로 사용하 다. 개념 설계의 결과를 기준으로 첨두 출력 

및 이탈 제어봉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49개의 제어봉을 사용하는 노

심을 제안하 다.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과 동시에 가연성 독봉은 축방향

으로 구별하여 장전함으로써 축방향 출력 분포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노심 

첨두 출력 최적화를 이루었다. 49개의 제어봉은 전체 주기 길이에 걸쳐 상

온 정지 여유도와 핵연료 취급시 임계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노

심 장전 모형은 첨두 출력이나 이탈 제어봉가에 최소의 향을 미치며, 가

연성 독봉 장전 형태에 따른 구분을 최소화한 장전 모형 단순화를 이루었

으며, 제어봉 인출 사고에 대한 향 분석을 통하여 보다 최적화된 제어봉 

프로그램을 완성하 다.

제안된 노심 장전 모형을 바탕으로 주기 길이, 출력 분포, 정지 여유도, 

반응도 계수 등 기본 핵 특성 인자들을 평가하 다. 연계 업무를 위하여 

생산한 핵설계 자료에는 열수력 설계를 위한 노심 및 핵연료에 대한 다양

한 출력 분포 자료, 핵연료 설계를 위한 출력 이력 및 출력 분포,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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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이 있고, 안전 해석을 위한 보수적인 핵특성 자료와 개별 사고 해

석용 핵설계 자료가 있으며, 성능 해석을 위하여 최적 평가된 핵 특성 인

자들이 있다. 핵설계 자료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고 및 과도 현상은 제어

봉과 관련하여 인출, 낙하, 이탈 사고 등과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주증기

관 파단 사고가 있으며, 비대칭 증기발생기 과도 현상이 있다. 원자로의 

운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 핵특성 자료에는 반응도 계수와 제어봉

가가 포함된다. 이 외에 제어봉 삽입 불능 사고를 대비한 비상 붕산수 저

장 탱크의 최소 용량 결정을 위한 붕소 농도를 평가하 다.

무붕산 원자로의 특성상 고온 전출력에서도 제어봉이 노심에 깊이 삽입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제어봉 이탈 사고가 원자로 설계에서 고려

해야 할 요인 중 가장 제한적인 요인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적으로 49개의 제어봉을 설치하고, 제어봉 중첩 운전 전략을 채택

하 으며, 해석적 방법으로는 상세한 노심 해석이 가능한 시간 종속 3차원 

노심 해석 코드 MASTER를 이용하여 보수성을 유지하며 봉별 3차원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심 냉각 

성능 유지 기준인 핵연료 엔탈피 제한 값 280 cal/g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

으로 판명되었으며, 핵연료 온도도 용융점으로부터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제어봉이 삽입되고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의 노심 출력 

및 출력 분포 변화와 pin census 결과를 열수력 해석 그룹에 전달하여 

DNBR 위배에 의한 핵연료 손상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부

하추종운전을 평가하 다. 현재 제안된 운전 제어 논리를 기준으로 부하추

종운전을 하더라도 첨두 출력 기준이 만족되며, 반응도 제어를 위한 제어

봉도 이동 거리 기준으로 볼 때 원전 수명 60년 동안 교체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일반설계기준 26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는 제어봉 외에 다른 형태

의 반응도 제어계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강한 “음”의 감속재 온도 계수를 

이용하면 노심 반응도 제어가 가능하므로, 무붕산 원자로의 핵 특성을 이

용하여 냉각재의 온도 운전 범위를 확장 제안하고, 부하 변동에 따른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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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출력 변동과 이 때의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어봉 움직임

이 없는 경우 냉각재 온도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1차 냉각수의 온도 제

어를 통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함을 보 다.

노심 열수력장 해석코드체계 개발을 위하여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를 도입하여 SMART 노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 체계를 정비하

으며, 저유속 조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치 해법을 보완하 다. 기포 

이동을 고려한 난류혼합 모델을 개발하여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예측 정

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집합체 실험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MATRA 코드 

예측 성능을 검증하 다. SMART 노심 열적 여유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

는 국부조건 CHF 상관식 SR-1을 개발하 으며, 정방형 집합체에 대한 

CHF Database를 구축하고 CHF 예측 모형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일반화

된 예측 모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 다. SMART 기본 설계 노심

의 열수력 설계 자료를 생산하 으며, 정상 상태 열적 여유도 평가를 통하

여 15% 운전 여유도 확보를 위한 봉출력 첨두 제한치를 제시하 다. 제어

봉 이탈 사고에 대한 DNB 해석 방법론을 정비하고 DNB 파손율을 평가

하 다.

노심 보호/감시계통 설계분야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노심 보호/ 

감시계통의 기능을 검토하고 현재 일체형원자로 계통 및 노심 설계내용을 

반 하여 노심 보호/감시계통의 필요한 개념을 수정 보완하 다. 이를 위

하여 노내ㆍ외 계측기 설치 요건을 확정하고, SMART 노심 보호 감시 계

통 기능설계와 아울러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거의 모든 핵연료집합체에 

제어봉집합체가 설치되는 SMART 노심의 노내계측기 설치방안에 대한 

기술현황 조사를 통하여 SMART 노심 특성에 부합되는 노내계측기 설치

위치를 확정하 고, 노심과 압력용기 사이가 크고 차폐체가 설치되기 때문

에 압력용기 외부에서 노외 중성자속을 측정할 수 없는 SMART 노심의 

압력용기 안에 노외계측기 설치위치를 확정하고 해석을 통하여 노외계측

기의 응답특성을 평가하 다. 노심 보호/감시계통의 기능을 검토하고 현재 

일체형원자로 계통 및 노심 설계내용을 반 하여 노심 보호/감시계통의 

기능해석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모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노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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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운전지원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코드(MASTER)와 연계한 3

차원 노심감시 프로그램(SCOMS)의 출력 모듈을 작성하 다. 설계코드

(MASTER)와 SCOMS은 snapshot 파일로부터 노심의 정보를 추출하여 

설계코드인 MASTER의 입력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수행하여 필요한 노심 

감시 상수를 생산하고, 생산된 감시 상수와 계측기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3차원 정  출력 분포를 구하고, 첨두 출력을 구하는 모듈로 구성되어있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검증계산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

다.  

SMART 노심 보호계통은 측정 가능한 운전변수 및 노외계측기 측정값

으로부터 LPD 및 DNBR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

다. SCOPS는 상용화된 디지털 방식의 실시간 노심 보호 계통을 기본으

로 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하 으며, 상용 원자로의 

노심보호계통에서 분리되어 있던 노심 보호 연산기와 제어봉 연산기를 통

합하여 계통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 다. 또한 SCOPS의 DNBR 

계산 모듈(THERM)에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인 MATRA 전산코드와 연계

하여 보다 정확한 노심 DNBR을 실시간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된 SCOPS 프로그램 모듈은 검증계산을 수행하여 정확성을 검증하 다. 

이로서 SMART 노심 보호 감시 계통 개발 분야의 단계 연구 개발 목표

는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차폐 설계/해석 분야에서는 노심 차폐 설계 및 BOP 방사선 차

폐 해석의 기본인 ALARA 개념을 도입한 방사선 방호 및 차폐 설계의 기

준과 요건을 정립하 다. 방사선 선원항으로는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

량, 노심 붕괴열,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 UO2 핵연료 가스 갭 방사

능 등을 평가하여 타분야의 입력 자료로 사용토록 하 으며 상기 내용들

을 포함한 SMART 방사선 설계 지침서를 생산하여 향후 BOP 방사선 차

폐 해석의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방사선 차폐 해석에서는 

각분할법 수송 코드인 DORT 전산 코드를 SMART 집합체의 R-Z 기하학

적 모델에 적용하여 집합체 전체에 대한 중성자 선속 분포 및 중성자와 

감마에 대한 선량율 분포, 그리고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가하 다.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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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별 중성자 조사량 분포는 R-Θ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 는데 R-Z 및 

R-Θ 평가에서 최대 중성자 속은 모두 1.0E+20 n/cm2 미만으로 나타나 

SMART 압력 용기가 수명 기간 동안 건전함을 확인하 다. 또한 핵연료

봉 파손시 EAB에서의 선량을 평가하 는데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의 2차 

냉각재 누설을 2시간 동안 146 kg으로 제한한다면 EAB에서의 갑상선 선

량은 설계 목표치 75 rem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선 물리 자

료 평가에서는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재분포 인자와 핵연료봉과 주변 냉각재를 대상으로 감마에너지 축적율을 

평가하 고, 노외 계측기에 대한 핵연료 집합체별 중요도인 Assembly 

Weighting Factor와 중성자 선원으로부터의 노외 계측기 반응 함수를 평

가하는 Shape Annealing Function을 DORT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

며 상기 결과들을 이용하여 방사선 물리 자료서를 생산하여 안전 해석용 

입력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임계도 해석으로는 HELIOS-MASTER 

해석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한 신연료 저장조에서의 rack 간격은 최소 6.9 

cm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향후 저장조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상기와 같은 자료와 문서를 생산함으로써 본 과제의 초

기에 계획되었던 모든 업무를 완수하 다.

노심 핵연료설계분야의 연구 개발 목표는 핵연료의 성능을 평가하고, 설

계/해석 코드체계 기술을 개선/개발하며, 핵연료봉 및 집합체에 대한 Eng.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성능 분석 결과, 부식에 의한 산화막 

두께는 69.6 ㎛로써 설계제한치 100 ㎛를 만족하 으며, 봉내압은 77.23 

bar로써 원자로의 계통압력보다 작아서 설계 기준을 만족하 고, 핵연료 

피복관 등가소성 변형율은 0.4 %로 기계적 설계 제한치 1 %를 만족하

으며, 핵연료의 온도 또한 핵연료 용융 방지의 설계 기준을 만족하 다.

SMART 핵연료 집합체 상ㆍ하단 고정체 기계 강도 해석을 통하여 응력 

분포와 응력 강도 분포 분석을 완료하 다. 또한 Holddown Spring의 설

계 모델을 실제의 실험 및 노내 경계 조건과 합치시키는 유한 요소 모델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스프링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판스프링 모델의 변위 및 하중 경계 조건, 응력 분포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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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판스프링간 마찰 계수에 따른 스프링 특성 곡선을 생산하 다. 상기

의 분석 결과, 현재 SMART 핵연료 집합체의 기계적 강도 관점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RO 코드를 수정하여 SMART 노심 고유 축 

방향 출력 분포의 변화를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하 고, 핵연료봉 및 핵연

료집합체의 Eng. 자료 및 SMART 노심용 CEDM 관련 Eng. 자료를 생산

하여 관련 타 설계분야에 제공하 다. 또한, SMART 핵연료 Schematic 

Engineering 도면을 생산하여 관련 설계 분야에 제공하는 등 연구 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핵연료 집합체 설계를 위한 모델로서 상단 고정체, 하

단 고정체 부품 기계강도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 개발 및 홀드다운 

스프링력 특성해석 모델 개선, 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해

석 모델을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하 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를 

beam-mass-spring으로 형상화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집합체의 외력에 대

한 동적 거동해석을 위한 기초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 으며 당초 목표

를 달성하 다. 이외에 연료봉의 노내 지지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한

요소 모델을 통해 노내 진동거동관점의 건전성을 평가하 다.

일체형 원자로 노심 설계 기술 개발은 우선 노심 설계를 위한 통합형 

노심 해석 코드 체계 (정방형/비정방형, 정상/과도 상태 노심 통합 해석) 

개발에 있어 설계 사양 충족에 필요한 기술 항목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전

산 코드 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정방형 및 비정방형 (4각형/6

각형) 노심 구조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Steady State 연소계산 

및 Transient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노심 해석 체계를 개발

하 다. 동 체계에 필요한 최신의 다양한 해석 방법론(Non-linear ANM 

with Krylov subspace, AFEN, TPEN 등)과 가속화 기법, 다군 중성자 해

석 방법, 수반 모드 계산 모듈, 확장 연소 사슬 및 연소 계산 모듈, 기하 

구조 취급을 위한 관련 모듈, Restart/Shuffling 모듈 등을 개선/개발하

다. 군정수 생산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격자 계산 체계와 노심 해석 체계

와의 연계 체계를 개발하 으며 이에 대한 검증 계산을 당초 목표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 다. 또한 자체 기술에 의한 원형 격자 계산 코드

도 개발하여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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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열수력․계통 코드의 통합을 통해 노심의 다차원 동특성 해석이 

중요한 계통 과도 현상, 혹은 계통 과도 현상이 노심 동특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고 등에 대한 최적 모의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계산 방식

의 비효율성, 부정확성 및 보수성을 일거에 제거하는 장점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동 코드 체계는 명실상부하게 실제 정방형 및 비정방형 노심 설계

/해석이 가능한 설계 코드 체계로서의 기능과 능력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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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연구 과제에서는 기 자립된 대형 상용 발전로의 노심 설계 및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이 일체형 원자로 노심의 기본 모델을 확립하

고, 노심 설계/해석 코드 체계 및 방법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노심 설계 

및 해석 기술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데에 기여하 다. 특히, 고유 노심 

설계 및 해석 체계를 자체 개발 보유함으로써, 해외 코드 체계 사용을 위

한 도입료, 기술료, 유지 보수비용 등의 외화를 절감하 으며, 새로운 개념

이나 구조의 노심을 설계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설계 방법론 및 해석체

계 확보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증진하 다.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 고유 설계 방법론 및 전산 코드 체계와 더불

어 일체형 노심 개념은 기존 대용량 발전로 노심 설계 기술 수준과 비교

할 때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서 국내의 노심 설계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

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

가서 국내 원자력 기술의 수출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어봉 이탈 사고를 3차원 노심 해석 코드를 이

용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은 정 한 해석을 바탕으로 안전 및 운전 여유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무붕산 노심의 특성인 강한 “음”의 MTC는 냉각재 

온도 변화를 이용한 노심 반응도 제어가 가능함을 보 다. 이 방법은 냉각

재 온도 운전 역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부하추종운전 방법 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수로 해석코드 및 CHF 해석체계는 SMART 

노심 열수력 설계 기술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경수로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집합체 부품의 기계 건전성 평가용 유

한요소 모델의 개발/개선 및 상용의 ANSYS 코드를 이용한 홀드다운 스

프링, 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변경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핵연료 설계 기술력 향상에 기여를 하 다. 개발된 연료봉 지지건전

성 평가 모델 및 집합체 동적 거동해석 모델은 집합체 설계시 건전성 평

가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설계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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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초장주기, 무붕산 운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설정하고, 동 설계 기준 및 설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심 장전 

모형을 개발하 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제안된 제어봉 중첩 방안, 가연성 

독봉 축방향 장전 모형 등은 SMART 노심 설계의 기본으로 활용되었다. 

시간 종속 3차원 노심해석코드 MASTER를 이용한 반응도 사고 해석 

방법론은 보다 정확한 노심 및 핵연료의 거동 표현이 가능하여 SMART 

노심의 안전성 보장에 활용되었다. 이는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에 따른 반

응도 삽입 사고 해석에도 활용 가능하다.

무붕산 원자로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SMART 노심의 핵특성과 안전 및 성능 해석을 위한 핵설계 자료를 생산

하고 방법론을 확립하 다.

냉각수 온도 변화를 이용한 노심 반응도 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새로이 개발된 다군 중성자 해석 방법론을 비롯하여 TPEN 노달 해석 

방법 등이 추가로 보완된 고유 전산 코드 체계 CASMO-3/MASTER와 

HELIOS/MASTER에 의한 노심 설계 및 해석 기술과 3차원 열수력 코드

나 계통 열수력 코드와 노심 해석 코드 MASTER와의 통합 코드는 초장

주기, 무붕산 운전 요건에 따라 다양한 가연성 흡수체가 사용되며 제어봉

이 노심 내에 삽입되어 운전되는 특이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체형 원

자로의 노심 및 핵연료의 설계 및 해석에 뿐만 아니라 MOX 연료의 설계

/해석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상업 운전 중인 대용량 발전로의 노심 및 핵

연료의 설계와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MART의 노심 감시계통으로 개발된 SCOMS는 기존 상업로에서 

쓰이고 있는 COLSS보다 운전 여유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COLSS를 

대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는 현재 정방형 집합체에 대한 검증이 수행

되고 있으며, 코드 검증 및 CHF 상관식 보완을 통하여 SMART 노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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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설계, 또는 기존 가압 경수로 노심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집합체 

CHF DB는 CHF 예측 모형의 개발 및 평가, CHF 예측 모형의 신뢰도 향

상 및 CHF 예측 모형의 적용 범위 확장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MART의 기본 설계 과정에서 습득한 방사선 선원항 평가 기술, 원자

로 집합체의 R-Z 연속 모델에 대한 선속 및 선량율 평가 기술, 가상 사고

시 EAB에서의 선량 평가 기술, HELIOS-MASTER와 MCNP를 이용한 

임계도 평가 기술은 향후 SMART-P의 개발에 적절하게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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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피동 및 고유 안전 개념 등의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전의 사고시 동력, 운전원의 조치 등의 인위적 조치를 극소화하고 자동적으로 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열적 여유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출력 노심을 채택하며 계통 설비 단순화를 위하여 무붕산 노
심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초장주기 운전을 요구하고 있다. 초장주기 
운전 조건은 무붕산 운전 개념에 따른 정지 여유도 확보와 함께 가연성 독봉 및 제어봉 설계
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개발은 기존의 상용 원자
로 노심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코드 체계를 포함한 설계 방법론 등 설계 기술의 수정, 
보완, 개선 또는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새로운 Data Base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
한 기술적 요건하에서 1997년 7월부터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개념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체형 원자로 노심 기본 설계 개

발과 이에 필요한 고유 설계 기술 체계를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2단계 목표인 노심 기본 설계를 위하여 초장주기/무붕산 노심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요건
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노심 장전 모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노심 장전 모형을 대상으
로 핵적,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며, 핵연료 성능 해석을 수행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무붕산 
노심에 적합한 노심 보호 및 감시 계통 개발과 노심 차폐 설계를 수행한다. 또한, 원자로의 
안전 및 성능 해석과 타 설계분야의 설계/해석 등에 필요한 연계 자료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일체형 원자로 기본 설계 수행을 지원한다. 

노심 기본 설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념 설계 단계에서 구축한 핵 설계, 열수력 설계, 차
폐 설계 등 코드 체계를 보완/개발하며, 무붕산 노심 설계 최적화 관련 기술, 감시/운전 지원 
체계 관련 기술 및 보호/감시 계통의 기능 모듈의 개선/개발 등을 통하여 노심의 안전성과 성

능 향상을 꾀한다. 

이러한 SMART 노심설계 개발과 접목된 신기술 및 연구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원자로의 
안전 여유도와 운전 여유도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소형 일체형원자로인 SMART 뿐
만 아니라 기존 대용량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완전 자립과 기술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일체형 원자로, 열병합로, SMART, 초장주기, 정지 여유도,

열적 여유도, 노심 설계, 차폐 설계,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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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5-20 Lines)

In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integral reactors adopt new technology such as 
passive and inherent safety concepts to minimize the necessity of power source and 
operator actions, and to provide the automatic measures to cope with any accidents. 
Specifically, such reactors are often designed with a lower core power density and with 
soluble boron free concept for system simplification. Those reactors require ultra long 
cycle operation for higher economical efficiency. This cycle length require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esign of burnable absorbers as well as assurance of 
shutdown margin. Hence, both computer code system and design methodology based on 
the today's design technology for the current commercial reactor cores require intensive 
improvemen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soluble boron free reactors. New database is 
also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reactor core. Under these technical 
requirements, conceptual design of small integral reactor SMART has been performed 
since July 1997, and recently completed under the long term nuclear R&D program. Thus,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work is design and development of an integral reactor core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indigenous design technology. 

To reach the goal of the 2nd stage R&D program for basic design of SMART,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adequate for ultra long cycle and soluble boron free concept are 
established. These bases and requirements are satisfied by the core loading pattern. Based 
on the core loading pattern, nuclear, and thermal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lso included are fuel performanc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that is adequate for the soluble boron free core of an integral 
reactor. Core shielding design analysis is accomplished, too. Moreover, full scope interface 

data are produced for reactor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es and other design activities.

Nuclear, thermal and hydraulic, and shielding design computer code systems ar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improved. Design optimization technology for the soluble 
boron free reactor, and functional modules for the monitoring and operator aid system are 
developed and improved. So, all these combined activitie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re safety and performance. 

New technologies grafted with SMART core design, and research products are 
eventually indispensabl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ctor safety and operating margin. 
They are applicable not only to small reactors but to existing large commercial reactors, 
and will contribute to the self-supporting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a high degree of 
technology.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Integral Reactor, Co-generation Reactor, SMART, Ultra-longer Cycle,

Shutdown Margin, Thermal Margin, Reactor Core Design, Shielding Design,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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