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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통하여 열적/기계적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및 건전성을 분석하

기 위한 성능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핵연료 개발 및 이의 실증을 위해서는 핵연료 물성 자료, 노내 조

사 시험의 계획, 노내 조사시험 요건, 조사후시험 기술 및 성능 평가 방안 등

의 기반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DUPIC 핵연료의 특성 및 노내 거동에 대한 

연구는 신개념의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핵

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이룩할 수 있다.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DUPIC 핵연료 설계 및 성능 평가 기술을 확

립함으로써, 향후의 신개념 핵연료 개발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2 단계 (2000년∼2001년) 연구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단계 목표

-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계장 캡슐 조사시험 및 분석

-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 연구 내용

- DUPIC 소결체의 하나로 계장 캡슐 조사시험 및 분석

․조사장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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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장전 인허가

․조사시험 계획서 작성 및 시험 수행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조사 이력 추적 및 관련 자료 database화

․조사후시험

․시험 결과 분석

- DUPIC 소결체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DUPIC 소결체의 성능 해석을 위한 전산 모델 개발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평가

- SIMFUEL을 이용한 노외 시험

․DUPIC 소결체 특성 평가

-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

․DUPIC 핵연료 건전성 평가

Ⅳ. 연구개발 결과

제 2 단계 (2000년∼2001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와 핵심 

요소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UPIC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분석

무계장 리그 설계/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PND 계장 리그 개발하

으며, 차폐 시설 내에서 이를 취급하기 위한 원격 리그 조립기, 연료봉 원격 

용접 장치 등을 개발하 다. FEMAXI-IV, MARS 등을 이용한 조사시험 안전

성 분석(정상 상태 및 사고 해석)을 수행하고, DUPIC 소결체, 축소 핵연료봉 

설계 제원 도출 후 FEMAXI 코드를 이용한 축소 연료봉 설계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고 선출력(60kW/m) 조사시험(2000. 5∼7) 및 평균 선출

력(40kW/m) 조사시험(2001. 6∼2002. 2)을 수행하여 DUPIC 소결체의 성능을 

평가하 다. ORIGEN, VENTURE 코드를 이용한 조사 이력 추적 및 분석 자

료를 생산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거동을 평가하 다.

조사 핵연료에 대한 γ-scanning, EPMA 등 조사후시험을 IMEF 및 

PIEF에서 수행하고, 코드 이용 거동 분석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DUPIC 

소결체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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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CANDU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ELESTRES) 및 성능 평가 코드 체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DUPIC 소결체의 물성 실험 자료를 이용한 열

전도도, 열팽창, 크립 등 열/기계 물성 특성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물성 모

델을 이용하여 ELESTRES를 수정, 보완하 다. DUPIC 핵연료를 장전한 상

용로의 노물리 계산에 근거하여 정격 출력 곡선 및 과출력 곡선을 생산하고, 

수정된 코드를 이용한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분석 결과와 UO2 핵연료 

거동을 비교 분석하 다.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노외 시험

ORIGEN 코드 이용하여 연소도별 기준 조성을 계산하고, 이를 참고하여 

연소도별 SIMFUEL을 제조하 다. 이를 위하여 분말 처리 및 소결 조건에 따

른 소결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 공정 조건 정립하 다. 기준 조성 및 연소

도(10, 20 GWd/tHM)에 따른 열 물성 (열확산도, 열팽창) 특성 실험 자료 (상

온 ∼ 1600K) 및 기계 물성 (크립, 탄성계수) 특성 실험 자료를 (상온 ∼ 

1873K) 확보하 다.

DUPIC 핵연료의 성능 및 건전성 평가

DUPIC 핵연료봉 및 다발의 상용로 장전 양립성과 설계 검증 방안을 분

석하 다. DUPIC 핵연료 장전 노심의 정격 출력 및 과출력 조건에서의 

DUPIC 핵연료 조사 거동 및 노내 건전성을 분석하 다. 또한, 유한 요소 해

석 도구(ANSYS)를 이용한 DUPIC 핵연료봉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FEM 해석 기반 기술을 확보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현재 타 핵연료 개발 과제의 필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향

후 건식 공정을 도입하거나 원격 취급을 요하는 신개념 핵연료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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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

Ⅰ. TITLE

Irradiation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DUPIC Fuel 

Ⅱ.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estimate the thermal/mechanical 

performance via the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and to establish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in-reactor behavior and integrity 

analysis of DUPIC fuel.

In order to develop the novel nuclear fuel, fundamental technology, 

such as physical property data, irradiation test plan and requirements,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technology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should be secured.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core behavior 

of DUPIC fuel make it possible to acquire the principal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improved nuclear fuel, so the design and fabrication 

technology of novel nuclear fuel can stand on its own feet.

Based on the up-to-date R&D results of the project, the completion of 

the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of DUPIC fuel can be 

achieved in near future. And the overall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the 

novel nuclear fuel development can be secured eventually.

Ⅲ. R&D SCOPE

The R&D objectives of Phase II (2000∼2001) and the R&D scope for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se objectives are as follows:

○ Objectives of Phase II

-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 and analysis of DUPIC fuel in 

HANARO



- vi -

- Development of in-reactor behavior evaluation technology of 

DUPIC fuel

- Performance and integrity analysis of DUPIC fuel

○ R&D Scope

-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 and analysis of DUPIC fuel in 

HANARO

․Design modification of DUPIC rig

․License for the irradiation test in HANARO

․Documentation and irradiation test

․Irradiation history follow-up and related DB establishment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irradiated fuel

․Analyses of irradiation test results

- Development of in-reactor behavior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of material property models of DUPIC fuel

․Evaluation of in-reactor behavior of DUPIC fuel

- Out-pile test using SIMFUEL

․Experimental estimation of DUPIC pellet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integrity of DUPIC fuel

․Performance evaluation of DUPIC fuel

․Integrity assessment of DUPIC fuel

Ⅳ. RESULTS

The principal results and technologies established by the Phase II 

(2001∼2002) R&D activ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in HANARO

Design modification and fabrication of the non-instrumented DUPIC 

rig was performed. Based on this design, SPND-instrumented rig was 

developed. Remote rig assembler, element welding equipment etc. were also 

developed for handling and assembling of the rig in the hot cell. The 

safety analysis for the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in HANARO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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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using FEMAXI-IV and MARS codes.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DUPIC pellet and mini-element were provided, and Their design details 

were analyzed for the safe irradiation test using FEMAXI-IV. Based on 

these works, the DUPIC pellet performance was estimated via two times 

irradiation test in HANARO, with high linear power (60 kW/m) in 2000 

and with average linear power (40 kW/m) in 2001. The irradiation history 

data were analyzed using ORIGEN and VENTURE codes, and the 

irradiation behavior of DUPIC fuel was estimated.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works of irradiated fuel, such as γ

-scanning, EPMA, etc. were carried out in IMEF and PIEF. The PI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calculated using performance codes, and 

the irradiation behavior of DUPIC fuel was estimated.

Development of in-reactor behavior analysis technology

Detailed analyses on the CANDU fuel performance code, ELESTR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fuel element. In order to modify 

the ELESTRES code for DUPIC fuel, the models of material properties of 

DUPIC fuel was develop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using 

simulated DUPIC fuel. For the estimation of in-reactor behavior of DUPIC 

fuel, design power envelope wa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reactor 

physics calculation. With this power envelope and modified cod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in-reactor behaviors of DUPIC fuel and UO2 fuel 

was performed.

Out-pile test using simulated fuel

The compositions of DUPIC fuel according to the burnup of spent fuel 

were calculated using the ORIGEN code, and the burnup-dependent 

SIMFUELs were fabricated. For this work, the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pellet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powder treatment and sintering 

conditions, and the optimum process condition was established. The 

experimental data of thermal properties, such as thermal diffusiv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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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expans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creep and elastic 

constant were obtained.

Performance and integrity assessment of DUPIC fuel

The preliminary assessment study on the compatibility and design 

verification methodology of the DUPIC fuel element and bundle was 

performed. Also, the in-reactor behavior and integrity of DUPIC fuel were 

estimated under the conditions of 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and high 

power envelope of DUPIC fuel loaded into the CANDU reactor. Using the 

FEM package, ANSYS, the fundamental work for the analysis of the 

thermal/mechanical behavior of the DUPIC element was done.

Ⅴ. APPLICATION OF RESULTS

Currently, this project hands down the lead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other projects developing advanced fuel. Moreover, the 

technical provisions of the dry-process concept and the remote handling of 

highly radioactive fuel material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fuel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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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가압형 경수로 원자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에서 정상적으

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에는 약 1.5%의 핵분열 물질이 잔존하고 있

다. 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U-235, Pu-239, Pu-241 등)은  

0.71% U-235를 함유하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수로 원자로에 재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1990년대 초 한-카-미 3개국 

국제 공동 연구로 시작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과제는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지 않고 건식으로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

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재활용 개념의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DUPIC 핵연료주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수로와 중수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적용하기 적합한 핵연료주기라고 말할 수 있다[1-1,2].

이러한 개념은 이미 INFCE에서 검토되어 탄뎀(Tandem) 핵연료 주기로 

알려졌으며, 80년대 초에는 타당성 검토도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검

토된 기술적 내용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성 물질(U 및 Pu)을 공분

리(coprocessing)하여 MOX 연료를 만들고, 이를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는 방

법이었기 때문에 민감성 물질의 분리가 문제 시 되었었다. DUPIC 핵연료주기

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성 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과 

함께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로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핵확산 저항

성 면에서 기존의 PUREX나 Tandem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경수로 내에서 연료로서의 수명을 다한 사용후핵연료를 중수로 원자로 

핵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 감소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이 DUPIC 핵연료주기 기술은 플루

토늄은 물론 기타 핵물질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핵확산 저항성 기술에 잘 부합되는 모범적인 후

행 핵연료주기 연구 과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0년 초 시작된 DUPIC 핵연료 개발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1996년부터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도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로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4]. 

1993년도까지 수행한 DUPIC 기술 타당성 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으로 OREOX (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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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 으며, 이후 타당성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OREOX 공정을 이용

한 핵연료 제조 기술개발 및 제조된 핵연료의 성능 검증 연구 및 기존 중수로 

시스템과의 양립성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1-4].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한 한국 고유

의 핵연료주기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제조하여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고방사성 

핵연료이기 때문에 차폐 시설에서 취급하여야 하는 DUPIC 핵연료의 성능 평

가를 위한 연구로 이용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물성 특성 실험 및 성능 모

델 개발 및 성능 해석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개념 핵연료 개발 및 성능 실증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DUPIC 핵연료의 특성 및 노내 거동

에 대한 연구는 신개념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

여, 신개념 핵연료 설계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초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하면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은 핵심 요소 기술은 미래 핵연료 기술개발 분야에서 반드시 자립하여야 할 

필수 기반 기술이다.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의 주요 기술개발 

항목인 핫셀을 이용한 원격 취급 기술,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기술 등은 세

계적으로도 최첨단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해야 하는 기술이다.

고연소도 핵연료인 DUPIC 핵연료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다면, 사용후핵연료 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자원 절감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첨단 원격 취급 기술개발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

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통

하여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기반 요소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이며 환경 친화적인 원자력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확산 및 원자력 기술 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

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포함한 DU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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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기술개발 방향

이며,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핵확산 저항성 및 연구 투

명성이 확실히 인정되어온 기술로서 우리 현실에 매우 적합한 기술개발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NERI 프로그램, Generation IV, IAEA 프로

그램 등에서 핵확산 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의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 시기를 대비하여 핵비확산성 핵

연료주기 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DUPIC 핵

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최종 목표와 제 2 단

계(2000년∼2001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

○ 하나로에서의 DUPIC 핵연료 capsule 조사 시험 및 분석

○ DUPIC 핵연료 성능 해석 기술개발 및 노내 거동 평가

 단계 목표 및 내용

○ 단계 목표

-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계장 캡슐 조사시험 및 분석

-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 연구 내용

- DUPIC 소결체의 하나로 계장 캡슐 조사시험 및 분석

․조사장치 개량

․하나로 장전 인허가

․조사시험 계획서 작성 및 시험 수행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조사 이력 추적 및 관련 자료 database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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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시험

․시험 결과 분석

- DUPIC 소결체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DUPIC 소결체의 성능 해석을 위한 전산 모델 개발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평가

- SIMFUEL을 이용한 노외 시험

․DUPIC 소결체 특성 평가

-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

․DUPIC 핵연료 건전성 평가

이와 같은 연구개발 목표 하에서 상기의 연구개발 내용을 지난 2년 간 

수행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 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관련 핵심 기술 확

보를 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 다. 2000년 ∼ 2001년 사이의 연구개발 내용

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UPIC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항목 중의 하

나는 조사시험을 통한 노내 거동 분석 및 DUPIC 핵연료 성능 검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의 DUPIC 핵연료를 이용한 조사 

시험은 1999년에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핵연료 조사시험용 리그의 성능을 입증

하고, 하나로의 조사 조건과 핵연료 장전, 조사, 인출 및 운반 등에 관련된 기

술 분석을 수행할 목적으로 성공적 수행된 바 있다. 이에 이어 2000년과 2001

년 2 차례에 걸쳐 고리 1 호기에서 연소되고 난 후 소내 조사후시험시설

(PIEF)로 수송되어 보관 중인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G2 핵연료봉을 해

체하여 DUPIC 핵연료 개발 시설(DFDF)에서 제조한 DUPIC 소결체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2000년에는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하여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DUPIC 소결체에 대한 고 선출력(최대 약 60 kW/m), 저 연

소도 조사 시험을 수행하 으며, 2001년에는 SPND-계장 리그를 이용하여 평

균 선출력(약 40 kW/m)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약 3,500 MWd/tHM의 연소도

를 달성하 다.

DUPIC 핵연료의 특징은 약 0.6%의 Pu를 비롯하여 다량의 핵분열 생성

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적, 열적,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UO2 핵연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핵연료의 열전도도, 핵분열 기체 방출 및 입자 성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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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 핵연료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물성의 확보와 노내 거동 

및 핵연료로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DUPIC 핵연료의 성능 검증을 위해

서는 노내 조사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은 물론,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성능 해석 코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이다. 성능 해석 체계 구축을 위하여 DUPIC 핵연료의 물성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은 노내 조사 시험 외에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노외 물성 실험을 들 수 있다. 모의 DUPIC 소결체를 제조한 후 노외 물성 실

험 연구를 통해 열적, 기계적 물성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DUPIC 핵연료의 성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DUPIC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수로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EMAXI-Ⅳ 

및 FRAPCON3 코드를 DUPIC 핵연료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하는 연구를 수

행하 으며, 이는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DUPIC 핵연료봉의 사전 성

능 해석 및 하나로 안전성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기술이다. 

또한, 중수로에서의 DUPIC 핵연료 성능 해석을 위해서 중수로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인 ELESTRES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이용한 

DUPIC 핵연료의 거동 해석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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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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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국내 기술개발 사례는 현재 본 과제에서 수행 중인 기술개발 이외에는 수행 

경험이 없다. 신형 핵연료의 설계 및 성능 평가, 그리고 혼합핵연료 설계 및 

성능 평가 기술개발 등을 관련 기술개발이라 거론할 수는 있지만, 고방사성, 

불순물 다량 함유라는 DUPIC 핵연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관련 기술 현황은 현재까지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가 국내 기술개발 현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

다.

1. 핵연료 조사 시험 기술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로의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과정이 필수적이며,  조사시험을 통해서 핵연료의 노내거동 및 성능 분

석, 그리고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얻을 수 있다. 원자로에서 시편을 조사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사장치는 기능에 따라 크게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와 계장 조사시험 리그로 분류한다.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조사시험 리그 내에 어떠한 계측 장치도 설치하

지 않는 간단한 형태의 조사장치로 원자로 냉각수가 직접 조사시험 리그 내부

로 흘러 시편과 직접 접촉함으로서 주로 재료 조사에 이용되는 리크(leak) 조

사시험 리그와 내부에 열 매개체(Na, NaK, Al 등)를 설치하여 연료 조사 및 

고온 조사 등에 이용되는 봉 조사시험 리그가 있다.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는 간단한 구조로 인해 설계/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중 

시험 조건의 측정 및 조절이 불가능하여 정 도가 요구되는 시험에는 부적절

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주로 동위원소 생산용 조

사시험 리그나 간단한 금속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시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여러 가지 계측 장치를 조사시험 

리그 내부에 설치한 조사장치로 시료의 온도측정, 내압 측정, 재료의 치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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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측정한다. 이러한 기술은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상당

한 기술을 확보하 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이다.

조사시험 관련 국내 기술개발 현황으로는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CANDU 핵연료 조사시험과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캐나다 AECL의 

NRU를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한․불 공동 연구를 통한 

프랑스 CEA의 OSIRIS를 이용한 경수로용 핵연료의  조사 시험 등을 국내에

서의 관련 연구 현황으로 들 수 있다[2.1-1]. 그리고  98년부터 주요 원자력 

재료의 중성자 조사효과 평가를 위한 계장캡슐 개발과 하나로(HANARO) 조

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은 다공 구조를 가

지고 있어 여러 재질 및 형상의 시편을 온도와 압력을 제어한다. 하나로 조사

시험은 24MW로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용

기 재료 등의 중성자 조사특성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있다[2.1-2]. 

금속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1992년부터 미국의 ANL와 공동으로 진행되

고 있다. 조사시험 대상 핵연료는 Al 기지에 각각 파쇄 및 원심 분무 분말 

U3Si2로 분산되어 제조된 4개의 mini-plate를 리그에 넣어서 하나로 조사시험

을 수행하고 있다[2.1-3]. 또한 경수로용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을 위해 하나로

에서 조사시험이 2002년에 계획 중에 있는데, 신형 소결체를 70 GWd/tU 이상

까지 경수로 핵연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연소시켜 핵분열 기체 방출, 소결체의 

안전성 및 고연소도에서의 결정립 세분화 및 핵분열 기체 기포 생성 등과 같

은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2.1-4]. 이와 같은 조사시험은 무계장 조사시험 리

그를 이용한 기술로 핵연료를 연소시키면서 핵연료의 성능과 관련된 주요 항

목을 직접 측정하는 계장 리그 조사시험 기술은 개발 중에 있다.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분야에서는 하나로의 노물리 및 특

성을 바탕으로 조사시험용 리그의 설계 사항 및 DUPIC 핵연료의 조사 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근거하여 DUPIC 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용 리그를 

개발/제작하 으며, DUPIC 모의 소결체 제조 및 관련 실험을 통하여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에 필요한 물성 특성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DUPIC 소결체

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하나로를 이용한 3번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1999

년 8월 4일부터 1999년 10월 4일까지 2개월 동안의 1 차 조사 시험에서는 모

의 DUPIC 소결체를 제조하여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하 다. 평

균 방출 연소도는 약 1,500 MWd/tHM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후 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DFDF)에서 국내 최초로 DUPIC 핵연료가 제조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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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를 이용한 제 2 차 조사시험이 2000년 5월 10일부터 2개월 동안 수행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계장 조사시험의 예비 단계로 조사시험 리그에 열중

성자속 측정 센서(SPND)를 부착시킨 조사시험이 2001년 6월부터 약 8 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2. 핵연료 조사후시험 기술

현재 국내의 조사후시험 관련 기술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사용후핵연료

의 국내 취급 및 제조 기술은 DUPIC 핵연료가 처음이며, 조사후시험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이 처음이다. 그러나, 하나로 

핵연료의 형태, 원료 물질 및 목표 연소도는 DUPIC 핵연료와는 상이하므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나로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의 기술 수준도 현재의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기

술 수준과 비슷한 실정이다. 

DUPIC 핵연료는 1999년부터 2 차례의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

다. 하나로에서 조사한 모의 DUPIC 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로 제조한 핵연료

의 조사시험 리그를 IMEF로 이송하여 외관 검사 후 절단하여 소결체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수행하 다.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기술은 처음

으로 수행하는 연구 내용으로서 유사한 경우의 실험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하는 것처럼 모든 성능 평가에 관련한 자

료 체계(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자료 체계는 단시일 내에 얻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조사후시험 항목

으로서는 조사시험 리그의 건전성 검사, X-선 검사, 외경 변화 측정, 핵연료봉

의 길이 방향 감마선 강도 측정, 핵연료 반경 방향 감마선 강도 측정, 핵연료

의 절단 및 표면 미세 가공, 광학 현미경 및 SEM을 이용한 미세 조직 관찰, 

EPMA에 의한 핵분열기체(fission product) 성분 분석, 도 및 경도 측정 등

을 수행하 으며, 현재 조사 DUPIC 핵연료에서 핵분열기체 포집 및 성분 분

석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필요 분야는 

DUPIC 핵연료용 핵분열기체 포집 장치 개발, DUPIC 핵연료봉의 내압 측정 

장치 개발, 피복관 건전성 검사 방법 및 장치 개발, 조사 DUPIC 핵연료의 핵



- 10 -

분열생성물에 대한 화학 분석, 화학 분석 방법에 의한 연소도 측정, 고연소도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이다.

3. 노외 물성 평가 기술

가. 핵연료 열 물성 평가

(1)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 평가

DUPIC 핵연료의 주요 특성은 노내에서 연소도중 발생한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물성이 UO2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도, 

비열, 열전도도, 열 팽창율, 크리프 등 기본 물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핵연료의 열팽창은 열전도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물성으로, 피복관과 작

용하는 상호응력, 핵연료와 피복과의 공극 열전도도에 향을 미치는 물성이

다. 특히 세라믹 핵연료는 열전도도가 불량하여 반경 방향으로 균열이 크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부피 팽창과 반경 방향으로의 열팽창은 피복관에 원주 

방향의 인장 응력을 일으켜 연료봉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열확산도로부터 

열전도도를 구할 때 필요한 도 변화를 열팽창 자료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핵연료의 열팽창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열팽창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거시적인(macroscopic) 방법으로 

시편의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microscopic) 방법으로 중성자나 X-ray를 이용하여 격자 상수 (lattice 

parameter)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2 가지 방법은 쇼트키 결함(Schottky 

defect)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격자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물

질 고유의 열 팽창률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편 

내부의 결함, 불순물 등의 향이 반 된 열팽창을 측정할 수 있다. 

  

(2) 핵연료의 열전도 특성 평가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연료의 온도 상승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열 물성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고체 내에서 열전도도에 관여하는 

기구는 격자 진동(klatt, phonon), 복사(krad, radiation) 및 자유 전자 (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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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의 운동 등이다. UO2의 경우 150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격자 진동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유 전자에 의해 일어난다. 

저온의 격자 진동이 지배 기구인 역에서 열전도도는 다음의 온도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k(T) =  
1

(a+ bT)

여기서 a는 격자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어나는 포논 산란을 나타내는 항

이며, bT는 포논과 포논의 부조화(anharmonic)로 인해 발생되는 고유의 특성

을 나타낸다. UO2에 대해서 a와 b는 다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2.466 cm K W
- 1
 ⋏ a ⋏ 5.746 cm K W

- 1

0.0212 cm W
- 1
 ⋏ b ⋏ 0.0224 cm W

- 1

복사에 의한 열전도도는 2000 K 이상의 온도에서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rad =  
16
3 (

σ s
α R(t) ) n

2
T
3
 =  0.03( n 2

α R(t) ) t
3
 W cm

-1
 K

-1

여기서 t  = 10
-3
T, σs 는 Stefan-Boltzmann 상수 (5.67×10

-12
 W･cm

-1
K
-4
), n  

은 refractive index를 나타낸다. 자유 전자에 의한 열전도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el = 2.25 
e- 12.41/t

t
 W cm

- 1
 K

- 1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원자로 내에서 연소중 핵분열생성물의 생성, 최대 

온도, 열팽창, 결정립 성장 등 거의 모든 핵연료 거동에 직, 간접적으로 향

을 미친다. 조사된 UO2의 열전도도는 연소도(b), 기공도(p), 화학 당량에서의 

이격(x) 및 온도(T) 등의 함수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k(x,b,p,T)

노내에서 조사중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분열 생성물, 기공, 핵분열기체, 

crack, O/U 비, 및 열팽창 등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 때

문에 핵연료 소결체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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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기계적 물성 평가

(1) 핵연료의 크립 특성 평가

일반적으로 산화물은 파단 이전에 거의 소성 변형 없이 파손되는 취성 

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물도 조건에 따라 재료에 항복이 일어나 

소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광범위하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단결정 형태에서 산화물은 적당한 온도에서 쉽게 변형된다. 다결정 산화물은 

독립적인 slip system의 수에 대하여 어떤 기준(Taylor-von Mises 기준)이 만

족된다면 고온에서 소성 변형을 보일 수 있다. 소성 변형은 인장 응력이 최소

이고 전단 응력이 항복을 야기할 만큼 충분한 응력 조건인 경우에는 취성 거

동을 보이는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산화물 핵연료는 원자로 가동 중에 다양한 형태의 응력을 받는다.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창(swelling)으로부터 야기되는 내부 응력, 핵연료내의 온도

구배에 의한 열 응력, 열 팽창에 의한 산화물 핵연료와 금속 피복관 사이의 

상호작용(Pellet-Cladding Interaction, PCI)에 의한 응력 등을 받게 된다. 이러

한 응력에 따라 핵연료의 크랙, 피복관의 변형 등을 야기하므로 전반적으로 

핵연료봉의 성능이 좌우된다. 이 응력은 핵연료를 변형시키며, 변형량에 따라 

작용 응력은 변형 에너지로서 핵연료에 흡수될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상호 작

용 응력은 핵연료나 피복관의 항복 응력보다는 적으며, 고온에서 변형이 일어

나므로 본질적으로 크립에 기인된다. 산화물핵연료의 크립 특성은 연료봉의 

크립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원

자로 노심의 수명동안에 피복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연료의 설계기준을 수립

하기 위하여 산화물연료의 열적 크립 대응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는 것

이 중요하다. 크립 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 응력, 조성, 기공도, 결

정립 크기 및 조사 효과 등이 있다. 

(2) 핵연료의 탄성계수 평가

탄성계수는 탄성체가 탄성 한계 내에서 가지는 응력과 변형의 비로서 비

례 한계 안에서는 물체에 가한 힘과 그것에 의한 변형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

는 Hooke's law에 의해서 표현된다. 

  모든 고체는 외부 힘이 가해질 때 변형을 하게 되고 외부 힘이 사라지

면 일정 부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탄성이라고 한



- 13 -

다. 재료의 인장 시험 곡선에서 탄성은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며 Hooke‘s Law를 따르게 된다. 

  Young률, E, 강성률(shear modulus) 및 G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
F/A
ΔL/L

=
σ
ε

G=
F/A
φ
=
τ
γ

F = force

A = area over which F is applied

L = length of specimen

ΔL = change in length under applied force

φ  = angular displacement under applied force

σ  = tensile stress, 인장 응력

ε  = tensile strain, 인장 변형량

τ  = shear stress, 전단 응력

γ  = shear strain, 전단 변형량, a/h  = tanθ

이 두 상수로부터 도출되는 상수로는 아래와 같이 Poisson 비(ν), bulk 

modulus(K), Lame 상수(λ), 종파 속도(vl), 횡파 속도(vt) 등이 있다.

ν=-
ε x
ε y
=
E
2G
-1

K=
P

ΔV/V
=

E
3(1-2ν)

λ=
νE

(1+ν)(1-2ν)

v l= E/ρ , v t= G/ρ

결정재료의 탄성계수는 방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ooke‘s 

law는 아래와 같이 텐서형으로 표현된다.

ε ij= S ijklσ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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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ij=Cijklε kl

이때 Sijkl은 compliance tensor이고 Cijkl은 elastic stiffness 이다. Sijkl이나 

Cijkl은 4차의 텐서이지만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2개의 첨자로 축약하여 사

용한다.

C1111 = C11, C1122 = C12, C2323 = C44

Cubic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료의 C 값과 탄성계수의 관계는 아래

와 같다.

C 11= 2G+λ

C 12= λ

C 44=
1
2
(C 11-C 12)

탄성계수의 측정법에는 인장 시험, 압축 시험, 굽힙 시험을 통해서 구하

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 관계에서 정적 탄성계수를 구하는 것과 재료 내의 

음파 속도 및 공명 주파수를 구하여 동적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동적 탄성계수 측정법은 시편을 파괴하지 않으며 측정값의 오차가 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탄성계수의 표준 측정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존

의 공진법에 의하면, 종파를 사용하여 계수를 구하고, 비틀림파를 이용하여 

전단탄성계수를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의 탄성계수 평가 기술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를 중심으로 초음파 에

코중첩법과 음향 공진법을 이용한 소재의 탄성계수 평가 기술이 확립되어 있

으며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라믹 부품의 신뢰도 

해석을 위한 비파괴 평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원자력 재료의 탄성계수에 관하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음파 공명

분광법(resonant ultrasound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Nb 합금 등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초음파 

공명 분광법은 1개의 시편에서 1개의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에코  

중첩법이나 음향 공진법과는 달리 1개의 시편에서 결정 구조의 대칭성에 따라 

모든 방향의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어 집합 조직의 발달이 심한 중수로 압

력관 재료의 탄성계수 이방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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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핵연료의 탄성계수 측정에 관한 연구 결과

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핵연료의 탄성계수는 핵연료의 성능해석을 위하여 기

계적 거동을 분석할 경우 핵연료의 열팽창, 팽윤, 기체 내압, 냉각수 압력 등

으로 인하여 변형 또는 응력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소결체의 탄성계수는 응력

과 변형률의 상호 작용을 해석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이다. 

다. 핵연료 미세 조직 평가

소결 공정을 통해 건전한 핵연료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소결 전에 분

말의 특성을 평가하여 소결체의 미세 조직과 분말 특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핵연료 분말에 대한 attrition milling 시간에 따른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DUPIC 핵연료 분말의 특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입자 크기, 비표면적, 결정자 크기를 측정하여 링(milling)이 분말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자 크기는 레이저 분산에 의한 입자 크기 측정기 및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 (SEM)을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비표면적은 BET법을 이용하

여 측정 가능하며[2.1-6,7], 결정 크기는 X선 또는 중성자 회절 패턴의 line 

broadening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2.1-8,9]. 

Attrition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링 시 볼과 볼의 마찰 및 볼과 용기의 마찰에 의해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핵

연료 분말들이 파괴되기 때문이며[2.1-10], OREOX 처리된 분말의 평균 입도

가 증가한 이유는 소결 시 결정립 성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속 재료의 경

우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압접 효과로 분말크기가 증가하기도 

하나[2.1-11], 세라믹 재료는 변형보다는 파괴가 쉽게 일어나 압접이 쉽게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말의 입자 크기는 링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레이저 분산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0.5 ㎛ 이하의 평균 입자 크기

를 가진 분말의 입자 크기 및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gun SEM)이 사용된다. 전계 방사형 SEM은 텅스텐 필

라멘트를 사용하는 기존 SEM 보다 1000배 정도의 높은 휘도와 1.6 nm의 고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50만배까지의 고배율 관찰이 가능하다. 이는 레이저 분

산법으로 측정된 값보다 핵연료 분말의 입자 크기는 전계 방사형 SEM을 통

해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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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비표면적을 BET(Brunauer-Emmett-Teller) 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로서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감소하므로 비

표면적은 증가하게 된다[2.1-12]. 

결정자(crystallite)는 결정립과 같은 개념으로 분말의 입자를 구성하는 작

은 단결정을 말한다. 소결 거동에 향을 주는 특성으로 입자 크기 및 비표면

적 외에 결정자 크기가 있다. 결정자 크기가 작을수록 결정립계의 면적이 증

가하고 결정립계를 통한 확산이 증가하므로 치 화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x-ray 회절법에 의해 0.1 ㎛ 이하의 결정자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분말재료 

연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결정자 크기가 감소하거나 불균일 변형이 

발생함에 따라 x 선 peak의 broadening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링 에 따라 

분말은 소성 미소단조 효과를 받게 되므로 전위 또는 다른 결함들이 분말 내

부에 축적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전위는 원래 결정립을 더 작은 결정자로 분

할하며 배열되게 된다. 

분말 특성 평가 실험을 통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DUPIC 핵연

료의 attrition 링 시간에 따른 입자 크기, 비표면적, 결정자 크기 등을 측정

할 수 있다. 소결 시 소결 도 및 수축 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인 입자크

기, 비표면적, 결정자 크기를 attrition 링 조건 및 시간에 대해 정량화하면 

필요로 하는 소결 도를 얻으면서 급격한 수축에 의한 수평 crack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attrition 링 조건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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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

선진국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의 시험을 

수행하여왔다. 1950년대부터 기술개발이 시작된 조사시험은 1960년대 이후부

터는 소규모 조사시험 리그는 이용한 시험에서부터, 종합 성능, 부하 추종 및 

출력 급상승 시험을 위한 루프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험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가. 캐나다 NRU 조사 시험

DUPIC 핵연료 개발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AECL에서는 White Shell에서 DUPIC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한 후 NRU에서 

Demountable bundle에 장착하여 BB03 핵연료봉의 조사 시험을 1999년 3월 

12일에 시작하 다. BB02와 BB04는 1999년 5월 7일에 약 2년 간의 조사 기간

을 예정으로 장전을 시작하 는데, 이때 BB03의 외관 검사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0년 9월 NRU로부터 인출된 BB03 핵연료봉의 연소도

는 약 10,000 MWd/tHM이며, 이 연료봉에 대한 조사후시험은 완료된 상태이

다. 2001년 12월 BB02 핵연료봉을 인출하 으며 방출 연소도는 약 15,000 

MWd/tHM로 평가되었다. BB02에 대한 조사후시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BB04 핵연료봉은 2002년 말 방출될 예정이며, 예상 연소도는 약 21,000 

MWd/tHM이다[2.2-1].

나. Halden Reactor Program

HRP는 1958년에 시작된 핵연료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과제로 핵연료에 

여러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핵연료 중심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료 stack 

길이 변화, 피복관 직경 및 길이 변화, 산화층 두께 변화 등 핵연료 노내 성능

과 관련된 중요 항목을 on-line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1997 ∼ 

1999년 동안에만 총 28개의 조사시험 리그가 사용되었는데, 시험 목적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측정 장치를 이용하 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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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nel 측정 장치

터빈 유량 미터는 핵연료 채널(channel)의 입․출구 유량을 측정하는 장

치로 8개의 날개의 rotor는 ferritic chrome steel로 만든다. 정 도 ±1%의 2 

종류의 기본 터빈 유량계는 throat 직경 59 mm, 유량 1.5∼10 l/s 와 throat 

직경 40 mm, 유량 1.0∼6.5 l/s 가 사용된다.

중성자 측정을 위해 상용화된 SPND(Self-Powered Neutron Detector)를 

사용하 다. 보통 중성자 흡수체로 vanadium을 사용하나, 고감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rhodium을 사용한다. 그리고 background 신호가 향을 미치는 경

우 빠른 응답을 위해 cobalt를 사용하기도 한다.

Gamma thermometer는 원자로 노심에서 출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센서로 원리는 열적 절연체내에서 γ 흡수에 의해 발생된 열을 chromel 

/alumel 열전대로 측정한다.

(2) 핵연료봉 측정 장치

고온 열전대는 2000℃ 혹은 2500℃까지 핵연료 중심 온도를 측정하는 장

치로서 외경 1.6mm의 tungsten/25% rhenium sheath와 beryllia 절연체로 

type I(W3%Re/W25%Re)를 사용한다.

LVDT는 피복관과 fuel stack의 신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봉단 마

개 상단부에 부착된다. 신호 출력은 200 mV full scale에서 400Hz, 50mA이다. 

선형 범위는 ±1%의 정 도에서 mm±2.5, ±5, ±6, ±7.5, ±12.5이다.

Expansion Fuel Thermometer란 핵연료의 중심 온도 측정을 위해 열전

대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LVDT의 ferritic core에 내화성 금속봉을 fuel 

stack 중심부에 위치시켜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봉의 변위를 측정하 다.

압력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연료봉 내부에 밸로우즈을 설치하고 밸로우

즈의 ferritic 축과 LVDT의 ferritic core를 연결시키면 연료봉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정 도 ±1%에서 측정 범위는 지지 스프링 없이 15, 30, 70 

atm 과 지지 스프링이 있을 때에는 120 atm이다.

피복관의 직경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직경(diameter) 게이지가 사용된다. 

ferritic armature는 LVDT core와 부착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료봉과 

반대측 연결된 2개의 feeler가 직경 변화를 armatur에 전달한다. 데이터 출력

은 정 도 ±1.5%에서 선형 범위 ±0.3 mm와 620 mVAC/mm의 민감도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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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 계장 시험 리그

Halden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개의 계장장치가 부착된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조사시험 리그를 개발하 다. 대부분의 조사시험 

리그는 시험 연료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시험 목적에 

맞추어 많은 계장장치가 부착된다.  실험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조사시험 리그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조사 리그 : 다른 리그에서 규정된 시험 전에 연소도(burnup)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료봉 출력의 제어는 유동 채널(flow 

channel) 장치(터빈, 냉각수 열전대)와 중성자 장치에 의해 가능하다.

○ 직경 측정 리그 : 조사시험 중 직경 게이지가 연료봉을 따라서 움직인

다. 따라서 여러 운전 모두와 연소도에 따른 피복관의 직경변화는 마

이크로미터 정 도로 측정된다. 

○ 출력 급증 (Ramp) 시험 리그 : 조사시험 중 연료봉에 흡수되는 중성

자를 조정하여 출력 급증 시험 및 과출력 시험을 할 수 있다. 

○ 가스 유동 리그 : 조사중 연료봉내의 충진되는 가스를 교체할 수 있으

며,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를 측정한다.

○ 다용도 리그 : 연료봉은 여러 개의 열전대, 압력 트랜스듀서, 길이 측

정 장치 등이 사용된다.

        

다. CEA & Framatome에서의 조사시험

프랑스는 CEN-Sacalay의 OSIRIS 연구로와 CEN-Grenoble의 Siloe 연구

용 원자로를 주로 이용하며 조사시험 리그 등을 활용한 핵융합로 및 경수로용 

핵연료의 검증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 조사 장치

CEA와 Framatome이 공동으로 17x17 연료봉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 장치로서 in-pile 측정 항목으로 소결체 중심 온도, 피복관 외

경변화, 연료봉의 압력 강하, fission product 등을 측정하 다. 실험 연료봉에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조건 13 MPa 가압형 경수 loop에서 피복관 외부 

온도는 330 ℃에서 CONTACT1 캡슐은 40 kW/m, CONTACT2 캡슐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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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의 정상 출력으로 조사시켰다[2.2-3].

(2) 조사시험 분석

CONTACT1은 1978년 8월부터, CONTACT2는 1979년 1월부터 시작하

으나 1979년 4월과 9월에 걸쳐 원자로의 사고로 인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사

고로 인해 캡슐은 향을 받았으나 조사 장치에 대한 고장은 없었다. 2개의 

캡슐은 11 cycle와 7 cycle (매달 21일 기준) 동안 14,000과 6,000 MWd/tU의 

연소도로 조사되었다. 중심 온도 측정에서는 Rhenium 열전대로 조사시험 중 

측정된 평균 온도는 CONTACT 1 (40KW/m) 1474 ℃,  CONTACT 2 

(25KW/m) 968 ℃로 변화는 크지 않았다. 단지 CONTACT 1에서 사고 이후 

50 ℃의 변화가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소결체 조각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간격 측정 실험에서는 2 개의 캡슐에 

대해 연료봉의 압력 강하 측정 결과로부터 CONTACT 2에서는 소결체와 피

복관과의 간격 변화는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CONTACT 2 실험에서

는 5 cycle 에서부터 소결체가 피복관에 접촉됨에 따라 피복관 직경과 압력 

강하의 변화가 높게 관측되었다. 그리고 정상 출력에서 연소도에 따른 순간 

방출률 대 decay constant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

라 선형적으로 핵분열기체 방출량은 증가되었다. 또한 중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핵분열기체 방출량도 증가하 다. 

라. Re-instrumentation 조사시험

핵연료의 고연소도 연구를 위하여 상용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이용하여

야 한다. 따라서 조사된 연료봉에 핫셀에서 원격으로 적당한 계장을 하여 

on-line으로 핵연료의 변수를 감시하는 기술이 re-instrumentation 기술이다. 

이러한 유사한 기술은 Halden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

하고 있다.

(1) Halden의 Re-instrumentation

벨로우즈 압력 트랜스듀서를 조사된 연료봉에 계장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2.2-4]. 조사된 긴 연료봉을 적당한 길이로 양쪽을 절단하고 벨로우즈 압력 

트랜스듀서가 설치된 새 봉단 마개를 TIG 용접으로 부착한다. 다음 연료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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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He 가스로 채우고 He Leak 시험을 한다. 또한 Halden에서 개발된 

re-instrumentation의 다른 기술로 중심 열전대를 조사 연료봉에 설치하는 방

법이 있다. 이 기술은 덴마크의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연구로에서 

장기간 조사할 필요 없이 고 연소도에서 핵연료 열적 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 JMTR의 Re-instrumentation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JMTR를 이용하여 고속증식용 재료, 

in-pile creep 시험, graphite 시험 등의 조사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왔

다. 일본의 JMTR에서는 BOSA 캡슐에 Re-instrumentation 기술을 개발하여 

핵연료의 고 연소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사용한 상용 연료봉의 fuel 

stack 길이는 3.6m 이며, JMTR에서 가공하여 재 조사시험 할 fuel stack 길

이는 약 0.6m 이다. 연료봉에 중심 온도 열전대를 설치하는 과정은 Halden에

서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2.2-5].

(3) HFR의 Re-instrumentation

1992년부터 네덜란드의 HFR(High Flux Reactor)에서는 LWR 조사 핵연

료봉에 대해 고 연소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기술개발은 약 4.5 m의 

LWR 연료봉을 Petten 핫셀에서 절단하여 400 mm로 연료봉 segment를 만들

어 재 가공하 다. 그리고 Halden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연료봉에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를 re-instrumentation 하 다[2.2-6].

마. 조사시험 리그 개발

조사시험 리그는 원자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시편을 조사시키기 위해 사

용하는 조사시험 장치로서 기능에 따라 크게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와 계장 조

사시험 리그로 분류한다.

(1)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리그 내에 어떠한 계측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간단한 형태의 조사 장치로 원자로 냉각수가 직접 리그 내부로 흘러 시편과 

직접 접촉함으로서 주로 재료 조사에 이용되는 리크(leak) 리그와 조사시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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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에 열 매개체(Na, NaK, Al 등)를 설치하여 연료 조사 및 고온 조사 

등에 이용되는 봉 리그가 있다.

간단한 구조로 인해 설계/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중 시험 조건의 측정 및 조절이 불가능하여 정 도가 요구되는 시험에는 적절

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주로 동위원소 생산용 리그

나 간단한 금속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시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계장 조사시험 리그

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여러 가지 계측 장치를 리그 내부에 설치한 조사 

장치로 시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

○ 온도 측정 리그

조사 중 시료 온도를 측정

 

○ 온도 제어 리그

중성자속의 변화에 따른 조사 온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 온

도 조절용 진공 gap 등을 설치

 

○ 회전 리그

조사 중 노심에 위치한 부분과 반대측의 중성자 조사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회전 기능을 보유

○ FP 기체 유출 측정 리그

조사 중 핵분열 기체의 유출에 의한 연료봉 내 압력 변화를 연속적으

로 측정하며 또한 리그 내부로 헬륨 순환, 순환된 헬륨을 분석하여 핵

분열 기체의 유출량을 연속적으로 측정

○ In-pile 크리프 리그

조사 중 시편에 하중을 가해 크리프 변형률을 측정

○ 열중성자 cut-off 리그

고속중성자로 연료를 조사하기 위해 Cd, Hf 등으로 열중성자를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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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할 경우 조사시험 비용이 loop를 이용한 핵연

료 성능 실증 시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금속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한 

핵연료 조사 시험은 조사 중 방출 기체 분석, 선출력 측정, 고온이나 고연소도 

시험 등 특수한 목적의 시험을 선택적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시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loop 설비에 비해서 조사시험 리그는 비교적 높은 중

성자속의 조사공을 활용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연소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 따라서 조사 효과를 짧은 시간 내에 연구할 수 있다.

2. 핵연료 조사후시험 기술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미국, 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핵연

료 개발과 관련한 조사후시험은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추진하 으며, 현재 

조사 핵연료를 핫셀에서 시험, 취급 및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 기술 

및 장비의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최근 해외의 조사후시험(PIE: Post-Irradiation Examination) 기술은 비파

괴에 의한 특성 검사(NDT, non-destructive test)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조사후시험 작업 및 조사후 시험기술의 개발은 원자로의 사양,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며, 조사후시험의 표준화도 몇몇 국

가들 간 공동으로 함께 개발되고 있다.

가. 연구로에서 조사시킨 연료의 핫셀 시험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는 사용 중에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핵변환 그리고 

조사 손상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므로 성능과 건전성이 향을 받는다. 

즉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정상적으로 연소되어도 사용 초기에는 기공(pore) 소

멸에 따른 고 화로 그리고 사용 후기에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으로 반

경 방향의 치수 변화가 생기며, 피복관의 조사 성장과 조사 크리프 등으로 축 

방향의 치수 변화도 생긴다. 그리고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연료

봉의 파손과 냉각재에 의한 부식 등도 일어난다. 한편 원자로 재료의 경우에

는 조사 취화 등으로 재료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의 마

지막 단계 연구에서는 성능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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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에서 조사된 연료나 재료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원자로에서 조사된 연료나 재료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차폐시킬 수 

있는 시설, 즉 핫셀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시킨 직후에는 방사선

을 많이 방출하므로, 바로 핫셀 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원자로의 저장 수조

(pool)에서 일정 시간 냉각시킨 후 이송한다.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의 조사후시험에서 수행하는 시험 항목이나 시험 

방법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에서 연료나 재료

의 성능이나 건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항목이 비슷하므로 조사후시험 항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시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1) 캡슐 이송 및 해체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연료 캡슐이나 재료 캡슐은 방사선 준위를 낮추기 

위해 원자로의 저장 수조(pool)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장한다. 즉, 연료의 경

우에는 핵분열생성물인 I-131의 붕괴를 위해 보통 3 개월 간을 그리고 재료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방사는 감쇠를 위해 1개월 정도 냉각시킨 후 

캡슐에 설치된 부속물을 절단하고 캡슐 본체만을 핫셀 시설로 운반한다.

핫셀에 반입된 조사 캡슐은 해체하기 전에 우선 육안으로 외관을 관찰한 

다음 필요하면 X선 검사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해체 방법을 검토한 후 캡

슐 절단기나 또는 링 기기로 해체하여 시편을 인출한다. 이 때 시편과 함께 

캡슐에 내장된 중성자 모니터도 회수하여 감마선 분광 분석을 통해 시료에 조

사된 중성자의 양(fluence)을 계측한다.

(2) 비파괴 시험

캡슐을 해체하여 인출한 연료 시료는 우선 비파괴 시험을 한다. 연료의 

비파괴 시험 항목으로는 외관 검사, 사진 촬 , X선 검사, 치수 측정, 감마 스

캐닝 등이 있다. 외관 검사에서는 연료 피복관의 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

한 다음 필요하면 사진을 촬 하는데, 외관 검사는 보통 연료봉을 120°간격

으로 회전시켜 3 방향에서, 또는 90°간격으로 회전시켜 4 방향에서 검사한다. 

그리고 X선 검사는 연료봉 내 소결체의 내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므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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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측정은 길이와 반경 방향에 대해 수행하는데, 반경 방향의 측정은 

연료봉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구동 벤치(driving bench)에 고정시킨 다음 좌우

에 설치된 두 개의 탐침(probe)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두 탐침의 변

위로부터 변형을 측정한다. 치수 측정은 0°방향에서 측정 후 90°회전시켜 

다시 측정하는데 각각 2 회씩 측정한 4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반경 방향의 

치수로 보고 있으며, 변경이 심한 부위는 원주 방향으로 10°간격으로 연료봉

을 회전시키면서 원주 방향의 변형 상태(ovality)도 측정한다.

감마 스캐닝은 축 방향 연소도 분포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

는데, 모든 핵종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통합하여 측정하는 전 감마 스캐닝

(gross γ-scanning)을 한 다음 개별 핵종으로 Cs-137의 감마선 강도를 측정

하고 있다. 특히 Cs-137은 핵분열 시에 생성량이 많으며 반감기도 33년이나 

되므로 Cs-137의 감마 스캐닝 자료는 비파괴 방법으로 연소도를 추정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이와 같은 비파괴 시험이 완료되면 연료봉을 천공(puncturing)

하여 봉 속에 축적된 기체 양을 측정한 다음 봉 속의 기체의 일부를 포집하여 

핫셀 외부에서 질량분석기로 Xe 및 Kr의 농도를 측정하여 핵분열기체의 방출

량을 평가한다.

와전류 시험은 전자 유도법에 의한 탐상법으로 조사 중에 연료봉에 생긴 

미세한 균열이나 핀홀(pin hole) 또는 국부 수소화 등 결함을 탐상하기 위해 

수행한다. 탐상 코일로는 환상 코일(encircling coil)과 프로브 코일(probe coil)

이 사용되는데, 환상 코일은 결함의 형태, 크기 그리고 축 방향 위치를 확인하

는데 사용하며, 프로브 코일은 탐상된 결함의 원주 방향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이 외에도 와전류 시험은 피복관에 생성된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하

는데도 활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탐상 코일이 사용된다.

(3) 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 결과를 면 히 분석 검토하여 상세 시험이 

필요한 부위를 선정하여 파괴 시험을 하는데, 파괴 시험으로는 조직 시험, 경

도 시험, 도 측정, 미세 감마 스캐닝 그리고 기계적 특성 시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주사 전자현미경(SEM)이나 극미소 분석기(EPMA)로 핵종 분석과 

파단면을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화학 분석 시험도 수행한다. 

조직 시험은 연료나 피복관의 조사 거동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연소 중에 일어나는 결정립의 등축 성장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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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결정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자료는 연소 중에 연료가 도달하 던 최고 온

도를 추정하는데 활용된다.

캡슐 조사 시험에서는 연료와 냉각수가 접촉하지 않으므로 피복관에 수

소화물이나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복관에 대한 조직 시험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발전용 원자로와 냉각재 조건이 유사한 루프에서 조사시

키면 연료봉과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므로 피복관에 수소화물과 산화물이 생성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소화물과 산화물 생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

복관에 대한 조직 시험과 기계적 특성 시험을 수행하는데, 기계적 시험으로는 

연료와 피복관사이의 틈새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연료봉 압착 시험 등이 있

다.

도 측정은 연소 중에 일어나는 연료의 고 화와 팽윤(swelling)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데, 연료의 고 화와 팽윤은 연료봉의 크립 다운

(creep down)과 팽윤에 큰 향을 준다. 한편 핵분열생성물의 재분포 거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경 방향으로 미세 감마 스캐닝도 수행하는데, 주로 

연료봉 파손 시에 유출되는 방사능과 그리고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 작용에 큰 

향을 주는 I-129 및 Cs-137의 반경 방향 분포도를 측정하고 있다.

연료 표면의 원소 분석과 표면 상태 관찰도 조사 거동을 해석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원소는 각각 자기 고유의 특성 X-선 에너지를 갖고 있

으므로 시료에서 방출하는 다른 방사선을 피하면서 특성 X-선을 분광 분석하

면 화학 조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료 표면을 2 차 전자상 또는 반사 전자

상으로 관찰하면 파단 상태, 석출물의 형성 그리고 기포 형성 등에 관한 상세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핫셀 시험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에서 일어나는 조사 거동을 보면, (1) 연료

봉의 성장과 휨, (2) 연료봉 낙하, (3) 연료봉의 크립 다운(creep down) 및 팽

윤, (4) 연료봉의 산화 등 외적인 변화와 그리고 (5)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 작

용 (6) 연료의 고 화, 팽윤 및 조직 변화, (7) 피복관의 수소화와 기계적 성질 

변화 등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조사 거동은 연료의 성능과 건전

성에 큰 향을 준다. 그러므로 연료의 원자로 내 성능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조사 거동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핫셀 시험을 

수행하는데, 시험은 크게 연료집합체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 시험 그리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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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관에 대한 기계적 특성 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핫셀 시험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집합체 검사 및 해체

핫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반감기가 작은 핵종의 방사

능을 감쇠시키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정도 발전소의 저장 수조(pool)에서 냉각

시킨 후 핫셀 시설로 운반하여 조사후시험을 한다. 발전소의 저장 수조에서 

핫셀 시설로 운반된 사용후핵연료는 해체하기 전에 수조 또는 핫셀에서 연료

봉의 성장, 휨 등 외관 상태를 상세히 관찰한다. 그 다음 연료집합체를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전 감마 스캐닝(gross γ-scanning)과 Cs-137 핵종을 감마 스

캐닝 하여 집합체의 축 방향 연소도 분포를 개략적으로 측정한다.

이와 같은 시험이 완료되면 핵연료 집합체의 상부 고정체(top nozzle)와 

안내관의 연결 부위를 풀거나 또는 안내관의 슬리브(sleeve) 부위를 절단하여 

상부 고정체를 연료 집합체에서 분리하는 해체 작업을 한다. 집합체가 해체되

면 집합체에 대해 수행된 시험 자료와 연소 이력에 관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상세 시험이 필요한 연료봉을 선정하여 집합체에서 인출한다. 이 때 집합체에

서 연료봉을 뽑아 내는데 소요되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소 중에 일어난 

지지격자(grid)의 스프링 힘이 완화된 정도를 평가한다.

(2) 연료봉 비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은 파괴시험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다. 비파괴 시험은 핫셀 내에서보다는 원자로 운전 중에 연료봉의 

건전성 검사 등에 더욱 적합하게 이용되며, 프랑스 등에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핫셀에서 수행하는 시험 중 metrology, eddy-current defect test, 

eddy-current oxide thickness measurement, γ-scanning 등이 대표적인 비파

괴 시험 항목이며, 최근에는 γ-tomography, video imaging, gas pressure 및 

핵종의 분석에도 비파괴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연료 집합체는 연료봉 배열에 따라 14×14형은 

179개, 15×15형은 204개 그리고 17×17형은 264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개개의 연료봉을 보면 조사 거동에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료봉

이 정방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거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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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합체의 시험 결과와 그리고 연소 이력에 

관한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보통 10% 정도인 20여 개 연료봉을 선정하여 비

파괴 시험을 수행한다.

비파괴 시험으로는 외관 검사, X선 검사, 치수 측정, 와전류 시험, 감마 

스캐닝 등을 수행한다. 외관 검사, X선 검사는 120°간격으로 3 방향에서 또

는 90°간격으로 4 방향에서 수행하며, 연료봉 치수는 2개 탐침(probe)의 변위

로부터 측정하는데 0°와 90°방향에서 측정한다. 그리고 변형이 심한 부위는 

연료봉을 회전시키면서 10°간격으로 원주 방향의 변형 상태도 측정한다. 와

전류 시험은 전자유도를 이용한 탐상법으로 조사 중에 연료봉에 생긴 미세한 

균열이나 핀홀(pin hole)등 손상을 탐상하기 위해 수행하는데, 탐상 코일로는 

환상 코일(encircling coil)과 프로브 코일(probe coil)을 사용한다. 이 외에도 

연료봉의 산화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와전류 시험이 수행되는데, 이 때는 

프로브 코일이 사용된다.

감마 스캐닝은 전 감마 스캐닝과 Cs-137 핵종의 감마 스캐닝이 주로 수

행되는데, Cs-137 핵종의 감마 스캐닝은 연소도와 연소도 분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비파괴 시험이 완료되면 진공 장치 내에 설치된 레이저 빔(beam), 드릴

(drill) 또는 텅스텐 핀(needle)으로 연료봉에 작은 구멍을 뚫어 연료봉에 내장

된 기체의 양을 측정한 다음 기체의 일부를 채취하여 질량분석기로 Xe 및 Kr

을 정량 분석하여 연료에서 유출된 핵분열기체의 양을 평가한다.

(3) 연료봉 파괴 시험

대부분의 비파괴 시험은 치수 측정이나 감마 스캐닝과 같이 자동화 작업

으로 시험 자료를 획득하므로 단기간 내에 비교적 많은 양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파괴 시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동 작업에 의해 시험 

자료를 획득하므로 시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파괴 시험

에서는 비파괴 시험과 같이 많은 양을 시험할 수 없다. 따라서 파괴 시험의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 결과를 면 히 분석 검토하여 파괴 시험에 소요되는 시

편의 수량을 가능하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파괴 시험은 크게 연료 시험과 피복관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료 시험으로는 결정립 성장과 기공의 소멸 거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직 시험과 연료의 고 화와 팽윤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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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 그리고 Cs, I 등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거동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

한 미세 감마 스캐닝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전

자현미경(SEM)이나 극미소분석기(EPMA)로 파단면을 관찰하는 동시에 핵종

을 분석하며, 연소도를 평가하기 위해 화학 분석 방법으로 Cs, Nd 등의 농도

도 측정한다. 

피복관에 대한 시험으로는 수소화물의 생성 방향과 산화 거동에 관한 자

료를 얻기 위한 조직 시험, 조사 경화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경도 시험 그

리고 피복관의 수소 흡수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석 시험 등이 수행된다. 

이 외에 기계적 특성 시험도 수행하는데, 기계적 특성 시험에는 압축 시험, 인

장 시험, 파열 시험 등이 있다. 압축 시험은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틈새 크기

(gap distance)를 측정하기 위해 연료봉을 2∼5cm로 절단하여 수행하며, 인장 

시험은 연료를 제거시킨 피복관을 관(tube) 시편, 링(ring) 시편, dogborn 시편 

등으로 가공하여 수행하며, 파열 시험은 피복관 양단을 폐시킨 후 내부를 

가압하여 수행한다.

경도, 연료봉 내면의 수소 농도 측정,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EPMA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Knudsen cell mass spectrometer, porosimeter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rmal diffusivity 및 melting point의 측

정,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 energy dispersive system 

(EDS), X ray microanalysis, Auger spectroscopy, sublimation associated 

with micro-milling  등이 몇몇 국가에서 고도의 기술로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에서 EPMA는 연료 특성의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4) 기계적 특성 시험

In-pile 혹은 source-flux 분위기 하에서 tensile test, corrosion-assisted 

test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고 방사선을 띄고 있는 연료의 취급 및 이들의 시

험을 위하여 더욱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시험 항목이다.

(5) 재가공 기술 (refabrication techniques)

한번 이상 조사한 핵연료를 재조사한다던가, 사용후핵연료를 핫셀 내에서 

재가공하는 기술이 이에 속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등에서는 이미 보편

화된 기술이며, 특히 핫셀 내에서의 용접은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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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들 국가에서도 조사한 연료, 또는 재가공한 사용후핵연료의 on-line 계장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 핵연료의 사용 중 현장 검사

원자로의 정기 검사기간 중에는 연료 교체 및 노심 내 연료의 장전 위치

를 바꾸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자로에서 수조(pool)로 옮긴다. 이 때 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조에서 사용중인 연료를 검사하는데, 주목적은 연

료봉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핫셀 시설로 운반하여 수행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상

세한 시험은 조사 거동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연료의 

운반이 어렵고 그리고 핫셀 시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용중인 연료에 대한 현장 검사는 단기간에 간단하게 검

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핫셀 시험은 필요한 경우에 극

히 일부의 연료에 대해서만 수행하는데 반하여 사용 중 연료에 대한 현장 검

사는 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체 연료 전량에 대해서 

수행한다.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하는 교체 연료에 대한 검사에는 외관 검사, 

시핑 검사(sipping test)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시핑 검사와 초음파 검

사는 이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행한다. 사용중인 연료에 

대한 현장 검사 방법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노심 내 연료 위치를 바꾸기 위해 노심에서 수조로 옮긴 연료 집합체는 

수조에서 수중용 비디오 카메라로 외관을 상세히 관찰하면서 녹화하는데, 녹

화된 상 자료를 분석하면 연료봉의 성장, 휨, 낙하, 팽윤 또는 파손 등에 관

한 개략적인 정보가 얻어진다. 외관 검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연료 집합체의 

손상은 시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시핑 검사는 연료 

집합체를 수조에 설치된 진공 용기에 넣고 N2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Xe-133의 

방사능 변화를 NaI 신틸레이션 계측기(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하여 연료

봉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시핑 검사는 연료봉에 관통 결함이 있는 집합체

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개 연료봉에 대한 파손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한편 초음파 검사법은 탐침(probe)을 집합체의 연료

봉사이에 삽입하여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연료봉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개개 연료봉에 대한 관통 결함은 물론 관통 결함이 없어도 손상이 심하게 일

어난 연료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핑 검사에 비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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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소요되며 수중에서의 시험이므로 탐상 자료의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시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의 주목적은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가 높

아지는 등 연료의 파손 가능성이 큰 경우에 연료가 유출된 손상 연료 집합체

를 판별하는데 있지만, 과거에는 사용중인 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사용중인 연료 전량이 대해 수행하 다.

사용중인 연료에 대한 시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는 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체 

연료 전량에 대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원자로 운전 중에 

냉각수의 I-131의 방사능 농도가 충분히 낮거나 또는 전년도에 비해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가 낮아 연료 손상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료 전량에 

대한 시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는 생략하고 다만 외관 검사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연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추세에 있다.

3. 노외 물성 평가 기술

외국에서는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

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는 건식 재처리 및 핵연료 재가공실험을 수행하

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경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가. 모의 핵연료 제조 

고방사성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에는 많은 제약 사항이 수반되므

로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여 matrix 및 석출상과 결정 구조에서 산소 포텐샬의 

향, 금속 석출물의 화학적 상태 및 기화 압력, 기체 및 기화성 원소를 이온 

주입 방법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주입하여 온도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 방

출의 거동, 열전도도 측정, 산화 거동, DUPIC 핵연료 연구, 용해 시험, 전기화

학, 핵연료-피복관 상호 거동, 조사 손상, 물리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 등에 

널리 수행되고 있다.

(1) 일본

연소도에 따라 계산되어 첨가되는 원소들을 이를 각각 묽은 HNO3용액에 

용해시켜 혼합 용액을 준비하 다. 이것을 hot plate에서 건조시킨 후,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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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은 Ru와 Mo의 기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4% H2 + 96% He 분위기

(He, 50% CO + 50% CO2, 10% CO + 90% CO2, 4% H2 + 96% He) 하에서 

1,173K의 온도로 4시간 동안 소결하여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 다.

(2) 캐나다

연소도에 따라 계산되어 첨가되는 원소들을 submicrometer scale로 균일

하게 혼합하 다. Atomic 수준에서 균질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산 속도

(diffusional rates)를 얻기 위해서 고온으로 가열하 다. 이를 위해서 UO2와 

additives는 co-grinding하 다. 습식 stirred-ball mill에서 연삭(grinding)하여 

spray 건조를 하 다. 그리고, 예비 압분, 과립화, 압분을 거쳐 1,650℃ 환원 

분위기에서 2시간 소결하 다. 여기서도 실험 목적에 따라 소결 분위기를 조

절하 다. 

   

(3) 독일

농축도가 3.5% U-235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조성을 

ORIGEN code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우라늄과 핵분열 생성물의 균일한 혼

합을 위하여 알코올을 이용한 습식 볼 링을 24시간 수행하고, 건조시킨 후 

Ar 분위기의 950℃에서 24시간 이상 예비 반응을 시켰다.  조립화

(granulation) 후 분말을 단축 방향으로 60% 성형 도로 압축한다. 성형체는 

Ar/H2(6%) 분위기의 1,640 ℃에서 32시간 동안 소결하 으며, Zn stearate를 

제거하기 위하여 400 ℃에서 일시 유지하 다.

나. 핵연료 열 물성 평가

핵연료의 열 물성 특성 평가, 특히 고연소도 핵연료의 열전도 특성 규명

은 여러 원자력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쓰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1) 핵연료의 열 팽창 특성 평가

Gronvold는 XRD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UO2 ∼ U3O8의 온도

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를 측정하 다[2.2-7]. 그의 연구에서 UO2의 격자상수

는 20 ℃에서 0.54704 nm 이며, 20 ∼ 946 ℃의 온도범위에서 평균 선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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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averag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는 10.8 × 10
-6
 /℃라고 발

표했다. 또한 UO2.00에서 UO2.20과 UO2.25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

상수는 0.54462 및 0.54411 nm로 각각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U3O8은 

orthorhombic 구조를 갖으며, a = 0.6717 nm, b = 0.3977 nm 및 c = 0.4144 

nm의 격자상수를 갖는다. UO2의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하

다.

αT=0.54704[1+10.8×10
-6
(T-20)]±0.00004 nm

Baldock 등은 20 ∼ 2300 ℃ 의 온도 범위에서 UO1.98 ∼ UO2.00의 열팽

창을 XR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이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10.8±0.1)×10
-6
 /℃로 확인하 다. 또한 900 ℃까지는 (10.4±0.2)×10

-6
 /℃로 

발표하 다[2.2-8].

Albinati 등은 중성자 회절을 이용하여 293 ∼ 1733 K의 온도 범위에서 

UO2의 격자상수를 구하 다.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71 nm 으며, 

온도에 따른 변화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2.2-9].

α=0.54576+4.326×10-6T+8.477×10-10T 2 nm

Hutchings는 중성자 회절을 이용하여 293 ∼ 2930 K의 온도 범위에서 

UO2와 ThO2의 격자상수를 구하 다.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70 

nm 다[2.2-10]. 

Momin 등은 XRD를 이용하여 UO2, ThO2 및 핵분열생성물이 첨가된 

(U0.2Th0.8)O2의 격자상수를 상온에서 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 다. 첨

가된 핵분열생성물은 희토류족, Ln2O3 (Ln=La, Nd, Ce, Y, Sm, Gd and Eu), 

ZrO2 및 알카리토족, MO(M=Sr and Ba)이다. 이중 희토류족 만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모든 첨가물에 의해 격자상수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 다.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제시하 다[2.2-11].

α=0.5469+4.192×10
-6
(T-298)+1.327×10

-6
(T-298)

2

상온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69이며, 298 ∼ 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10.8×10
-6
 /K로 나타났다. UO2에 약 20%의 희토류족

을 추가하 을 경우 격자상수와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0.5441 nm 및 14.3×

10
-6
 /K로 증가하 다. 

Yamashita 등은 XRD를 이용하여 상온부터 1300 K의 온도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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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2, UO2, NpO2 및 PuO2의 격자상수를 측정하여 온도에 따른 열 팽창 연구

를 수행하 다.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699 nm 으며,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2.2-12,13].

α=0.545567+4.581×10
-3
T+10.355×10

-7
T
2
-2.736×10

-10
T
3
 nm

Martin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온도에 따른 열팽창 식을 제시하 다 

[2.2-14].

for 273 K <  T <  923 K

L=L 273(0.99734+9.802×10
-6
T-2.705×10

-10
T
2
+4.391×10

-13
T
3
)

for 273 K <  T <  3120 K

L=L 273(0.99672+1.179×10
-5
T-2.429×10

-9
T
2
+1.291×10

-12
T
3
)

여기서 L과 L273 은 온도 T와 273 K에서의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열팽창계수를 다음 식으로 제시하 다.

for  273 K <  T <  923 K

α=9.828×10
-6
-6.390×10

-10
T+1.330×10

-12
T
2
-1.757×10

-17
T
3

for 273 K <  T <  3120 K

α=1.1833×10
-5
-5.013×10

-9
T+3.756×10

-12
T
2
-6.125×10

-17
T
3

여기서 α는 열팽창계수를 나타낸다.

(2) 핵연료의 열전도 특성 평가

Martin[2.2-16], Hyland[2.2-17], Harding과 Martin[2.2-18]은 이전의 자료

들을 종합 정리하여 UO2의 열전도도를 수식화하여 제시하 다. Martin은 

stoichiometric과 hyperstoichiometric 및 hypostoichiometric UO2와 (U, Pu)O2

의 열전도도에 관한 식들을 제시하 다. 또한 O/M 비에 따른 열전도도는 2.0

일 때가 가장 크고 2.0보다 적거나 클 때는 열전도도가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격자의 결함에 의한 포논이나 자유전자의 산란 때문으로 생각된다. 

Hyland는 2000 K < T < 3120 K의 온도 범위에서 새로운 열전도도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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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0 .023±0.004) + 2.25 e
- 12.41/t

t
 W⋅cm

- 1
K
-1

여기서 t는 10
-3
 T (K)를 나타낸다. Harding과 Martin은 773에서 3120 K의 

온도 범위에서 열전도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k = 
1

0.0375+2.165×10
- 4
T
 +

4.715×10 9

T
2 e

- 16361
T  W⋅m- 1K- 1

위 식의 첫째 항은 포논에 의한 것으로 온도가 녹는점까지 증가함에 따라 포

논의 평균 자유 경로가 감소하기 때문에 포논에 의한 열전도도는 감소한다. 

둘째 항은 small polaron의 향에 의한 것이다.

UO2에 함유된 불순물 향에 관한 연구도 역시 수행되고 있다[2.2-19]. 

Fukushima 등은 700∼2000 K의 온도 범위에서 (U, Gd)O2의 열전도도에 미치

는 Gd의 향에 관하여 연구하 다[2.2-20]. G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

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U, Nd)O2, (U, Sm)O2와 (U, 

Eu)O2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 다 [2.2-21]. 700 K에서 2000 K까지

의 온도범위에서 열전도도는 k = (A + BT)-1의 식과 잘 일치하며, A는 희토

류족의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B는 희토류족의 농도와 무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Hirai는 UO2-Gd2O3의 열확산도를 상온에서 2000 K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 다. UO2-10 wt% Gd2O3의 열확산도는 저온에서는 

UO2의 50% 정도 으나 고온에서는 차이가 거의 무시할 정도 다[2.2-21].

사용후핵연료 및 조사중 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 기공 등에 의해 열전도

도가 초기 장전시 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중심 온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노내에서 열팽창, 핵분열가스의 방출 등

의 핵연료 거동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핵연료의 연소 중 

또는 연소 후 열전도도에 대한 정보는 핵연료의 건전성,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

용하는 것은 높은 방사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Lucuta 등은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열

전도도를 예측하 다[2.2-22,23]. 연소도 1.5, 3, 6 및 8 at%에 해당하는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여 stoichiometric과 hyperstoichiometric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하 다. stoichiometric 모의 핵연료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UO2보다 적게 나타났다. O/U 비가 약간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가 1 at% 증가함에 따라 저온에서의 열전도도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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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감소하 으며, 고온에서는 약 1∼2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전도도의 역수인 열저항도 역시 온도와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체를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은 열전도도를 떨어뜨리며, 

석출물은 열전도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핵연료 기계적 물성 평가

(1) 핵연료의 크립 특성 평가

크립 변형 속도는 온도와 응력의 증가, 불용성물질(SiO2, K2O5, TiO2)의 

첨가에 따라 증가한다. 반면, 결정립 크기, 소결 도의 증가와 가용성 물질의 

첨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26]. UO2+x에서 x가 증가할수

록 우라늄의 확산계수가 크며, 크립 변형 속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27].

온도의 증가에 따라 크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전단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용성 물질 (ZrO2, Y2O3, CaO)을 첨가한 경우 변형 속도가 감소하

는 것은 solid-solution hardening effect 때문이다. 또한 불용성 물질을 첨가한 

경우 변형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제 2 상의 둥근 silica 입자(glassy phase)가 

주로 입계에 존재하여 입계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크립 변형 속도를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2.2-26]. 불활성가스 또는 진공과 같은 실험 분위기는 크립 변

형 속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28].

UO2의 크립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작용 응력과는 무관하며, 확산에 의

한 크립과 dislocation 크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단결정과 다결정, 시험방

법, 온도, 응력 등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는 약 71-118 kcal/mol 의 범위 내로 

나타난다. 이는 UO2에서 우라늄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와 거의 일치함을 보

여준다. 크립의 활성화 에너지는 UO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이것은 

x 증가에 따라 격자의 결합 에너지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라늄 이온의 자

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 감소에 따른 크립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소성 변

형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 다[2.2-23,29,30].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면 

크립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다[2.2-27,31]. ZrO2, Y2O3, CaO 그리고 SiO2 등

이 첨가될 경우 순수 UO2의 크립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게 나타났다[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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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화물의 크립 거동은 응력에 따라 2개의 구간으로 분류된다. 

저 응력의 경우 크립 변형 속도는 응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 ε ∝ σ n , 

n=1), Nabarro-Herring 또는 Coble 크립에 의한 확산이 지배기구인 반면에 

고응력에서 크립 변형속도는 응력의 power-law 관계를 가지며( ε ∝ σ n , n=

4∼5) 전위 이동이 지배기구이다. 이와 같이, 지배 과정이 확산 크립에서 전위 

이동 기구로 변하는 지점의 응력을 천이 응력, σ t  라 정의한다. 

시험 온도가 증가할수록 천이 응력은 감소한다. 또한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라 천이 응력이 감소한다[2.2-32]. 이는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른 확산에 의

한 크립 변형 속도가 감소하고 전위이동에 의한 크립 변형 속도가 증가하여 

천이 응력 감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하 다. 반면에 bending 크립 시험에서는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났다[2.2-32]. UO2+x에서 x의 증가와 시

험 온도의 증가에 따라 천이 응력이 감소한다[2.2-24,25]. 

(2) 핵연료의 탄성계수 평가

(가) 공진 초음파 분광법(RUS)의 원리

전통적으로 고체의 탄성계수는 음파의 속도를 측정하여 얻어 왔으며 그 

예로는 pulse-echo법을 들 수 있다[2.2-33]. 그러나 비교적 큰 크기의 시편이 

필요하며, 탄성계수를 얻기 위해 결정 방향별로 여러 번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 된다. 또한 극저온에서 압전 트랜스듀서와 시편의 접합이나, 고온

에서 고온 압전 재료의 부족은 이러한 환경에서의 탄성계수 측정을 어렵게 하

고 있다. 공진 주파수 분광법(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RUS)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성 계수 측정법으로서 최근 들어 2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박막이나 준결정, 초전도체와 같이 큰 시편을 얻기 힘든 신소

재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RUS와 음파속도 측정에 의해 측정된 Cii (diagonal) 는 1-2% 오차 이

내의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며 Cij (i≠j) 값은 RUS의 결과가 음파속도 측정

결과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2-34]. 

현재의 RUS 장비는 Soga와 Anderson 등이 개발한 두 개의 트랜스듀서

를 사용하는 장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2-35]. RUS는 매우 작은 시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Apollo 계획에 의해 달에서 지구로 수송

한 운석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Demare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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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no 등은 컴퓨터 계산을 이용하여 cubic 및 tetragonal, orthorhombic 결정구

조의 공진 모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치해석 방법을 제시하 다

[2.2-36,37]. 

공진 스펙트럼을 검출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작은 

직육면체 시편을 두 개의 압전 트랜스듀서 사이에 놓고 측정하는 것이다. 하

나의 트랜스듀서는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진폭의 탄성파를 발생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트랜스듀서는 공진을 검출하는 데에 사용한다. 두 개의 트

랜스듀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상호간섭을 배제하기 위

하여 Ledbetter 등은 O-ring을 사용하는 pinducer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2.2-38]. 또한 Goto 와 Anderson은 알루미나 봉을 사용하여 고온의 시

편과 트랜스듀서를 분리하여 1820 K까지 고온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 다[2.2-39]. 

물리적 접촉이 없이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RUS 기법이 

자기장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첫 번째 방법은 니켈 등 자왜

(magnetostrictive) 물질의 박막을 5㎛ 미만으로 코팅하여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동심 솔레노이드 사이에 장입하는 것이며 극저온에서 1000 K까

지 사용될 수 있다[2.2-40]. 

두 번째 방법은 자장 안에서 솔레노이드에 둘러싸인 시편의 표면에서 일

어나는 와전류(eddy current)에 의한 것으로 Johnson 등에 의해 RUS에 도입

되었다[2.2-41]. 

본 연구에서 이용된 RUS 측정시스템은 미국 Albuquerque에 위치한 

Quatrosonics, Inc.에서 제작한 것으로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트랜스듀

서 케이블, 시편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탄성계수의 측정과 해석을 위해 동

반된 소프트웨어 Rectangular Parallelepiped Resonance(RPR), RUSPEC, 

RPMODEL 3 가지로서, RPR은 탄성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소프트웨어

이고, RUSPEC은 RUS 시스템에서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를 제어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고 RPMODEL은 RPR과 RUSPEC간의 상호연결을 위

한 소프트웨어이다[2.2-42]. 

RUS는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우수한 공진 특성을 가지는 재료의 탄성계

수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비이다. 주로 금속과 세라믹이 그 대상이 되며 현

재까지는 결정 대칭성이 isotropic, cubic, hexagonal, tetragonal, orthorhombic 

인 경우 측정 가능하다. RUS는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정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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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하나이며 통상적으로 0.1% 이하의 오차 범위 내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측정으로 모든 탄성계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우 정 한 치수의 직육면체의 시편의 가공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공하면 조

건(온도 등)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시편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탄성계수를 측

정할 수 있다. 

RUS는 측정 대상 시편의 내재적 공진 모드를 측정하게 되는 데 공진 모

드의 주파수 위치는 주어진 모양과 재료조성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

다. 3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는 다양한 모드(bending, torsional 등)

의 자유진동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진동의 주파수는 시편의 크기, 도, 탄성

계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기와 도를 아는 시편의 공진 주파수를 해석하면 

탄성계수의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RUS 시스템은 시편을 drive transducer와 receive transducer 사이에 장

착하고 drive transducer를 이용하여 0∼8000 kHz 범위 내에서 주파수를 변화

시키며 시편을 진동시키게 된다. 시편이 공진 주파수에 의해 진동될 때는 진

동 폭이 급격히 증가하여 receive transducer에 전달되므로 시편의 공진 주파

수를 측정할 수 있다. 

(나) UO2의 탄성계수

산화물 핵연료의 Young률은  온도와 도에 따라 변화되며 O/M 비와 

연소도에 따라서도 변화된다. UO2의 Young률은 bending 시험과 공진 주파수

법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2.2-44,45]. 그러나 bending 시험에 의한 결과는 공진 

주파수법에 의한 것에 비해 정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드 계산에 이용되지 않

고 있다. 

Young률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고, 도가 감

소함에 따라 감소한다. 중성자 fluence에 따른 노내 Young률의 측정 결과 조

사에 의해 Young률이 2%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내 고

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며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핵분열생성물의 축적과 결정

격자의 손상에 의한 연소도 관련 변화를 고려한 모델은 아직까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2.2-46].

상온 Young률에 미치는 도의 향을 분석하기 위해 90%에서 100%범

위의 도를 가지는 UO2에 대하여 수많은 데이터들이 얻어지고 분석되었다

[2.2-47]. 최소자승법에 의해 기공도(P)와 Young률(E)의 관계를 얻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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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34×10
11
-5.63×10

11
P  (N/m

2
)

로 표현되었다. 

온도에 의한 변화와 기공도에 의한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fitting 한 결

과,

E=23.34×10
11
(1-1.0915×10

-4
T)(1-2.752P)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Wachtman 등은 상온에서 단결정 UO2의 평균 Young률이 230 GPa, 평

균 강성률(shear modulus)이 87.4GPa라고 보고하 다[2.2-48]. 따라서 Poisson 

비는 μ = E/2G - 1 이므로 UO2의 Poisson 비는 0.316으로 계산된다. Padel 

과 de Novoin은 각각 0.314와 0.306의 값을 보고하여 Wachtman의 결과와 거

의 일치함을 보 다. 또한 Poisson 비는 온도나 기공도에 큰 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강화기구

고용 원소들이 기지 내에 고용되면 순수 금속보다 더 강한 합금을 형성

하게 된다. 만일 고용 원자들이 기지재료의 원자와 크기가 비슷하면 치환형 

고용을 하게 되고 기지재료의 원자보다 매우 작으면 침입형 고용을 하게 된

다. 고용 원자들은 전위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탄성 상호 작용, 

modulus 상호 작용 등이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탄성 

상호작용은 고용원자가 기지의 격자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탄성 응력

장과 전위의 중심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치환형 고용 원자들은 칼날 전위

의 움직임만을 방해하는 반면에, 침입형 고용 원자들은 전단 성분도 가지고 

있어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 모두와 상호작용을 한다. 슬립면에서 칼날전위가 

움직일 때 기지원자보다 작은 고용원자가 있을 때 칼날전위 슬립면의 위 부분

에 압축 응력이 고용원자에 의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

다. 만일 고용원자가 슬립면 아래 부분에 있다면 척력이 작용할 것이며, 인력

과 척력은 모두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modulus 상호 작용은 고용 원자의 존재가 기지의 modulus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전위의 자체 에너지는 modulus에 비례하는데 

modulus가 다른 고용 원자가 존재할 경우 전위의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위는 고용 원자에 끌려가거나 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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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상이 기지 내에 존재하게 되면 강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분산 강

화 또는 석출 강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미세한 입자들은 전위의 이동을 방

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강화현상을 일으킨다. 제 2 상과 기지간의 격자불일

치는 응력장을 형성하게 되며 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 2 상

과 기지간의 modulus 차이는 전위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강화 효과를 가져오

게 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전위가 입자를 전단하고 지나갈 수 있

으나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전위는 휘어져서(bowing) 입자를 우회

(by-pass)하여 돌아가게 된다. 입자강화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입자의 부피 

분율과 입자의 크기가 있으며 부피 분율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며 입자

의 크기는 전위가 전단하는 것과 우회하는 것이 같은 응력이 필요할 때 최대 

강화효과가 얻어진다. 

2 개의 상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의 경우 각 상의 물성의 

평균치로서 전체 복합재료의 물성이 결정된다. A와 B의 2 상으로 탄성계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각의 탄성계수 EA, EB와 부피 분율 VA, VB에 의존하는 

rule-of-mixtures를 따르게 된다.

E=EAVA+EBVB

탄성계수가 다른 비균질체(inhomogeneity)를 포함하는 기지에 대한 미시

역학적 해석법도 연구되고 있다. 등가 개재물 방법(equivalent inclusion 

method)은 Eshelby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비균질 개재물 1 개가 등방성인 무

한 기지 내에 있다고 가정한 후 복합 재료의 탄성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2.2-49]. 자기 일치성 방법(self consistent method)은 복합 재료의 1 상이 나

머지 상으로 구성된 무한 유효 매질 내에서 단일 개재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 

후 등가 개재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Hashin과 Shtrickman은 변분

법(variational method)을 이용해서 복합 재료의 탄성계수의 상계(upper 

boundary)와 하계(lower boundary)를 계산하 다[2.2-50]. 

(3) 핵연료 분말의 결정 크기 평가

회절 line broadening법은 Scherrer에 의해 제시된 방법으로서 분말의 결

정크기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결정 크기(D)는 아래와 

같이 파장(λ)과 회절 선폭(β) 및 회절 각도(θ)의 함수로 표현된다[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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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λ
β cosθ

이때 상수인 K 값은 회절선폭으로 반가폭(FWHM)을 사용할 경우 0.9이

며, 적분폭(integral breadth)을 사용할 경우 1이 된다. Stokes 는 관찰된 

broadening의 함수를 h(x)라 할 때 아래와 같이 재료 구조적 broadening인 

f(x)와 장치에 의한 broadening인 g(x)의 convolution으로 표현된다고 보고하

다[2.2-52].

h(x)= g(x)* f(x)

따라서 결정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h(x)로부터 f(x)를 분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Fourier deconvolution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Stokes 

deconvolution 법이라 한다.

H(ζ)=
1
2π
⌠
⌡

∞

-∞
h(x)e

2πizζ
dx

G(ζ)=
1
2π
⌠
⌡

∞

-∞
g(x)e 2πizζdx

F(ζ)=
H(ζ)
G(ζ)

f(x)=
1
2π
⌠
⌡

∞

-∞

H(ζ)
G(ζ)

e
-2πix ζ

dζ

Stokes deconvolution법은 회절 형상 함수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지 않아 

수학적으로는 정 하지만 회절선의 중첩이 심할 때나 broadening이 약할 때 

오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broadening 함수들을 Gaussian 또는 

Cauchy(Lorenzian) 등 특정한 모양을 가지는 함수로 가정하여 이때의 반가폭

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profile fitting 법이라 한다[2.2-53]. 만일 g(x)와 

f(x)가 모두 Cauchy 함수라면 반가폭은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β hC=β gC+β fC

Williamson과 Hall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β cos θ/λ  와 2 sin θ/λ

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와 y 절편으로부터 결정 크기와 변형률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그래프를 Williamson-Hall plot이라 한다[2.2-54]. 또한 두 

함수가 모두 Gaussian 함수라면 반가폭은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 43 -

β
2
hC=β

2
gC+β

2
fC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치에 의한 broadening은 Gaussian 함

수로 근사되며, 재료 구조적 broadening은 결정크기에 의한 broadening과 변

형률에 의한 broadening의 효과가 중첩되어 있다. 이때에 결정 크기에 의한 

broadening은 Cauchy 함수이고, 변형률에 의한 braodening은 Gaussian 함수

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x)의 반가폭을 위에서 기술한 이용하

여 구한 후 (β/ tan θ) 2  과 (β/ tanθ sinθ)의 관계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때

의 기울기와 y 절편으로부터 결정크기와 변형률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이다[2.2-55].

일반적으로 회절 line broadening 형상 함수로는 Cauchy함수와 Gaussian 

함수가 널리 사용되지만 Langford는 보다 정 한 근사함수로서 아래와 같은 

Voigt 함수를 도입하 다[2.2-56]. 

I(x)= I(0)( ββC )Re[erfi(
π
1/2
x

βG
+ ik)]

Voigt 함수는 Gaussian 함수와 Lorentzian 함수의 convolution으로 이루

어진 함수로서, 수치적으로 근사하게 되면, 반가폭이 Gaussian 성분에 의한 

것과, Lorentzian 성분에 의한 것을 각각 구할 수 있다. 또한 Voigt 함수의 

convolution 역시 Voigt 함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정크기에 의

한 broadening 효과와 변형률에 의한 broadening 효과를 각각 Voigt 함수라고 

가정하면, 재료 구조적 broadening 역시 Voigt 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Warren과 Averbach는 재료 구조적 broadening으로부터 결정크기효

과와 변형률 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Fourier 계수를 이용하 다[2.2-57]. 

Warren-Averbach 법은 변형률 효과에 의한 braodening이 Gaussian 분포함수

라는 가정이나 평균 변형률이 회절면의 거리와 무관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 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절선을 Voigt 

함수로 근사하여 재료 구조적 broadening 함수의 Cauchy 성분과 Gaussian 성

분을 구한 후 이를 Warren-Averbach법에 대입하면 정 한 결정크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Warren-Averbach 법은 수식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Balzar는 

BREADTH 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2.2-58].

(4)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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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핵연료의 경도 측정과 경도가 핵연료 성능에 미치

는 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속 우라늄이 경

도에 미치는 불순물의 향 및 조사된 시편의 경도 변화 등에 관한 연구는 외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 원자력 연구소의 R.P. Pape와 M.P. Waite는 UN의 비커스 피라미드 

경도(Vickers pyramid hardness)에 대한 여러 가지 불순물에 의한 향을 2

0℃∼1,400℃의 진공 분위기에서 측정하 다. 순수 UN의 경우 650℃ 이상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서서히 감소하 으나 불순물을 첨가한 UN의 경

우, 온도 증가에 따른 경도 변화가 약 900∼1,200℃에서 열적활성화에 의한 경

도 감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활성 2차상(inert second phases)의 

존재는 경도에 대해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보 지만, 용해된 불순물의 과

포화 상태는 현저한 향을 보 다. 이러한 현상은 고온에서의 변형 기구의 

변화가 억제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원자력위원회와 G.E.사는 35℃에서 천연 우라늄에 대한 낮은 중

성자 조사를 수행하여, 경도와 인장 물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조사되

지 않은 시편과 비교하면 조사된 시편의 항복 강도는 증가하고, 단위 

elongation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서

는 지르코늄-우라늄 계에서의 경도를 상온에서 900℃까지의 온도 구간에서 측

정하 다. 최대 경도에서의 조성은 40 atom% Zr(상온)에서 60 atom% Zr(60

0℃)까지 증가하 다. 700℃에서의 실험 결과, 95 atom% 우라늄과 100 

atom% 우라늄의 조성을 가진 β-우라늄 상의 존재를 확인하 다. 이 상은 쉽

게 발견되지 않는다. 900℃에서 γ-지르코늄-우라늄 고용체에서 최대 경도가 

약 50 atom%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핵연료 성능 평가 기술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나 기존 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 분석을 위한 코드들을 살펴봄

으로서 기술개발 현황 및 응용의 범위, 그리고 향후의 기술개발 방향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ELES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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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핵연료봉 성능 분석 및 설계를 목적으로 개발된 코드로써 1차원 

응력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인 ELESIM2와 유한 요소 해석 기법(FEM)을 이

용한 2 차원 선대칭 응력 분석 코드인 SAFE, 그리고 과도 상태에서의 1차원 

핵연료 거동 모사 코드인 ELOCA 등이 있다[2.2-59].

일반적으로 성능 평가 코드에서는 핵연료 제원, 재료 물성, 핵분열 기체 

유출 백분율, 초기 가스 압력, 반경 방향 온도 분포,  피복관의 탄성/소성 변형

률 및 백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델 구성 성분은 반경과 축 방향에서의 

응력과 소결체-피복관 열 전달, 열전도도에 종속적인 온도와 기공(porosity), 

연소도 종속 열중성자속, 핵분열기체 유출과 종속적인 연소도와 미세 구조, 소

결체 변형(팽윤, 고 화,  소성, 탄성, 크립 strain 등) 및 소결체 균열 등이 있

다. 또한 1차원 모델로써 열 전달, 온도 분포, 핵분열기체 유출, 소결체-피복관 

열 전달 등을 계산하고 있으며, 2차원 모델은 소결체의 선대칭 응력과 변형, 

열적 및 기계적 거동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나. CARO (Siemens)

PWR 핵연료봉 해석을 목적으로 한 CARO 코드(KWU)는 CARO D3, 

D4, D5 순으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2.2-60]. 이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들은 피복관 표면 부식, 피복관 크립, 크립 거동에 향을 미치는 인자인 피

복관 온도 및 열중성자속,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서 열 확산이 선형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소결체 균열, 틈새, 핵분열 기체 유출, 핵연료 축 방향 및 반

경 방향 재배치, 소결체와 피복관 기계적 상호 반응, 그리고 핵연료에 헬륨 흡

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코드에서는 반경과 축 방향으로 연장하여 해석하

고 있으며 산화물 소결체 연료(UO2 핵연료, MOX 핵연료, 가돌리니아 혼합 

연료)에 대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다. FRAPCON (INEL) 

경수로 핵연료봉 성능분석 코드인 FRAPCON은 핵연료와 피복관 온도 

및 압력, 피복관 변형, 핵연료 조사 팽윤, 핵연료 고 화, 사고 이력(시간 경과

에 따른 핵연료봉 출력과 냉각수 경계조건), 핵연료와 피복관을 통한 열 전달, 

피복관의 탄성 및 소성에 따른 변형,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기계적 상호 관

계, 핵분열 생성물 기체 방출, 핵연료봉 내부 기체 압력, 핵연료와 피복관 사

이의 열 전달, 피복관 산화, 그리고 피복관으로부터 냉각수로의 열 전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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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다[2.2-61].

코드 적용 범위는 크게 분류하여 열적 거동 및 기계적 거동 분석이 가능

하며, 정상 상태에서의 열적 거동 및 핵분열생성기체 유출 등 핵연료의 제반 

성능 특성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과도 상태에서의 핵연료 성능 분석

을 위한 코드인 FRAP-T6의 입력 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소결체 물성 관련 

자료 및 모델, 그리고 열수력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RELAP4/MOD7을 참조하고 있다.

라. EXBURN-1

EXBURN-1은 연소도 증가에 따른 열전도도 저하와 피복관 산화 및 고

연소도 소결체 내에서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의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개발

되었으며[2.2-62], FEMAXI-IV의 기본 구조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소결

체 열전도도의 저하와 열 생성 도 분포, 그리고 열중성자속과 같은 모델과 

함수가 추가되었고,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HRP(Halden Reactor Project)의 

IFA-519.9를 사용하고 있다.  

마. CYRANO3 (France, EDF)

PWR 핵연료봉의 열적-기계적 거동을 분석할 목적으로 개발된 

CYRANO3는 PWR 핵연료봉 피복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

고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PCI, rim effect 및 탄성/소성 거동을 분석하

고 있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HRP 실험 자료 사용하여 검증하

고 있다.

바. TRANSURANUS

경수로 연소도 모델을 중수로 핵연료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 코드는 

중수로에서의 U-235 핵분열과 Pu 생성을 근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

으며[2.2-63], RADAR 모델이 내포하는 고연소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 COPERNIC

핵연료봉 성능 평가용 COPERNIC는 TRANSURANUS에 근거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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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코드에서는 소결체 rim에서의 기포 증가, 틈새에서의 열전도도, 연

소도에 따른 열전도도 감소에 관한 모델을 추가하 고, 80㎿d/㎏U에 이르는 

1,800개 이상의 실험에 의해 측정된 중심 온도를 이용(IFA-562.2)하여 열적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2.2-64].

또한 2 단계 확산 모델인 FGR 모델은  1 단계로써 기체 원자가 결정립 

경계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모사하고 있으며, 2 단계에서는 포화 한계치

(threshold)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 원자가 축적되는 현상(AIT-analytical 

incubation threshold-이용, 즉 핵연료 상태-연소도, 온도 등의 이력-가 이 값

에 도달해야만 핵분열기체가 본격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모사하는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아. ENIGMA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을 평가하는 ENIGMA는 IFA-597.2/3(59 MWd/㎏

UO2까지 연소된 BWR 핵연료)과 IFA-562.2-6(90 MWd/㎏UO2 까지 연소된 

HBWR 핵연료)을 이용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코드는 다른 코드들에 비해 핵연료봉의 열적, 기계적 특성들을 

정 하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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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분석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및 성능 평가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 기술 수

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방사성 핵연료의 무계장 조사시험 기술은 확보하 음.

○ 고방사성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기술은 SPND-계장 조사시험 기술

까지 확보하 음.

○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특성 실험 및 결과 분석, 그리고 관련 물

성 모델 개발 기술은 기반 기술 이상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 음.

○ 핵연료 노내 거동 해석을 위한 성능 평가 코드 개발은 기초 기술 기

반을 확보한 상태임.

국외에서의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 관련 기술은 현재 캐나다 NRU 연

구용 원자로에서 수행하고 있는 3 개의 DUPIC 핵연료봉 조사 시험 정도이다. 

따라서, 관련 국외 기술 수준 및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해서는 CANDU 원

자로 및 핵연료를 개발한 캐나다가 상당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 고연소도 핵연료 물성 특성 실험 등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모델 

개발 기술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 기

술개발 과제임.

○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개발 관련한 기술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20∼30 년의 기술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국내․외 기술 수준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국내 기술 수준을 다음의 Table 2.3.1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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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Review on the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development

핵심 기술
비교

국명

국내 기술 수준

’01 ’04 ’06 근거

∙핵연료 

무계장 

조사시험 

기술

∙핵연료 

계장 

조사시험 

기술

∙조사후시험 

기술

∙DUPIC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기술

∙DUPIC 

핵연료 

물성 개량 

기술

∙핵연료 

설계 및 

성능 해석 

기술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Halden

캐나다

AECL

독일

ITU,

캐나다

AECL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일본,

캐나다

100 %

30 %

50 %

50 %

20 %

40 %

-

50 %

70 %

70 %

50 %

60 %

-

80 %

90 %

80 %

80 %

80 %

∙3 차에 걸친 하나로에서의 DUPIC 

소결체 무계장 조사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기술 기반을 확립하 음.

∙40년의 경험을 짧은 기간에 따라 

잡을 수 없으나, 하나로 무계장 

조사시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Halden의 기술을 습득하면 향후 5년 

기간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 가능함.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분석 

기술은 국내에서도 다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DUPIC 

기술개발을 통해 목적에 부합된 

조사후시험 기술 개발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현재까지 기준 조성 모의 DUPIC 

핵연료 제조 및 물성 분석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나, 고방사성의 

실제 DUPIC 소결체를 이용한 Active 

물성 특성 분석 기술 확보는 많은 

예산 및 인력 투자가 요구됨.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개량 

연구는 세계적으로 연구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핵연료 성능 모델 개발 등의 기반 

기술은 확보한 상태이나, 코드 개발 

능력 및 검증 자료 확보가 미흡한 

상태임.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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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continued)

핵심 기술
비교

국명

국내 기술 수준

’01 ’04 ’06 근거

∙노외 성능 

검증 시험 

기술

∙핵연료 

안전특성 

해석 기술

∙조사시험 

해석 기술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20 %

30 %

30%

30 %

60 %

60%

40 %

90 %

90 %

∙소내에 노외 성능 검증 시험을 

위한 일부 시설은 확보하고 

있으나, 주요 열수력적 성능 

검증 시험은 외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불가피함.

∙1단계 연구에서는 기 확보된 안

전특성 해석 기술을 응용하여 

이론적으로 해석 방법론을 구축

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핵연료의 안전특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1단계 연구에서 소결체 및 핵연

료봉 조사시험 해석 기술을 확

보하여 노물리 특성 향 평가 

및 핵연료 설계 자료를 독자적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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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의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분야 과제는 단계 연구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 2001년에 걸쳐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DUPIC 핵

연료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노외 물성 특성 분석, 

그리고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의 4개 세부 분야에 걸쳐 연구개

발을 수행하 다.

제 1 절 냉각수 유동 조건이 핵연료 조사 거동에 미치는 

향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하나로 연구로에서 DUPIC 모

사 핵연료(SIMFUEL) 및 DUPIC 핵연료(DUPIC Fuel)의 조사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나로 원자로 조건은 상용 원자로의 조건과 다르며, 특히, 냉각수

의 유동조건이 다르다. 즉, CANDU-6 원자로의 핵연료채널 내 유동 조건은 

채널 출구 기준으로 볼 때 압력이 10.5 MPa, 중수 냉각재의 온도는 310 ℃

(583 K)가 되는 반면, 하나로 연구로 내 DUPIC 핵연료 장전 유동 입구 지점

에서 유동 조건은 냉각수 압력이 약 0.4 MPa, 경수 온도가 40 ℃(313 K)이다. 

또한, CANDU 핵연료 피복관 두께가 얇아 핵연료 조사시 냉각수 압력에 의해 

피복관과 소결체가 접촉하게 되지만(collapsable), 하나로 연구로에서는 냉각수 

압력이 낮아 피복관과 소결체가 접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로 연

구로에서의 유동 조건이 상용원자로와 상이함으로 인해 소결체에 미치는 향

으로는 소결체 내의 온도 분포 및 내압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압에 

의한 소결체의 기계적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즉, 상용

로 조건과 연구로 내에서의 핵연료 조사시 조사시험 조건을 동일하게 해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로 내 FTL(Fuel Test Loop)을 건설하는데, 하나로에는 

아직까지 FTL시설이 없으며, 현재 건설 계획 단계에 있다.

한편, 하나로 연구로에서의 SIMFUEL 혹은 DUPIC 핵연료의 조사 시험 

목적은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 거동 분석에 있다. 만일, 연구로 내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선출력과 이에 상응하는 소결체 온도 분포를 상용 원자로에서의 조

건과 부합되도록 핵연료 소결체/봉을 설계한다면 DUPIC 핵연료에 대한 하나

로 연구로에서의 조사 시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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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조사시험을 위한 핵연료봉 혹은 핵연료 소결체의 기하

학적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연구로에서의 핵연료 소결체에 대한 조사시험 목적

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 연구로에서의 SIMFUEL 

및 DUPIC 핵연료 소결체 시험의 타당성을 제시하 다. 또한, 냉각재 압력이 

핵연료봉에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압이 소결체의 핵분열 기체 생성물 발생

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1. 핵연료 조사 모사 시험

Table 3.1.1은 현재까지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한 DUPIC 핵연료봉의 제원 

및 특성과 기존 37개 핵연료봉 다발 및 CANFLEX 다발에 대한 특성을 요약

하 으며, DUPIC 핵연료봉 외형의 제원은 기존 중수로용 CANFLEX 핵연료

봉과 동일하며, CANFLEX 핵연료봉과의 차이점은 핵연료 소결체 재료 및 직

경, 피복관 재료 및 두께 그리고 핵연료 소결체 외면과 피복관 내면간의 갭 

간격(gap clearance)이다. 이들 재료 및 제원의 차이점은 핵연료 피복관의 열

전도도 및 갭에서의 열전달계수에 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핵연료 소결

체 외면 온도 및 핵연료 소결체의 온도 분포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소결체의 노내 조사거동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용 원자로와 동일한 유동 조건 하에서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중

수로용 핵연료의 노내 조사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NRU 연구로

를 이용해 왔다. 월성 1호기, 캐나다 NRU 핵연료 조사시험용 Fuel Test Loop 

및 KAERI 하나로의 유동 조건을 비교하여 Table 3.1.2에 제시하 다.

Table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RU FTL의 경우 압력, 유량 및 냉각재 

온도가 월성 1호기의 유동 조건과 거의 유사하나, KAERI 하나로의 경우 냉각

재 압력 및 온도가 매우 낮아 핵연료봉 혹은 다발의 실제 원자로 내 거동을 

모사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KAERI 하나로 연구로에서의 핵연료봉 혹은 다발 

조사 시험을 위한 FTL 건설이 요구되며 현재 이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DUPIC SIMFUEL 및 DUPIC 핵연료의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 시험

의 가장 큰 목적은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 거동을 보기 위함이다. 핵연료 소결

체 조사 거동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노심 중성자속, 냉각재 압력, 냉각

재 온도 등이다. 하나로 연구로의 경우 노심의 중성자속은 상용 원자로의 조

건과 동일하게 해 줄 수 있으나, 냉각재 압력 및 냉각재 온도는 상용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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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하기가 힘들다. 중수로용 

핵연료봉의 경우 하나로에서의 낮은 냉각재 압력 및 온도가 핵연료봉의 피복

관에 미치는 향은 상용 원자로와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이며, 핵연료봉 주변

의 냉각재 유동 조건이 핵연료 소결체에 미치는 향으로는 핵연료 소결체의 

기계적 거동과 열적 거동을 들 수 있다. 제 1 절 2 항에서는 냉각재의 유동 

조건이 소결체의 열적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상용로 조건에 일치되

는 최적 핵연료봉 제원을 제시하며, 제 1 절 3 항에서는 냉각재 유동 조건이 

소결체의 핵분열생성물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핵연료 소결체의 열적 거동

소결체의 열적 거동으로 중수로 핵연료봉의 경우 냉각재의 고압으로 인

해 핵연료 피복관이 소결체에 접촉하게 되므로 피복관과 소결체의 접촉 전과 

후의 열전달 거동은 매우 달라지게 된다. 핵연료 피복관과 소결체의 접촉 전

에는 갭에 충전된 공기 및 He 가스에 의한 열전달이 발생하며, 이때의 열전달

계수는 공기 및 He 가스의 열전도도의 의해 소결체 외면의 온도가 결정되고, 

접촉 후에는 피복관과 소결체간의 접촉 열전달이 발생하며, 이때의 열전달계

수는 접촉열전달 계수에 의해 소결체 외면의 온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스층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고체 혹은 접촉 열전달계수보다 

상당히 낮다. 예를 들면 약 800 K 공기의 열전도도는 0.05779 W/m℃ 이며, 

800 K Helium의 열전도도는 0.275 W/m℃ 정도이다. 반면, Zircaloy(Zry)-4의 

열전도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3.1-1].

λ zry=12.767-5.4348⋅10
-4
T+8.9818⋅10

-6
T
2,

여기서 T는 Zry의 온도이며 섭씨 온도(℃)이므로, 800 K에서의 Zry의 열전도

도는

λ zry,800K=14.97W/mK

이다. 또, UO2 소결체의 열전도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3.1-1].

λUO 2=P⋅10
3[ 40.04464+T

+1.216⋅10
-4
Exp(1.876⋅10

-3
T)], W/mK

여기서, P는 기공도(porosity) 보정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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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β(1-D)
1-0.05

로 표현되고, β는 기공도 계수로

β=2.58-0.58⋅10
-3
T

이며, T는 섭씨온도(℃)이다. 따라서, 800 K에서의 95 % TD UO2 소결체의 

열전도도는 

λ UO 2,800K=3.81W/mK

이 된다.

갭에 Helium이 완전히 차 있으며, 온도가 800 K로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Helium의 열전도도는 Zry의 열전도도의 0.02배 정도이고 UO2에 비해 

0.07배 정도이다. 따라서,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과 관계없이 갭의 간격을 적

절히 설계할 경우 소결체 내의 온도 분포 및 소결체 외면의 온도를 상용로의 

조건에 일치시킬 수 있다. 저온 저압(HANARO 연구로 조건)의 냉각재 조건

에서 조사 시 소결체 내의 온도 분포가 고온 고압(CANDU 원자로 조건) 냉각

재 조건에서의 온도 분포와 동일한 조건이 된다면 소결체의 열적 성능 측면에

서 고온 고압의 냉각수 조건에서의 조사 성능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1.1에는 상용로 조건에서 핵연료봉 조사시 소결체 거동을 하나로와 같은 저

온 저압 유동조건에서 모사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Fig.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고압의 상용로 유동 

조건에서 핵연료봉 조사시 냉각재 압력에 의해 핵연료 피복관과 소결체 접촉

이 일어나지만 저온 저압의 냉각재 조건에서는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갭 간

격을 조정하거나 피복관 두께를 조정함으로써 소결체의 온도분포를 고온 고압

에서의 소결체 온도 분포와 일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로에서 소결체 

조사 시험을 모사하는 경우 상용 원자로에서의 소결체 조사와 동등한 열적 거

동을 모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피복관과 소결체의 갭 간격을 찾고자 하

다.

중수로용 37봉 핵연료의 경우(직경 13.08 mm)와 DUPIC 다발의 2 가지 

종류의 핵연료봉에 (소직경 11.5 mm, 대직경 13.5 mm) 대해 FEMAXI-IV 코

드[3.1-2]를 이용하여 핵연료봉 갭이 소결체 외면 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먼저, 중수로용 37 개 핵연료봉 다발의 경우 직경이 13.08 mm, 갭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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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38 mm이며, 선출력은 48 kW/m로 가정하 으며, 10 MPa의 압력과 266 

℃의 상용로 냉각수 조건에 대해 FEMAXI 코드를 이용하여 소결체 표면 온

도를 계산한 결과 659 K로 나타났다. 반면에 HANARO 냉각수 조건은 압력

이 0.4 MPa, 온도는 40 ℃이며 이에 대해 구해진 소결체 표면의 온도는 481 

K로 나타났다. 고온 고압이나 저온 저압 두 가지 경우 모두 소결체와 피복관

과의 접촉이 발생하 다. 그러나, 고온 고압의 경우에 소결체와 피복관과의 접

촉 압력이 38.7 MPa로 나타났고, 저온 저압의 경우에는 26.3 MPa로 나타났으

며, 이는 고온 고압에서의 냉각수 압력에 의해 피복관과 소결체가 접촉할 뿐

만 아니라 소결체 온도 증가에 의한 열 팽창으로 인해 소결체-피복관 갭이 발

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온 고압의 냉각수 조건에서 소결체 표면 온도와 저온 저압의 

냉각수 조건에서 동일한 소결체 표면 온도를 구하기 위해 저온 저압의 냉각수 

조건 하에서의 갭의 간격을 증가시켜가며 소결체 표면온도를 구했으며, 그 결

과를 Fig. 3.1.2에 제시하 다. Fig.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갭의 간격이 증

가함에 따라 소결체 표면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갭이 147 ㎛

일 때 고온 고압의 냉각수 조건에서 구해진 소결체 표면의 온도와 일치되었

고, 이때 고온 고압에서의 갭이 인 반면 저온 저압에서의 갭 간격은 26.5 ㎛

으로 나타났다.

한편, 냉각수 조건 및 갭 간격에 따른 반경방향 핵연료봉의 온도분포를 

Fig. 3.1.3에 비교하 다. Fig. 3.1.3에서 볼 때 동일한 갭 간격을 갖는다고 가

정할 때 고온 고압 조건과 저온 저압조건의 냉각수 온도차는 226 ℃이며, 소

결체 표면의 온도차는 약 178 ℃로 나타났다. 이들 2 가지 경우 모두 피복관

과 소결체가 접촉하 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수와 소결체 표면의 온도차가 동일

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갭에서의 접촉압력에 따른 갭 열전도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갭 간격을 38 ㎛에서 147 ㎛으로 조정했을 때 고온 고압

과 저온 저압 하에서 소결체 표면 온도 및 반경방향 온도 분포가 완전히 일치

되었다. 따라서, 38 ㎛의 갭을 갖는 37 개 핵연료봉에 대해 저온 저압에서 실

험을 할 경우 갭의 간격을 147 ㎛으로 설계한다면 하나로 연구로와 같은 저온 

저압의 냉각수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서 고온 고압의 냉각수 조건에서 실험하

는 것과 동일한 소결체 표면 온도 및 반경방향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결체의 열적 거동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갭 간격이 40 ㎛인 43 개 핵연료다발의 경우 2 가지 종류의 직경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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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들로 구성되고 소직경 및 대직경 핵연료봉에 대해서도 37 개 핵연료

봉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하 으며, 소직경에 대한 결과는 

Fig. 3.1.4 및 Fig. 3.1.5에, 대직경에 대해서는 Fig. 3.1.6 및 Fig. 3.1.7에 나타

내었다.

Fig. 3.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온 고압 조건에서 10.73 mm의 소결체 

외경과 11.5 mm의 연료봉 직경 및 40 ㎛의 갭 간격을 갖는 경우에 대해 하나

로와 같은 저온 저압에서 모사할 경우 소결체 온도가 같아지는 최적 갭 간격

은 132 ㎛로 나타났다. 고온 고압 및 저온 저압 냉각수 조건의 2 가지 경우에 

대해 반경 방향 온도 분포를 비교하여 Fig. 3.1.5에 제시하 다. 두가지 모두 

갭 간격을 40 ㎛로 고려하는 경우 소결체 표면 온도차는 170 ℃이었고, 저온 

저압에서 최적 갭 간격 132 ㎛를 고려할 경우 고온 고압 냉각수 조건에서 소

결체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 온도 분포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관 접촉 압력은 갭 간격을 40 ㎛ 고려하는 경우 고온 고

압일 경우 33.05 MPa, 저온 저압일 경우 20.86 MPa, 저온 저압이며 최적 갭 

간격을 선택하는 경우 노내에서 갭 간격이 22.9 ㎛ (접촉압력 0.0 MPa)이었

다.

Fig. 3.1.6에서는 12.74 mm의 소결체 외경과 13.5 mm의 연료봉 직경 및 

40 ㎛의 갭 간격을 갖는 경우에 대해 고온 고압 조건에서 조사하는 것을 저온 

저압에서 모사할 경우 소결체 온도가 같아지는 최적 갭 간격은 154 ㎛로 나타

났다. 이들 2 가지의 경우에 대해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비교하여 Fig. 3.1.7에 

제시하 으며, 2 가지 모두 갭 간격을 40 ㎛로 고려하는 경우 소결체 표면 온

도차는 178 ℃이고, 저온 저압 시 최적 갭 간격 154 ㎛를 고려할 때 고온 고

압 시의 소결체 표면 온도와 반경 방향 온도 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관 접촉 압력은 고온 고압일 경우 34.14 MPa, 저온 저압

일 경우 21.86 MPa, 저온 저압이며 최적 갭 간격을 고려하는 경우 노내에서 

갭 간격이 28.9 ㎛ (접촉압력 0.0 MPa)로 나타났다.

상기 3 가지 연료봉 크기에 대해 소결체 외경이 증가함에 따라 고온 고

압 냉각수 조건에서의 조사시험을 모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저온 저압 냉각수 

조건 시 소결체 온도 분포가 일치되는 최적 갭 간격의 변화를 Fig. 3.1.8에 제

시하 다. Fig.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체 외경이 증가할수록 최적 갭의 

간격이 증가하며, 이때의 최적 갭 증가량은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Table 3.1.2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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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로 연구로에서 조사 실험된 SIMFUEL 및 DUPIC 핵연료(43 

개 핵연료봉 다발)의 상용로 모사 갭 간격은 91 ㎛ 및 125 ㎛이었으며, 상기 

해석으로부터 이 핵연료봉에 대해 얻어진 최적 갭 간격 132 ㎛인 점을 고려해 

보면 최근 3차 조사시험 핵연료봉의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DUPIC SIMFUEL 혹은 DUPIC 핵연료의 최적 갭 

간격은 소직경의 경우에는 132 ㎛, 대직경의 경우 154 ㎛로 설계하여 하나로

에서 조사한다면 상용로의 고온 고압 조건에서와 동일한 소결체 내 온도분포

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소결체의 열적 성능을 잘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3. 핵연료 소결체의 기계적 거동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시험은 외부 냉각수의 압력이 약 100기압

(10 MPa)에 달하는 중수로의 고압 조사시험과는 달리 외부에서 냉각수에 압

력을 가하지 않는 하나로 내에서 수행되고 있어 조사시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항에서는 소결체에 전달되는 외부 압력이 핵연료의 조사 시 내압, 기

체의 열전도도, 갭 열전도도, 갭 간격 등에 향을 주는 중요 인자인 핵분열 

기체 방출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가. 가압 조사시험

Zimmermann은 압축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등온 가열 조사(isothermal 

annealing irradiation) 시험을 수행하면서 가스 기포에 의한 팽윤을 측정하

으며[3.1-3] 그 결과를 Fig. 3.1.9에 제시하 다. Fig.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straint를 가한 경우 핵연료의 변형에 의해 큰 결정립계 기포 형성을 방해하

여 핵분열 기체에 의한 팽윤이 감소함을 보 다. 그러나 압력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Turnbull과 Tucker 등은 압축응력이 결정립계

면 부분의 기포와 결정립계 모서리 부분의 기포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

다[3.1-4,5].

또한 Kashibe 등은 UO2를 100 MPa 고압의 기체분위기로 소결한 후 외

부압력을 10∼90 MPa로 변화시키며 온도와 외부 압력에 따른 기포 팽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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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으며 그 결가를 Fig. 3.1.10에 제시하 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 팽윤이 감소함을 보 다[3.1-6].

나. PCI에 의한 restraint 효과

Kogai 등은 Halden BWR을 이용하여 소결체와 피복관과의 갭 크기에 따

른 핵분열 기체 방출거동을 관찰하 다[3.1-7]. 갭 크기가 230㎛ 와 70㎛로. 다

른 핵연료봉에 대해 조사 시간에 따른 내압을 측정한 결과를 Fig. 3.1.11에 제

시하 으며, 갭 크기가 적은 핵연료봉에서 PCI의 발생으로 내압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을 관찰하여 PCI에 의한 restraint가 핵분열 기체가 방출되

지 않도록 함을 보 다. 

또한 Kogai는 bubble의 안과 밖의 압력차이로 인한 vacancy 확산을 기

초로 Mathew와 Wood가 계산한 결정립계 기포의 성장속도를 이용하여 핵분

열 기체의 방출 거동을 계산하 다[3.1-8,9]. 즉 아래의 식과 같이 소결체에 가

해지는 정수압에 의한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성장속도는 감소한다.

rbl= k(Pbl-Phy-2γ sinθ/rbl)

또한, Walker 등은 기계적 restraint에 의해 가스 기포들의 상호 연계성

(interlinkage)이 억제되며, 높은 압축 응력에 의해 결정립내 또는 결정립계에 

가스가 존재하여 이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3.1-10].

다. KAERI의 COSMOS 성능해석 코드

외부 restraint가 결정립계의 가스 기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핵분열 

기체 방출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결정립계 및 결정립계 모서리의 기포에 의한 

팽윤이 내압과 PCMI에 의한 외부 restraint 합의 응력 함수로 다루어졌다

[3.1-11]. 

(1) 결정립계 기포 거동

결정립계 기포의 거동을 다루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기체 원자들이 

결정립계에 도달하는 속도에 따라 일정한 농도의 결정립계 기포가 성장한다. 

결정립계 기포가 정해진 면적에 도달하면 기체 원자들은 결정립계 모서리로 

방출된다.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하여 기체 원자의 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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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PVgf
kT

=
4πρ

3
f

3kT
f f(θ) ( 2γρ f +σ r)

σ f  : 핵연료 소결체에 가해지는 외부 restraint 응력

PCMI가 발생할 때에는 기포의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즉 

외압이 증가할수록 곡률 반경이 감소하게 된다. 

ρ f=(
3kTmf
4πf f( θ)σ r )

1/3

결정립계의 기포에 의한 팽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ΔVV )
f
=
1
a
2πCff f(θ)ρ

3
f

(2) 결정립계 모서리 기포 거동

PCMI가 일어나면 모서리 기포의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ρ e=-
γ
σ r
+ ( γσ r )

2

+(
kTce
πf t(θ)σ r )

결정립계 모서리 기포에 의한 팽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ΔVV )
e
=
7π

a
3 rgff t(θ)ρ

2
e

Fig. 3.1.12는 외부 압력이 핵분열 기체의 방출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계산 결과로서, 외부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원자들이 결정립계에 잔류되는 양

이 증가하므로 결정립계 모서리 기포에 의한 방출 터널 형성이 지연된다.

라. FEMAXI-IV 성능해석 코드

FEMAXI-IV 성능해석 코드[3.1-12]에서는 기체 기포 상호간의 연결에 

의한 핵분열 기체의 방출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White 와 Tucker 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결정립계에 포화된 상태의 기체 원자의 수를 계산

하고 있다[3.1-13]. 즉 기체 원자의 수가 이 값에 도달하게 되면 결정 내로부

터 확산해 오는 원자는 즉시 빈 공간으로 방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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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ax
f =

4rff f(θ)

3kTsin
2
θ
f b( 2γrf +Pext)

위 식에서 Pext 는 소결체가 외부에서 받는 압력으로서 Pext 가 증가할수

록 결정립계에 존재할 수 있는 기체 원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핵분열 기체

의 방출이 지연되는 것이다. FEMAXI-IV에서 외부 압력은 플레넘(plenum)의 

압력,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 압력, 소결체 내부 열 응력을 고려하여 계산된

다.

4.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소결체-피복관 간극 결정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 소결체 성능 시험을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하나로 원자로에서의 실험의 타당성을 소결체의 열적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중수로용 37봉 핵연료와 DUPIC 

핵연료봉의 상용로에서 냉각재 유동 조건에 따른 소결체내의 온도 분포 및 소

결체 외면 온도를 계산하 다. 상용로 냉각재 유동 조건에서의 온도 계산 결

과와 하나로 원자로의 저온 저압 냉각수 유동 조건에 대한 소결체 온도 분포

에 대한 계산 결과를 상호 비교하 으며, 이를 Table 3.1.3에 정리하 다. 이를 

통해 상용로 냉각재 유동 조건에서의 DUPIC 소결체의 조사 실험을 하나로 

원자로에서 소결체 열적 성능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핵연료 소결체 및 피복관의 

기하학적 최적 제원을 제시하 으며 다음과 같다.

○ 37-개 핵연료봉의 최적 갭 간격 : 147 ㎛

○ DUPIC 핵연료봉 소직경의 최적 갭 간격 : 132 ㎛

○ DUPIC 핵연료봉 소직경의 최적 갭 간격 : 152 ㎛

이와 같이 구해진 소결체-피복관 최적 갭 간격을 이용했을 때 소결체가 

피복관 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조사중 피복관 내의 소결체가 이동할 가능성

이 있다면 소결체의 반경 방향 및 피복관의 원주 방향 비균일 온도 분포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이중 피복관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핵연료 소결체와 내부 피복관의 제원은 실제 핵연료봉 설계치를 

이용하고 외부 피복관은 소결체 내부 및 외면의 온도를 고려한 외부 피복관 

제원을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용로와 같이 고압 냉각재 압력은 소결체의 핵분열생성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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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향을 미치는데 소결체에 가해지는 외압이 낮을 경우에 비해 클 경우 

핵분열 생성물 발생량이 감소하게된다. 즉, 소결체 팽윤과 냉각수의 압력에 의

해 핵연료 소결체에 기계적인 제약이 커지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다.

○ 핵분열 기체 기포의 성장 속도가 감소

○ 핵분열 기체 기포의 상호 연결 현상(interlinkage)이 억제

○ 결정립계의 기체 retention이 증가한다.

○ 결과적으로 핵분열 기체 방출과 소결체의 팽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핵분열 기체 방출 거동과 관련하여 상용로 냉각재 조건과 같은 

고압의 조사시험에 비해 하나로와 같은 냉각재 저압에서의 조사시험은 핵분열 

기체 방출과 소결체 팽윤이 증가하므로 소결체 성능평가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실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62 -

Table 3.1.1 Characteristics of Irradiation Test Fuel for DUPIC and CANDU-6 

Fuel

Dimension
1
st
 irradiation 

test fuel

2
nd
 irradiation 

test fuel

3
rd
 irradiation 

test fuel

37-element 

fuel rod

Fuel type
SIMFUEL/ SEU 

fuel

SIMFUEL/ SEU 

fuel

PWR 사용후 

핵연료
U
235
 Nat.U

Pellet 

enrichment

SIMFUEL:2.19

SEU:1.47

SIMFUEL:2.19

SEU:1.47

U
235 
: 6.20% 

Pu
239 
: 4.76% 

Pu241 : 0.599%

U
235 
: 0.71% 

Pellet density g/㎤ 10.25* 10.25* 10.21 10.55

Pellet diameter mm 10.90* 10.90* 10.55 12.16

Pellet length mm 9.76* 9.76* 11.55 16.0

Cladding 

material
SS 316L SS 316L Zircaloy-4 Zircaloy-4

Cladding inner 

diameter
mm 11.81 10.80 10.80 12.24

Cladding 

thickness
mm 1.78 0.66 0.66 0.419

Gap clearance mm 0.91 0.91 0.125 0.038

Inter gas 

pressure
He/1.2 atm He/1.2 atm He/1.3 atm 0.8He/0.2Air

Rod length mm 199.51* 199.51* 199.82 495.30

Max/averaged 

LER
kW/m 47.0/40.6* 47.0/40.6* 35/45** 42/48

Averaged/targe

t burnup
MWd/tHE 1,500 1,500 7,000 7,000

Coolant 

pressure
MPa 0.4 0.4 0.4 10.4

Coolant flow 

rate
kg/s 9.6 9.6 9.049 23.8

Coolant 

temperature
℃ 40 40 40 266

Note : * minimum value

  ** expec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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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Comparison of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of Wolsong-1, 

NRU FTL and HANARO

Wolsong-1 NRU FTL
*

Hanaro

Channel average pressure

(MPa)
9.5 - 11.0 ~ 9.5 ~ 0.4

Mass flow rate(kg/s) 10 - 27 ~ 20 ~ 9.6

Coolant temperature(℃) 260 - 310 ~ 295 ~ 40

Neutron flux

(n/cm
2
.s)

fast neutron ~10
15

2x10
13 1.1x10

13
 ~ 

1.8x1013

thermal 

neutron
~1014 3x1014

9.4x1013 ~ 

1.5x10
15

FTL : Fuel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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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Summary of optimized gap design for HANARO irradiation to 

simulate in-reactor irradiation condition

Dim.

37-element DUPIC small rod DUPIC large rod

Hot1) 

Cond.

Cold2) 

Cond.

Opt.
3)

Design

Hot 

Cond.

Cold 

Cond.

Opt.

Design

Hot 

Cond.

Cold 

Cond.

Opt.

Design

Linear heat 

rate

KW/

m
48 48 48 48 48 48 48 48 48

Coolant 

temperature
K 539.0 539.0 539.0 539.0 539.0 539.0 539.0 539.0 539.0

Coolant 

pressure MPa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Burnup
MWD

/TUO
2
4.5 5.7 4.5 5.7 5.7 5.7 4.1 4.1 4.1

Gap 

clearance, 

cold 

condition

㎛ 38 38 147 40 40 132 40 40 152

Gap 

Clearance, 

hot condition

㎛ 0 0 26.5 0 0 22.9 0 0 28.9

Gap 

conductance

kW/㎡

s
2.10 1.23 0.44 1.95 1.14 0.48 1.96 1.15 0.42

Contact 

pressure MPa 38.71 26.33 0 33.05 20.86 0 34.14 21.86 0

Pellet center 

temp.
K 2195.7 1915.6 2195.8 2228.1 1972.9 2229.1 2184.7 1903.8 2185.4

Pellet 

surface 

temp.

K 659.2 481.1 659.3 672.7 503.2 673.3 654.8 477.3 655.1

Cladding 

inner surface 

temp.

K 600.0 380.1 379.1 600.5 379.9 378.9 594.1 373.1 372.2

Note :

1) Hot Condition : reactor coolant condition

2) Cold Condition : HANARO coolant condition

3) Opt. Condition : Optimized gap design for HANARO to simulate ho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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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Schematic diagram of fuel rod irradiation test in 

HANARO to simulate fuel rod i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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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Optimized gap clearance for pellet irradiation in HANARO to 

simulate in reactor condition (37-element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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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pellet irradiation under 

pellet-to-cladding gap clearance conditions (37-element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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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Optimized gap clearance for pellet irradiation in HANARO to 

simulate in reactor condition (DUPIC smal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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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pellet irradiation under 

several conditions (DUPIC smal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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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Optimized gap clearance for pellet irradiation in HANARO to 

simulate in reactor condition (DUPIC larg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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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pellet irradiation under 

several conditions (DUPIC larg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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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Optimum gap clearances for HANARO irradiation to 

simulate in-reactor irradiation for pellet diameter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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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Irradiation capsule for swelling test and UO2 swelling according to

ex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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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Equipment and results of bubble swelling measurement after high 

pressure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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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Internal pressure change of fuel rods which have two 

types of gap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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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Fission gas release rate according to external pressure under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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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2 차 DUPIC 소결체 조사시험 및 분석

DUPIC 핵연료 성능평가의 1단계로 자체 개발된 DUPIC 무계장 rig를 사

용하여 DUPIC 모의 핵연료에 대해 1차 조사시험이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1999년 8월 4일부터 1999년 10월 4일 까지 2개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으며 조사 후 시험까지 완료하 다. 이후 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핫

셀 내에서 여러 차례의 시도 후 국내 최초로 DUPIC 핵연료가 제조됨에 따라 

2차 조사시험이 2000년 5월 10일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2개월 동안 조사시

험이 수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2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에 대해 기술하 다.

1. DUPIC 소결체 조성

DUPIC 소결체는 고리 1 호기로부터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로서 1986년에 

조사후시험시설(PIEF)로 이송하여 저장하고 있는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G2 핵연료봉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위하여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M6 셀 

내에 공정 장치 설치 등 제조 준비 작업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다.

DUPIC 소결체의 조성은 향후 소결체 제조 후 화학 분석 등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나, 우선 G23-G2 핵연료봉의 제원 및 연소 

이력, 그리고 DUPIC 소결체 제조 공정 특성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보

았다. G23-G2 핵연료봉의 제원 및 상세 연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제원

- 고리 1 호기 14x14 형 핵연료 집합체

- Fuel rod 수: 179 개

- 초기 농축도: 3.21 %

- 집합체 평균 연소도 (측정치): 35,502 MWd/tU (4 주기 ∼ 7 주기)

- 방출일 : 1986. 10. 24.

- PIEF로 이송일 : 1990. 6. 1.

○ 연소 이력

- Cycle 4 : 261.17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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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haul : 51 days

- Cycle 5 : 320.99 EFPD

- Overhaul : 84 days

- Cycle 6 : 288.41 EFPD

- Overhaul : 75 days

- Cycle 7 : 286.70 EFPD

- Total EFPD: 1157.27 days

○ G2핵연료봉 특성

- Stack length: 3,667 ㎜

- Rod length: 3,885 ㎜

- DUPIC 핵연료 제조에 사용될 부분: 285 ㎜(하단) ∼ 3,300 ㎜(상

단)

- 상기 부분의 average burnup: 34,770 MWd/tU

- 상기 부분의 average specific power:  30.045 MW/tU

이상의 G23-G2 핵연료봉 제원 및 연소 이력을 기본 자료로 하여 

ORIGEN-2 코드[3.2-1]로 계산한 DUPIC 소결체 조성을 Table 3.2.1에 나타내

었다. Table 3.2.1에 표시한 조성은 계산된 모든 핵종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핵종 농도가 1 g/MT-sample 이상인 핵종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 다.

DUPIC 핵연료를 하나로에 조사시험하기 위해서는 노심 계산 등을 통하

여 DUPIC 핵연료의 노내 장전 시 출력 및 연소 이력 등을 예측하여야 하는 

바, Table 3.2.1에 표시된 핵종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노심 계산을 위한 DUPIC 핵연료 조성 결정 요건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 핵종 농도 < 1.0E+00 :  고려 대상에서 제외

○ 1.0E+00 < 핵종 농도 < 1.0E+02 : 반응 단면적이 큰 원소만 선택

(Cd, Gd, Eu, Sm, U, Np, Pu, Am, Cm 만 선택 예정)

○ 핵종 농도 > 1.0E+02 : 모든 핵종을 선택

DUPIC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계산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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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조성 결정 요건에 부합되는 핵종들만을 고려하여 계산할 것이다.

2. DUPIC 소결체 설계

IMEF M6 핫셀에서 원격 공정으로 제조 가공하는 DUPIC 소결체는 다음

과 같은 설계 사양에 따라 엄격한 품질 보증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다. 제 

2 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의 상세 제원은 Fig. 3.2.1에 도시하

다.

가. 불순물 함량

최종 단계에서의 소결체 내의 불순물은 화학분석에 의해서 명기하여야하

며 화학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은 계산에 의한 결과를 명시한다.

나. 산소 함량

소결체 내의 산소는 화학조성을 우라늄의 등가로 환산하여 명기한다.

다. 화학 분석

제조된 소결체의 화학 조성은 공급자가 합의된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라. 연삭

연삭 직후에 소결체는 세척하여 깨끗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 작업의 마무리

제조된 소결체의 표면은 소결체 조각이나 기름 또는 다른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치수 및 마무리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의 상세 제원을 Fig. 3.2.1에 나타내었다. 소결

체의 표면은 0.8 ㎛ AA보다 양호해야 하며 결함의 종류 및 크기를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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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결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 양단의 치핑

○ 옆 표면의 치핑

○ 피트

○ 개재물

○ 균열, 엔드캐핑, 엔드훌레이킹

○ 기타 결함

사. 도

소결체의 도는 이론 도의 85 ∼ 97 % 이내 이어야 한다.

아. 미세 조직

미세 조직을 검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 미소결된 분말 입자의 존재 여부

○ 입도 크기

3. DUPIC mini-element 설계

기 수행된 DUPIC 모의 핵연료 조사 시험을 통하여 습득된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기존의 DUPIC 모의 핵연료 조사시험용 mini-element의 설계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 시험을 위한 

mini-element의 설계 제원을 결정하 으며, 이를 Fig. 3.2.2 및 Fig. 3.2.3에 도

시하 다.

 

○ Cladding Material: Zircaloy-4

○ Cladding Inner Diameter: 10.80 ㎜

○ Cladding Thickness : 0.66 ㎜

○ Gap size between pellet and cladding: 125 ㎜

○ Pellet diameter: 10.55 ㎜

○ Pellet length: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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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제원 설명 및 도시한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제원은 제 1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해 제작된 mini-element의 제원과 동일하다[3.2-2].

4. 조사시험 장치 개량 및 제작

1998년에 개발된 무계장 리그는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원

격조립 및 취급의 가능성 확인과 열유동 시험을 거쳐서 시제품이 제조되었다. 

제작된 무계장 리그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심축을 중심으로 조사

공에 고정되는 리그하단의 guide부분, 중간부에 3개의 핵연료봉인 축소 핵연

료봉이 조립되는 연료봉 집합체, 상단 가이드(top guide) 부분 및 리그 내․외

통으로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총 길이 960㎜의 무계장 리그

는 외경이 56㎜, 두께 3㎜인 알루미늄 재질의 튜브를 사용하 으며 캡슐 상부

와 하단 locking part는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본 DUPIC 리

그의 중요한 특징으로 연료봉 집합체는 3개의 축소 핵연료봉을 장착하여  3종

류의 소결체를 동시에 조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축소 핵연료

봉 주위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여 열수력 특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하 다. 

이 조사장치의 성능은 1999년 8월에 2개월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1차 

하나로 조사시험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1 차 조사시험은 비방사성 핵연료인 DUPIC 모의 핵연료를 대상으

로 핵연료 제조와 축소 핵연료봉 제조 및 리그의 모든 조립과정이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2차 조사시험에서는 고 방사성 물질인 DUPIC 핵연료를 

취급해야 하므로 1차 조사시험에서 수행된 모든 과정이 차폐 시설인 핫셀 내

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무계장 리그의 설계를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변경하 으며, 핫셀 내에서의 원격 취급 및 조립

을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 다[3.2-3∼5].

가. 무계장 리그의 설계 변경  

핫셀 내에서 조립이 용이하도록 Fig. 3.2.4와 같이 리그 설계를 변경을 하

다. 먼저 1 차 조사시험에서는 축소 핵연료봉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

면에 set-screw를 사용하 으나, 이 방법은 핫셀 내에서 취급이 어려우므로 

봉단마개 하단면을 반달형으로 가공하 다. 또한 1차 조사시험 후 무계장 리

그 이송 중 top guide 의 인코넬 스프링이 쉽게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 82 -

에 대한 대책으로 스프링이 upper endplate와 결합되는 부분을 안쪽으로 구부

려 조립된 후 이탈하지 못 하도록 하 다. 설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3.2.2에 정리하 다.

○ 조사시험 리그 전체 길이를 960.27 ㎜에서 961 ㎜로 변경

○ 핵연료 봉단의 경사를 135°에서 90°로 변경

○ 하단 가이드 밑 부분의 gear 형태를 알루미늄 seating ring으로 변경

○ 스프링 rate를 4.44 N/㎜에서 7 ∼ 9 N/㎜로 변경

○ 하단 end-plate에서 길이 8 ㎜의 나사 부분(pitch 1.0의 가는 나사)을 

추가하여 전체 두께가 17.91 ㎜에서 22 ㎜로 변경

○ Out tube와 하단 end-plate의 접촉 부위에 요철의 돌출 부위 추가 제

작

○ 하단 보조 튜브에 하단 end-plate와의 결합을 위한 나사 부분 추가

○ 하단 하우징의 두께를 20 ㎜에서 15 ㎜로 변경

○ 하단 하우징의 ψ6.4인 3개의 hole을 반달형으로 변경

○ 상단 하우징의 두께를 10 ㎜에서 15 ㎜로 변경

○ Housing support의 전체길이를 239.34 ㎜에서 234.6 ㎜로 축소시키고, 

상단부 나사 부분의 9 ㎜ 길이를 ψ4.5의 치수로 둥 게 제작

○ 연료봉 튜브 (element tube):

- 재질 변경: SUS316L → zircaloy-4 ASTM B 351-85 grade 

R60804로 변경

- 내경 변경: 10.22 ㎜ → 10.80 ㎜

- 외경 변경: 12.7 ㎜ → 12.12 ㎜ (튜브의 두께 0.66 ㎜의 축소로 

인함)

○ 연료봉 endcap-A의 끝단 부분을 반달형으로 변경하고, 연료봉 

endcap-B 및 endcap-A의 재질을 SUS316L에서 Zircaloy-4 ASTM B 

351-85 Grade R60804로 변경

○ Element endcap-B 및 endcap-A 연료봉 튜브의 치수 변경으로 인하

여 연료봉 튜브와의 용접 부위의 치수가 각각 10.80 mm와 12.12 mm

로 변경

○ Space block의 직경을 10.13 ㎜에서 10.5 ㎜로 변경

○ 냉각 블록의 Ag-Cd 와이어(wire)가 삽입되는 Hole 6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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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보조 튜브 하단부의 12.6 ㎜ thikness 부분을 3 ㎜로 확장하고 

모따기 부분의 높이를 12 ㎜에서 7.5 ㎜, 폭을 12 ㎜에서 9 ㎜로 조정

○ 상단 가이드 스프링의 끝단을 11.59° 경사지게 굴곡을 만들었음

○ Grapple 헤드 Lock의 삭제: Grapple 헤드와 일체화를 시킴. 따라서 

Grapple 헤드의 총 길이가 기존의 Grapple 헤드 Lock 길이 25 ㎜와 

하나로 18봉 총 길이와 같게 0.73 ㎜를 합한 84.73 ㎜로 변경

그리고 clamping nut와 grapple 헤드를 조립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사용

된 set-screw는 콘덴서 방전기를 사용하여 고정되도록 하 다. 사용되는 콘덴

서는 내압이 50V, 150,000㎌ 이다. Fig. 3.2.5는 용접 전의 Grapple 헤드 

set-screw이며, 제작된 콘덴서 방전기의 음극 집게를 Grapple head에 고정시

키고 양극의 봉을 set-screw에 접촉시키면 콘덴서에 저장된 전압이 흘러 용접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Fig. 3.2.6). 이러한 콘덴서 방전기는 용접 장치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고안한 것이다.

나. 연료봉 집합체 조립장치

DUPIC 핵연료 개발 시설(DFDF)에서 원격으로 3개의 축소 핵연료봉 내

에 5 개씩의 DUPIC 소결체를 장입한 후 원격으로 봉단 마개를 용접한다(Fig. 

3.2.7∼9). 용접된 3개의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은 Fig. 3.2.10∼12와 같은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조립장치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조립

장치의 핸들을 사용하여 축소 핵연료봉을 상단 하우징과 하단 하우징 사이에 

위치시키고, 최종으로 하우징 너트를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리그 조립장치

Fig. 3.2.13은 핵연료 조사시험용 원격 리그 조립장치로 종래의 인위적 조

립과는 다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핫셀 내에서 원격으로 리그장치를 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이다. 장치의 구성은 조립기 본체를  중심으로 조립기 핵

연료 조사시험용 원격 리그의 하단 엔드 플레이트를 잡아주는 그리퍼와 이 그

리퍼를 움직여서 조이거나 풀 수 있는 상단핸들이 있다. 그리고 원격 리그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중심축 홀더는 하단 핸들에 의해 중심축 홀더를 상하로 움

직이게 할 수 있다. 한편 상단 핸들과 하단 핸들을 조립기 본체 외부의 나사

선에 결합시키고 본체는 중심축에 고정시키며, 조립기 본체는 상황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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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프링에 의해 받침대까지 수평으로 30°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Fig. 3.2.14∼15).

    

5.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

가. 열수력적 특성

(1) 온 도

핵연료 성능 해석 코드인 FEMAXI-Ⅳ[3.2-6]를 사용하여 하나로 조사 기

간 중 DUPIC 핵연료봉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 다.

(가) 예상 하나로 운전 모드에 따른 온도 분포

예상되는 하나로 운전 모드는 1999년에 수행된 모의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을 참고로 하여 3일 동안 운전 후 4일 동안 가동 중지한다고 가정하 다.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 기간 동안 예상되는 하나로 제어봉 위치 및 이에 

상응하는 선출력 값은 하나로에서 제공된 자료(Table 3.2.3)를 참고하 다. 분

석 대상 축소 핵연료봉으로는 3개 핵연료봉 중에서 최대 선출력을 보이는 축

소 핵연료봉(DUPIC #1)을 선정하 다.

조사 기간 중 소결체의 중심 최대 온도는 1,761℃로 분석되었으며, 이 온

도는 예상되는 소결체의 용융점(2,668℃)보다 아주 낮은 값으로 안전성을 입증

하고 있다(Fig. 3.2.16). 소결체의 표면 온도는 423℃로 소결체와 피복관과의 

틈새 거동에서 심각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틈새 거동 분석 결과(Fig. 

3.2.17)로부터 알 수 있으며, 조사 기간 동안 틈새가 열린 상태로 조사가 종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복관에 대한 계산 결과로부터 피복관의 외면 온

도는 66.2℃로서 ONB 온도(125℃)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는 하나로의 정상 상태 운전 조건 하에서는 안전

성 측면의 온도 제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계 선출력 시 온도 분포

조사 시험 기간 동안 DUPIC 핵연료가 한계 선출력(66.12 ㎾/m)으로 3일 

운전 후 4일 가동 정지한다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DUPIC 

소결체의 최대 중심 온도는 2,554℃로서 소결체의 예상 용융점(2,668℃)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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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Fig. 3.2.18). 또한, 한계 선출력 시 피복관의 외면 온도는 79.6℃로서 

ONB 온도(125℃)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는 조사 기간 중 한계 출력에 도달하여도 안전성 

측면의 온도 제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 동

압력 강하 실험 결과 200 ㎪의 압력 강하 때의 유량은 9.632 ㎏/s로서, 

이는 허용 기준치인 12.7 ㎏/s 보다 작아 기준을 만족하 다.

나. 기계적 특성

(1) 피복관 응력 해석

DUPIC mini-element 피복관의 응력 계산 및 결과 해석은 독일 KWU의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설계 기준을 인용하 다. 피복관 응력을 크게 구분하면 

primary membrane stress(M), primary bending stress(B), 그리고 secondary 

membrane and bending stress(S)로 분류할 수 있다.

DUPIC mini-element 피복관으로 사용된 Zircaloy-4 튜브에 대한 허용 

응력 및 설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Yield strength (Rp0.2): 414.58 ㎫

○ Ultimate tensile strength (Rm): 535.75 ㎫

○ 설계 기준치

- M = min(0.9Rp0.2 / 0.5Rm) 267.88 ㎫

- M+B = min(1.35Rp0.2 / 0.7Rm) 375.02 ㎫

- M+B+S = min(2.7Rp0.2 / 1.0Rm) 535.75 ㎫

DUPIC 축소 핵연료봉의 피복관에 대한 최대 응력 계산치 (maximum 

equivalent stress) 및 이를 위의 설계 기준치와 비교한 최소 안전 여유도

(minimum safety margin)를 Table 3.2.4에 정리하 다.

(2) 연료봉 응력 해석

DUPIC 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온도 해석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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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인 FEMAXI-Ⅳ를 사용하 으며, 조사 시험 조건 및 분

석 대상도 온도 해석과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 다.

(가) 예상 하나로 운전 모드에 따른 연료봉 응력

피복관의 Ridge 변형은 소결체와 피복관의 기계적인 상호 거동(PCMI)을 

판단하는 척도로써 피복관의 손상 여부를 예측 할 수 있게 해 주는 물성치이

다.

계산 결과 피복관의 최대 Ridge의 변형은 0.05 ㎛이고, 상단 부분에서 중

앙 부근까지 변형된 값은 0.05 ㎛로 나타났다. Fig. 3.2.19에서는 평균 출력 시 

조사 기간 동안 피복관의 Ridge 변형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결체와 피복관의 틈새 거동에 따른 피복관의 응력을 계산한 결과(Fig. 

3.2.20) 조사 기간 동안 Circumferential Stress는 17.0 ㎫, Axial Stress는 12.5 

㎫, Radial Stress는 0.7 ㎫, 그리고 Equivalent Stress의 경우 14.6 ㎫로 나타

났다.

(나) 한계 선출력 시 연료봉 응력

조사 기간 동안 소결체와 피복관의 틈새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피복관의 

Ridge가 최대 9.76 ㎛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피복관 상단 부위에서 중간 부분

까지에서 9.76 ㎛ 만큼 발생하 다(Fig. 3.2.21). 이 결과는 소결체와 피복관이 

착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한계 출력시 연료봉에 미치는 각각의 응력 결과는 Circumferential 

Stress의 경우 51.4 ㎫, Axial Stress는 36.2 ㎫, Radial Stress는 18.6 ㎫, 

Equivalent Stress의 경우  70.1 ㎫로 나타났다(Fig. 3.2.22). 이는 소결체와 피

복관의 틈새가 착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로써 평균 선출력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기계적 건전성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에 대한 진동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자료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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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 : 14 ∼ 18.5 Hz

○ 최대 진폭 : 5 ∼ 50 ㎛

○ RMS 진폭 : 2 ∼ 14 ㎛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하나로 조사 시험에 대한 캡슐의 기계적 건전성

을 하나로 핵연료 다발과 비교하여 확인하 다.

다. 하나로 유발 사고 시의 DUPIC 핵연료 건전성 평가

(1) 하나로 RIA 사고

제어봉 인출 사고 후 시간에 따른 소결체 및 피복관의 온도 변화를 Fig. 

3.2.23 및 Table 3.2.5에 요약하 다. 사고 약 4.2 초 경과 후에 출력이 최대 

128.7%FP까지 증가한다. HANARO 원자로 조건 I 및 Ⅱ에서 가장 심각한 사

고로 간주되는 제어봉 인출 사고 시,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665 ℃로서 

용융 온도보다 낮고, 최고 표면 온도 82 ℃도 포화 온도 이하이므로 조사 시

료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

다.

(2) Locked Rotor 사고

펌프 축 고착 사고 발생 후 시간에 따른 소결체 및 피복관의 온도 변화

에 대한 분석 결과를 Fig. 3.2.24 및 Table 3.2.6에 나타내었다. 사고 후 2 초 

이내에 유량이 최저 63 %FF까지 감소한다. 핵연료 온도 측면에서 볼 때, 

HANARO 원자로 조건 Ⅲ 및 Ⅳ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펌프 고착 사고 시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551 ℃로써 용융 온도보다 낮고, 최고 표면 온도 

95 ℃도 포화 온도 이하이므로, 조사 시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하나로의 안

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6. 제 2 차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분석

제 2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은 고리 1 호기에서 방출된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로 DFDF에서 제조된 DUPIC 소결체를 이용하여 2000년 5월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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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약 2 개월 동안 HANARO OR4 조사공에서 수행되었으며(Fig. 3.2.25), 조

사시험 기간 동안의 연소 이력을 Fig. 3.2.26에 나타내었다.

조사시험 중 하나로 운전 방식은 제 1 차 조사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개

략적으로 3 일 운전 후 4 일 점검 방식이었으며, 하나로 운전 출력은 22 

MWth이었다. 조사시험 기간 동안의 DUPIC 축소 핵연료봉 선출력은 약 50 

kW/m 정도 으며, 최대로 상승한 선출력은 59.2 kW/m이었던 것으로 평가되

었다. 조사시험 기간 중의 하나로 운전 자료 및 ORIGEN 코드 등을 사용하여 

분석된 연소도는 DUPIC 축소 핵연료봉 #1, #2, #3 별로 각각 약 1,820 

MWd/tHM, 1,730 MWd/tHM, 그리고 1,740 MWd/tHM로 계산되었다.

하나로에서 조사된 DUPIC 핵연료를 IMEF로 이송하여 2001년 2월부터 

PIEF 및 IMEF에서 조사후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후시험 항목은 제 1 차 하

나로 조사시험의 모의 DUPIC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항목과 같이 외관 

검사, γ-scanning, 피복관 외경 치수 측정, 도 측정,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

미경에 의한 조직 검사를 수행하 다. 제 2 차 조사후시험에서도 외관 검사에 

의한 DUPIC 축소 핵연료봉 및 조사시험 리그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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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omposition of DUPIC fuel for 2nd irradiation test in 

HANARO

N 14 2.20E+01 PD 104 2.32E+02 SM 147 1.85E+02
O 16 1.19E+05 PD 105 3.59E+02 SM 148 1.69E+02
O 17 4.83E+01 PD 106 3.36E+02 SM 149 2.97E+00
O 18 2.74E+02 PD 107 2.07E+02 SM 150 2.80E+02
F 19 9.51E+00 PD 108 1.42E+02 SM 151 1.15E+01
NA 23 1.33E+01 PD 110 4.66E+01 SM 152 1.20E+02
MG 24 1.42E+00 KR 84 1.06E+00 SM 154 3.48E+01
AL 27 1.48E+01 KR 86 1.77E+00 EU 151 1.22E+00
SI 28 9.88E+00 RB 85 1.04E+00 EU 153 1.14E+02
P 31 3.11E+01 AG 109 7.05E+01 EU 154 1.15E+01
CL 35 3.20E+00 CD 110 9.28E+00 EU 155 1.97E+00
CL 37 1.19E+00 CD 111 7.14E+00 GD 154 2.43E+01
CA 40 1.72E+00 CD 112 5.19E+00 GD 155 1.02E+01
V 51 2.64E+00 CD 114 7.38E+00 GD 156 5.99E+01
CR 52 2.99E+00 CD 116 2.28E+00 GD 158 1.80E+01
MN 55 1.46E+00 SN 116 8.83E+00 GD 160 1.68E+00
FE 56 1.47E+01 SN 117 7.76E+00 TB 159 2.48E+00
NI 58 1.42E+01 SN 118 8.42E+00 U 234 1.78E+02
NI 60 5.80E+00 SN 119 7.84E+00 U 235 6.20E+03
ZN 64 1.70E+01 SN 120 8.84E+00 U 236 3.61E+03
ZN 66 1.01E+01 SN 122 8.61E+00 U 238 8.38E+05
ZN 67 1.49E+00 SN 124 1.17E+01 U 239 0.00E+00
ZN 68 7.00E+00 SN 126 2.53E+01 NP 237 4.60E+02
RB 87 2.27E+00 TE 128 1.02E+00 PU 238 1.44E+02
SR 88 3.25E+02 TE 130 3.30E+00 PU 239 4.76E+03
SR 90 3.59E+02 I 129 1.66E+00 PU 240 2.01E+03
Y 89 4.24E+02 CS 133 1.04E+01 PU 241 5.99E+02
ZR 90 1.56E+02 CS 135 3.43E+00 PU 242 4.51E+02
ZR 91 5.49E+02 CS 137 8.16E+00 AM 241 5.57E+02
ZR 92 5.95E+02 BA 134 1.60E+02 AM 242M 1.72E+00
ZR 93 6.69E+02 BA 136 2.00E+01 AM 243 9.49E+01
ZR 94 6.92E+02 BA 137 3.35E+02 AM 244M 0.00E+00
ZR 96 7.45E+02 BA 138 1.19E+03 AM 244 0.00E+00
MO 92 1.23E+00 LA 139 1.13E+03 CM 244 1.82E+01
MO 95 6.87E+02 CE 140 1.15E+03 CM 245 1.08E+00
MO 96 3.78E+01 CE 142 1.05E+03
MO 97 7.24E+02 PR 141 1.04E+03
MO 98 7.46E+02 ND 142 2.59E+01
MO 100 8.52E+02 ND 143 7.16E+02
TC 98 4.45E-03 ND 144 1.24E+03
TC 99 7.06E+02 ND 145 6.22E+02
RU 100 9.73E+01 ND 146 6.44E+02
RU 101 7.04E+02 ND 148 3.44E+02
RU 102 7.08E+02 ND 150 1.65E+02
RU 104 4.98E+02 PM 147 3.82E+00
RH 103 4.10E+02 TOTAL 1.0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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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Design provisions revised for DUPIC test rig

순

번
부품 명

설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2000년 3월 
조사시험 
리그에 
적용사항

비  고 

(관련도면)001 002

1 전체 길이 960.27mm 961mm
하나로도면과 

일치
001과 동일 DCP02-0308

2 Rod Tip 135° 90° " 001과 동일 DCP03-0308

3
Bottom 

Guide
Gear 형상 Al Seating Ring " 001과 동일 DCP04-0308

4 Spring 4.4 N/mm Rate 7-9 N/mm Rate " 001과 동일 DCP05-0308

5 Collar 동일 - 001과 동일 DCP06-0308

6 Pin 동일 - 001과 동일 DCP07-0308

7 Bushing 동일 - 001과 동일 DCP08-0308

8
Lower 

Endplate 
17.91mm 두께

22mm로 늘림

①8mm부분을 

나사를 내어 

low support와 

나사 체결

②Out Tube와 

요철을 제작

①원격조립을 

용이성 부여

②1차 조사 시 

Out Tube의 

회전이 발생   

하여 이를 

방지

 001과 동일 DCP09-0308

9 Out Tube -

하단 Endplate와 

맞닿는 밑면에 

4*8 mm의 요철 

제작 

위 ②항의 

사유와 동일
001과 동일 DCP10-0308

10
Central 

Rod
동일 - 001과 동일 DCP12-0308

11

Lower 

Support 

Tube

-

하단부에 폭 

10mm의 

나사부위 제작

원격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001과 동일 DCP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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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Design provisions revised for DUPIC test rig (continued)

순

번
부품명

설계 변경 사항
변경사유

2000년 3월 
조사시험 리그에 
적용사항

비  고 

(관련도면)001 002

12 Mini-Element Assembly

Lower 

Housing

20mm 두께 15mm 두께

하단, 상단 

하우징 두께를 

동일하게 함

Mini-element 

집합체 내 각 

부품의 변경은 

냉각수의 

유동량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또한 금번 40일 

간의 내구성 

실험에서도 

이상이 없었 

으므로 변경 된 

사항을 적용시키 

기로 함. 

DCP15-0308

연료봉 삽입 

원형 Hole

연료봉 삽입 

반달형 Hole

연료봉의 회전 

방지
DCP15-0308

Upper 

Housing
10mm 두께 15mm 두께

하단, 상단 

하우징 두께를 

동일하게 함
DCP16-0308

Housing 

Support

239.34mm 

길이
234.6mm 길이

Housing을 지지 

하는 기능을 

하므로 불필요 

한 길이를 줄  

으며, Housing 

의 두께 변화로 

하단부의 나사 

부위 길이 변경

DCP17-0308

상단 끝부분 

사각형 형태
원형 형태

원격 조립 시 

너트 및 와샤가 

용이하게 삽입 

되게 하기 위함

Housing 

Nut & 

Washer

동일 - 001과 동일
DCP18, 

19-0308

Endcap A 끝단 원형 반달형

하단 하우징 의 

Hole에서 

연료봉의 회전 

방지 및 원격 

조립 용이화

변경사항 적용 DCP22-0308

Endcap B 동일 DCP22-0308001과 동일

Element 

Tube

외경 12.7mm 12.12mm DUPIC소결체 

Spec과 

동일하게 함

- DCP21-0308
두께 0.889mm 0.66mm

Element 

Spring
동일 - 001과 동일 DCP23-0308

Fuel 

Specimen
동일 - 001과 동일 DCP24-0308

Space 

Block
길이 5mm 10mm

연료봉에 

장입시 

원격조립의 

용이화

변경사항 적용 DCP25-0308

Cooling 

Block
동일 - 001과 동일 DCP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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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Design provisions revised for DUPIC test rig (continued)

순

번 부품명

설계 변경 사항
변경사유

2000년 3월 
조사시험 
리그에 
적용사항

비  고 

(관련도면)001 002

13

Upper 

Support 

Tube

12*14mm의 3개 

Slot 

10*7.5mm의 3개 

Slot

slot의 높이 낮추어 

Mini-Element 

집합체의 볼트가 

조사기간중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변경사항 

적용 DCP27-0308

14

Top 

Guide 

Spring

-

스프링의 

끝단을 갈쿠리 

형태로 

변경하여 수평 

길이가 3.7mm 

늘어남

조사기간 중 

스프링이 상단 

가이드 및 Out 

Tube의 slot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변경사항 

적용 DCP29-0308

15
Upper 

Endplate 
동일 - 001과 동일 DCP28-0308

16
Grapple 

Head
길이 69mm 84.73mm

Grapple 헤드 Lock 

삭제로 15 mm 및 

하나로 Driver Fuel 

의 전체 길이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0.73mm를 

늘려 15.73mm 

연장

001과 동일 DCP31-0308

17

Grapple 

Head 

Lock

길이 15mm 삭제 001과 동일 DCP30-0308

18
Clamping 

Nut
동일

Grapple 헤드 에 

스크루를 삽입, 

Clamping 너트를 

고정시켜 조사 

기간 중 Clamp- 

ing 너트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 

(스크루는 방전 

시켜 Grapple 

헤드와 용접 

효과를 나타내어 

빠지지 않게 함.

001과 동일
 

DCP3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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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Average linear power of DUPIC mini-elements 

according to control rod positions in HANARO

조사 기간

(주)

Rod 위치

(mm)

 선출력(㎾/m)

DUPIC #1 DUPIC #2 DUPIC #3
0  350 38.12 36.430 37.270

1  360 38.54 36.832 37.682

2  370 38.96 37.234 38.094

3  380 39.38 37.636 38.506

4  390 39.80 38.038 38.918

5  400 40.22 38.440 39.330

6  410 40.94 39.126 40.034

7  420 41.66 39.812 40.738

8  430 42.38 40.498 41.442

9  440 43.10 41.184 42.146

10  450 43.82 41.870 42.850

Table 3.2.4 Minimum safety margin of stress loaded onto DUPIC 

cladding

Stress 

Category

Admissible Stress

(㎫)

Max. Equi. Stress

(㎫)

Min. Safety 

Margin

M 267.87 2.11 126.82

M+B 375.02 4.44 84.43

M+B+S 535.75 6.29 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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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UPIC pellet and 

cladding after the RIA accident

Time (sec)

Table 3.2.6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UPIC pellet and 

cladding after the locked rotor accident

Time (sec) center, p surface, p inner, c outer, c
0   2551   369   166   79   
1   2550   399   180   95   
2   2508   378   171   91   
3   2359   335   152   83   
4   2212   308   140   79   
5   2065   287   131   75   
6   1917   269   124   72   
7   1768   254   117   70   
8   1619   241   111   68   
9   1475   229   106   66   

10   1340   218   102   64   
12   1105   200   94   61   
14   924   184   88   59   
16   792   171   83   57   
20   624   152   7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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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DUPIC pellet for 

irradiation test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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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DUPIC mini-element for the 2nd irradiation test in HANARO.

0.6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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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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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Design specification of the DUPIC mini-element.

Mini-element(0.66m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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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block :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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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Design drawing of the DUPIC irradiation test rig.

Fig. 3.2.5 Set screw of grapp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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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Condenser welder of set screw.

Fig. 3.2.7 Parts of the DUPIC mini-element before 

endcap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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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Welding of the DUPIC mini-element.

Fig. 3.2.9 Inspection of the welded region by las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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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Drawing of element assembler.

  

Fig. 3.2.11 Element assembler in the 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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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Assembling of DUPIC mini-elements in 

DFDF.

Fig. 3.2.13 DUPIC irradiation rig assem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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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Parts of the DUPIC rig before assembling. 

Fig. 3.2.15 DUPIC rig assembling in 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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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Centerline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the irradiation test period in 

HANARO (expected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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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Gap size variation during the HANARO irradiation period (expected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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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Centerline and surface temperatures of the DUPIC pellet

(maximum lin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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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Ridge height variation during the HANARO irradiation period 

(expected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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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Stress distribution during the HANARO irradiation period (expected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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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Stress distribution during the HANARO irradiation period

(maximum lin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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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Temperature variation after the RIA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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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Temperature variation after the locked roto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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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Loading of the DUPIC rig in the HANARO OR4 

hole.

Fig. 3.2.26 Power history of the 2nd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in 

HANARO OR4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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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 3 차 DUPIC 소결체 조사시험 및 분석

1. 조사 시험 목적

DUPIC 소결체의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 목적은 낮은 출력 조건(예상 

최대 선출력: 48.9 kW/m)에서 장기 조사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출력 조건(최대 선출력: 59.2 kW/m)에서 DUPIC 소결체의 조사거동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수행된 제 2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에서 확인하 으며[3.3-1], 금번 조사시험은 제 2 차 조사시험보다 낮은 출력 

조건에서 장기 조사 거동을 확인하고자 계획하 다.

또한, 3 차 조사시험이 지난 2 차 조사시험과 다른 점은 계장 조사기술 

확보 및 하나로 OR4 조사공 내에서의 정확한 연소도 계산 등을 목적으로 

SPND를 이용한 계장 조사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장 조사시험

을 위해 DUPIC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의 설계를 변경하 고, 관련 Data 

Aquisition System 등도 개발하 다.

DUPIC 핵연료의 제 3 차 하나로 조사시험 기간은 2001년 6월 5일부터 

목표 연소도 약 7,000 MWd/tHM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2. 조사 조건

가. 조사 대상 핵연료

제 3 차 하나로 조사 시험의 대상 DUPIC 핵연료는 1986년 고리 1 호기

로부터 이송되어 현재 PIEF에 저장되어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G23)의 연료봉(G2)을 이용하여 DFDF(IMEF M6 셀)에서 제조된 DUPIC 소

결체를 5개씩 장입한 3개의 축소 핵연료봉이다.

DUPIC 소결체의 도가 이론 도(=10.784 g/㎤)의 94.5%일 때 소결체 

1개의 무게는 10.06g이다. 다음은 개략적인 DUPIC 핵연료 축소 핵연료봉 규

격 및 재질을 나타낸 것이다.

○ U-235 함량: 6.20 ㎎/g

○ Pu-239/241 함량: 4.76 ㎎/g, 0.599 ㎎/g



- 110 -

○ 축소 핵연료봉 피복관 및 봉단 마개 재질: Zircaloy-4

○ 축소 핵연료봉 길이:  199.82 ㎜ (Endcap 길이 포함)

○ 피복관 내경 및 두께:   10.80 ㎜,   0.66 ㎜

○ 내부 가스 및 압력:  He,   1.3 기압

○ 축소 핵연료봉 구성: spacer, 소결체(5), spacer, plenum with spring

○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구성: 3 개의 축소 핵연료봉 및 cooling block

나. 조사 조건

3 개의 축소 핵연료봉과 3 개의 SPND를 장착시킨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를 조사 시험용 DUPIC 계장 리그에 넣어 조립한 다음, 하나로의 정상 가동 

조건에서 OR4 조사시험 공을 이용하여 약 8 개월 동안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

정이다. 제 3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에 대한 상세한 하나로 조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조사공 : 하나로 OR4 조사공

○ DUPIC 축소 핵연료봉 선출력

MCNP 및 HANAFMS를 이용하여 DUPIC 축소 핵연료봉 속에 장전

된 5개의 DUPIC 소결체 stack의 축 방향 중심이 원자로심의 중심으

로부터 27.125 ㎝ 위에 위치할 경우의 선출력을 계산한 결과, 예상 하

나로 운전 모드 하에서 DUPIC 핵연료의 최대 선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3.3-2].

- 원자로 출력 :  24 MW

- 제어봉 위치 :  650 mm

- 정지봉 위치 :  완전 인출

- 최대 선출력 :  55.06 kW/m (Hot Spot)

○ 냉각수 유량 : 9.6 ㎏/sec

○ 냉각수 압력 : 0.4 ㎫

○ 목표 연소도 : 약 7,000 MW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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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전 검사

조사용 핵연료의 조사 전 성능 평가를 위한 노외 시험은 다음과 같은 항

목에 대하여 수행하 다.

○ 외관 검사: 조사 개시 전에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 부품의 외관 상

태와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치수: 조사 후 연소도에 따른 팽윤 현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 

전에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 부품의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한다.

○ 용접된 축소 핵연료봉은 He 누출 검사 등을 수행한다.

○ 핵연료 미세 조직 관찰: 조사로 인한 핵연료의 미세 구조 변화 등을 

조사 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파괴 분석용 

핵연료 시편을 이용하여  관찰한다.

- 소결체 도 및 결정립의 크기

- 소결체 표면 검사 및 표면 조도 등

4. 조사 후 평가 계획

하나로에서 조사한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은 IMEF 및 PIEF에서 

주로 수행하며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 다[3.3-3].

가. NDA 검사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한 축소 핵연료봉의 연소도를 γ-scanning 결과로 

평가하여 계산값과 비교한다. 

나. 외관 검사

조사 완료된 시험 핵연료 축소 핵연료봉의 외관 상태와 결함 유무를 육

안 및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외관 검사 결과, 이상 부위가 있으면 이 

부위에 대한 정  측정, 파괴 검사의 수행 여부 및 방법을 조사후시험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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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수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의 직경 및 길이, 틈새 길이 등에 대하여 조사 

전의 측정 치수와 비교한다.

라. 핵분열 기체 (fission gas) 분석

조사중에 축소 핵연료봉 내에 생성된 핵분열 기체를 피복관의 drilling 등

의 방법으로 천공하여 포집한 후 기체의 부피 및 성분을 분석한다.

마. 핵연료 미세 구조

조사로 인한 미세 구조 변화 및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반응 등을 비교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위를 관찰한다.

○ 결정립 크기 및 분포, 기공의 크기 및 분포, 크랙, 입자 성장 및 재구

조화 등의 핵연료 미세 구조 관찰

○ 핵연료와 피복관의 결합 상태

○ 봉단 마개의 용접 부위

핵연료의 미세 구조 및 bubble, 축소 핵연료봉 용접 부위 및 부식층 두께 

관찰을 위해 광학 현미경, SEM을 이용하며,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반응 분석

을 위해 EPMA를 이용한다. 

바. 연소도

Code 계산치 및 γ-scanning 측정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연소도에 따라 

시료를 취하여 핵물질 이동 절차에 따라 화학분석실로 이동한 후, 화학적 분

석 방법에 의하여 연소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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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핵종 분포 및 형상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을 수행한 후에 핵연료 내에 생성된 핵분열 물질의 

핵종 분포 및 분포 형상을 IMEF에 설치된 EPMA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의 주된 분석은 산화물 및 금속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조성과 

분포도 등이며, 이산화우라늄 내에 고용되어 있는 원소도 분석한다. 이 결과를 

열역학적 및 물리학적 성질과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5.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및 계장 리그 설계

가. DUPIC 소결체 설계

(1) DUPIC 소결체 조성

DUPIC 소결체는 고리 1 호기로부터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로서 1986년에 

PIEF로 이송하여 저장하고 있는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G2 핵연료봉을 

이용하여 제조한다.

G23-G2 핵연료봉의 제원 및 상세 연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제원

- 고리 1 호기 14x14 형 핵연료 집합체 (Westinghouse SFA type)

- Fuel rod 수 / 핵연료봉 길이: 179 개 / 3857 mm

- 핵연료봉 외경/피복관 두께/소결체 직경: 10.72mm/0.617 mm/9.294 

mm

- 초기 농축도: 3.21 %

- 집합체 평균 연소도 (측정치): 35,502 MWd/tU (4 주기 ∼ 7 주기)

- 방출일 : 1986. 10. 24.

- PIEF로 이송일 : 1990. 6. 1.

○ 연소 이력

- Cycle 4 : 261.21 EFPD

- Overhaul : 58 days

- Cycle 5 : 322.83 EFPD

- Overhaul : 89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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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6 : 288.40 EFPD

- Overhaul : 79 days

- Cycle 7 : 287.52 EFPD

- Total EFPD: 1159.96 days

○ G2 핵연료봉 특성

- Stack length: 3,667 ㎜

- Rod length: 3,885 ㎜

- DUPIC 핵연료 제조에 사용된 부분: 285 ㎜(하단) ∼ 3,300 ㎜(상

단)

- 상기 부분의 average burnup: 34,770 MWd/tU

- 상기 부분의 average specific power:  30.045 MW/tU

이상의 G23-G2 핵연료봉 제원 및 연소 이력을 기본 자료로 하여 

ORIGEN-2 코드로 계산한 DUPIC 소결체 조성을 Table 3.3.1에 나타내었다. 

Table 3.3.1에 표시한 조성은 계산된 모든 핵종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핵종 농

도가 1 g/MT-sample 이상인 핵종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 다.

DUPIC 핵연료를 하나로에 조사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노심 계산 체

계를 이용하여 DUPIC 핵연료를 OR4 조사공에 장전하 을 때의 예상 최대 

선출력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Table 3.3.1에 표시된 핵

종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노심 계산을 위한 DUPIC 핵연료 조성 결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3.3-4].

○ 핵종 농도 < 1.0E+00 :  고려 대상에서 제외

○ 1.0E+00 < 핵종 농도 < 1.0E+02 : 반응 단면적이 큰 원소만 선택

(Cd, Gd, Eu, Sm, U, Np, Pu, Am, Cm 만 선택 예정)

○ 핵종 농도 > 1.0E+02 : 모든 핵종을 선택

○ 단, 핵종 농도가 1 미만이어도 단면적이 매우 큰 Sm-151, Eu-152 및 

Gd-157은 노심 계산 시 고려 핵종으로 포함시킨다[3.3-5].

DUPIC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계산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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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조성 결정 요건에 부합되는 핵종만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2) DUPIC 소결체 제조

IMEF M6 핫셀에서 원격 공정으로 제조 가공하는 DUPIC 소결체는 다음

과 같은 설계 사양에 따라 엄격한 품질 보증(QA) 과정을 거쳐 제조되었다.

(가) 동위원소 및 불순물 함량

최종 단계에서의 소결체 내의 동위원소 및 불순물의 함량을 화학분석에 

의해서 명기하여야 하며, 화학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은 계산에 의한 결과를 명

시한다.

(나) 치수 및 마무리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의 상세 제원을 Fig. 3.3.1에 나타내었다. 소결

체의 표면 조도는 1.3 ㎛ AA보다 양호해야 하며 결함의 종류 및 크기를 명시

하여야 한다.

(다) 도

소결체의 도는 10.19 ∼ 10.58 g/㎤ 이내 이어야 한다.

(라) 미세 조직

미세 조직의 검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 미소결된 분말 입자의 존재 여부

○ 입도 크기

나. DUPIC 축소 핵연료봉 설계

2000년 수행된 DUPIC 소결체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5월부터 수행 예정인 DUPIC 소결체 조사시험을 위한 축소 핵연료봉

을 설계하 다. 지난 2000년에 조사된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소결체 단면 조직 사진을 보면 조사시험 선출력이 너무 높아 소결체 

중심부에 central void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3 차 조사시험

에서 DUPIC 핵연료의 선출력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소결체와 스프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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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순서를 바꾸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결체 stack의 축 방향 중심이 하나로 

중심으로부터 22.125 cm 위에 위치하게 된다.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 시험을 위한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제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Fig 3.3.2와 Fig. 3.3.3에 도시하 다.

 

○ Cladding Material: Zircaloy-4

○ Cladding Inner Diameter: 10.80 ㎜

○ Cladding Thickness : 0.66 ㎜

○ Gap size between pellet and cladding: 0.125 ㎜

○ Pellet diameter: 10.55 ㎜

○ Pellet length: 11.50 ㎜

이상의 제원 설명, Fig. 3.3.2 및 Fig. 3.3.3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제원은 

제 2 차 하나로 조사시험 시의 DUPIC 축소 핵연료봉의 제원과 동일하다

[3.3-1].

다. DUPIC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설계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설계 제원을 Fig. 3.3.4에 표시하 다. 금번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OR4 조사공의 열 중성자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housing support에 중심축 방향으로 홈을 파 각각 3개의 SPND를 1개씩 장착

시켰다(Fig. 3.3.5 참조).

라. DUPIC 조사시험 리그 설계 변경

금번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해 설계된 DUPIC 조사시험 리그의 명칭을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이라 명명하 다. 금번 조사시험에서는 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R4 조사공의 열 중성자속 측정을 위해 SPND 센서 

3개를 housing support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 으며, 이에 따라 

DUPIC 계장 조사시험 리그의 하나로 장전 방법이 1, 2 차 조사시험 때의 무

계장 조사시험 리그와는 상이하다. 즉, 침니 내부 지지대에 고정된 guide 

tube(외경 ø60.5, 내경 ø57.2) 내부를 통하여 DUPIC 리그를 장전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활한 장전을 위하여 DUPIC 리그의 외경을 ø2.7mm 축소시켰

으며, 이와 관련하여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등의 치수 또한 축소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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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큰 설계 변경 사항은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위치를 70mm 상승시

켜 선출력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 다는 것이다. 개략적인 설계 제원 등을 

Fig. 3.3.6에 표시하 으며, 상세한 설계 제원 등은 첨부된 “Instrumented 

DUPIC Rig"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다음은 DUPIC 조사시험 리그의 상세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1) 리그 하단부의 Bottom Guide 부분

○ Bottom Guide

- Bottom guide arm을 lower end-plate와 완전히 접촉시키기 위해 

접촉 부위의 형상을 하나로 핵연료봉과 동일하게 변경함.

- Bottom guide 하단 면을 하나로 18봉 연료봉과 같게 원형으로 

변경함.

- Bottom guide 외경을 ø58.4mm에서 ø55.998mm로 2.4mm 

축소시킴.

○ Bushing

- 스프링과 접촉 시 미끄럼 및 휨을 방지하기 위해 ø1mm 크게 

하여 스프링이 끼워지게 설계 변경함.

○ Lower end-plate 

- 외경을 ø59.3mm에서 ø56.6mm로 2.7mm 축소시킴.

- Bottom guide arm과 접촉되는 홈의 모양 변경함.

 

(2)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부분의 리그 중심부

○ Upper housing 및 lower housing

- 외경을 ø49.2mm에서 ø46.5mm로 2.7mm 축소함.

○ Housing support

- 길이를 234.6mm에서 330.6mm로 96mm 증가시킴.

- 위에서부터 축 방향으로 293.3mm까지 ø3mm hole을 가공함.

- 상단부에 M 1/16“ 나사 가공하고, 1/16" swage lock을 조립할 수 

있게 가공함.

   

(3) Top guide 부분에 접한 리그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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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 end-plate

- 외경을 ø59.3mm에서 ø56.6mm로 2.7mm 감소시킴.

- 계장 라인에 대한 간섭을 없애기 위해 내부의 8개 hole을 3개의 

hole로 축소 조정하 으며, hole 사이 간격을 6mm로 변경하 음.

(4) 외통 및 support tube

○ 외통

- 외경을 ø56mm에서 ø53.3mm로 2.7mm 감소시킴.

- 하단 면의 bottom guide arm과 접촉되는 부분의 홈 모양을 변경함.

 ○ Support tube

- Upper support tube 외경을 ø49.6mm에서 ø46.9mm로 2.7mm 

감소시킴. 또한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상승으로 인해 길이가 

97.18mm 에서 22.18mm로 70mm 감소됨.

- Lower support tube 외경이 ø49.6mm에서 ø46.9mm로 2.7mm 

감소됨. 또한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상승으로 인해 길이가 

428.51mm에서 498.51mm로 70mm 증가됨.

 

(5) Guide tube

○ DUPIC 리그의 계장선을 보호하기 위한 튜브로서 침니 지지대에 설치 

(Fig. 3.3.7 참조)

- OR4 조사공에 장착되는 Bush 간의 전체 길이는 2440.7mm임.

- 순환되는 냉각수의 방출을 위해 guide tube에 hole을 가공함.

- Guide tube 취급과 상부에 센서라인 고정을 위한 설계 사항을 

고려함.

마. 품질 보증 (QA)

DUPIC 핵연료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품질 

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 조사연료봉 He 누출 검사 (QRI-01-05-1)

○ 봉단 마개 용접 부위 조직 검사 (QRI-01-03-2)

○ 봉단 마개 치수 검사 (QRI-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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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관 치수 검사 (QCI-01-05-8)

○ Mini-element 치수 검사 (QCI-01-05-6)

○ 인코넬 스프링 치수 검사 (QCI-01-05-10)

○ 알루미나 spacer 치수 검사 (QCI-01-05-9)

위와 같은 품질 보증 문서에 규정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시험 항목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을 만족시켜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을 

제조하 으며, 상세 설계 및 제조 사항은 다음의 제조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

다.

○ DUPIC 핵연료 소결체 제조 보고서 (QR-01-01 Rev. 0)

○ DUPIC mini-element 제조 보고서 (QR-01-04 Rev. 0)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용 리그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품질 보증 기준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품질 관리 지침서에 따라 조립과 조립 후 검사

를 실시하 다.

○ DUPIC 조사시험 리그 제조 보고서 (EMR)

○ DUPIC 조사시험 리그 조립 보고서 (QCI-01-03 Rev. 0)

6. 안전성 분석 및 평가

하나로를 이용한 DUPIC 소결체 조사 시험을 2001년 5월 23일부터 약 8 

개월 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상 상태 원자로 조건에서 DUPIC 핵

연료의 핵적, 열수력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 분석과 사고 상태에서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 다.

가. 안전성 분석 방법

핵적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MCNP를 이용하여 제어봉 위치 

변화에 따른 DUPIC 핵연료의 선출력 변화를 분석하 다. 대상 노심으로 현재 

운전 중인 노심을 선정하 으며, 분석 대상 하나로 노심은 R02 및 R19위치를 

제외한 모든 핵연료 장전 위치에 해당 핵연료 다발이 장전된 노심으로서 열 

출력은 24MW이다. 이 분석 결과를 하나로의 노심 관리 체계로 분석한 결과

와 비교 평가하여 하나로 노심 관리 체계(이하 HANAFMS로 표기)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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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오차를 평가하고, 현재 운전 중인 노심에 대하여 이 분석 결과를 적용하

여 운전 중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을 도출하 다.

정상 운전 및 사고 시 DUPIC 핵연료 거동은 HANARO 노심 입/출구 거

동을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계산하 다. 3 개의 DUPIC 핵연료 축소 핵연료

봉이 조사되나, 조사 다발의 구조 상 각 냉각 채널 사이의 냉각수 교환이 거

의 없으므로 독립적인 냉각 채널을 갖는 단일 채널로 모사하 다. 그리고, 기

하학적 제원과 유량 및 압력의 경계 조건은 하나로의 운전 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용하 으며, 냉각수 유속은 열유동 시험 결과에 의하여 9.049 m/s를 사용하

다. 채널 입구 온도를 40 ℃로 하고, 조사 조건 과도 거동은 열 전달에 따라 

계산하 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핵연료의 특성 변화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

다.

하나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중에 제한적인 사고로 반응도 사고에 대해

서는 제어봉 인출 사고(RIA, Reactivity Induced Accident), 그리고 비반응도 

사고에 대해서는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 평가하 다. 이들 2 가지 대표적

인 사고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로 노심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다고 말 할 수 있다.

HANAFMS를 이용하여 계산된 최대 선출력 값을 근거로 위의 2 가지 

사고에 대해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 및 피복관 온도를 핵연료 성능해석 코드

인 FEMAXI-IV를 사용하여 HANARO 조사 기간 중 DUPIC 핵연료봉의 열

적 거동을 해석하 다. 이 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사고해석 

코드인 MARS를 이용한 핵연료 온도 분포도 함께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 다.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허용 기준(용융 온도: 2,668 ℃, ONB: 125 ℃)

과 비교하여 그 안전성을 평가하 다.

나. 정상 상태의 DUPIC 핵연료 특성 분석

(1) 핵적 특성

(가) 반응도

그 동안 2 차례(1999년, 2000년)에 걸친 DUPIC 핵연료에 대한 조사 시험

을 통하여 반응도 값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나로 운  기술 지침서에서 요구

하는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번에 조사시킬 DUPIC 핵연료의 위치는 원자로 중

앙을 기준으로 위로 24.25 ∼ 30cm로, 이전 2 차례에 걸친 조사 시험 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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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15 ∼ 20cm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DUPIC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

했을 때 반응도 값은 이전의 시험 때보다 작기 때문에 반응도 관점에서 캡슐

의 설계는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나) 선출력 분석

DUPIC 조사시험 리그가 조사공 OR4에 장전되었을 때 선출력 분석은 새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에 DUPIC 조사시험 리그가 장전되었을 때의 선출력과 

현재 운전중인 운전 노심에 DUPIC 조사시험 리그가 장전되었을 때를 대상으

로 하 다.

새 핵연료가 장전된 노심에서 DUPIC 핵연료봉의 선출력은 MCNP 코드

와 HANAFMS로 계산하 다. 연소 기능을 가진 HANAFMS는 기하학적 모델

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DUPIC 조사시험 리그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데  

제약이 있는 반면, MCNP는 기하학적 모델링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소 계

산 체계가 미비하다. 따라서 DUPIC 조사시험 리그를 새 핵연료로 구성된 노

심(비연소 노심)에 장전되었다고 가정하고 MCNP와 HANAFMS로 선출력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 분석 결과와 운전 노심에서 HANAFMS로 분석한 결

과를 이용해서 DUPIC 시험용 캡슐이 운전 노심에 장전되었을 때의 선출력을 

평가하 다. 

비연소 노심에서의 MCNP와 HANAFMS의 선출력 비교

새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에서 제어봉이 600 mm에 위치한 경우 MCNP로 

계산한 DUPIC 핵연료의 선출력은 Table 3.3.2과 같다. 제어봉 위치 600 mm

는 운전 중 예상되는 제어봉의 최대 위치로서 기존 1, 2차 조사 시험 분석에 

의해 최대 선출력을 보이는 조건이다.

최대 선출력(hot spot 선출력)은 봉 1의 아래쪽에 위치한 소결체에서 

33.80 kW/m로 평가되었다. 봉 평균 선출력은 노심 중심에 가까운 봉 1과 봉 

3이 오차 범위 내의 값을 보이므로 최대 봉 평균 선출력과 최대 선출력이 각

각 다른 봉에서 나타났다. HANAFMS로 계산한 새 핵연료 노심에서 DUPIC 

핵연료의 봉 평균 선출력은 Table 3.3.3과 같다. HANAFMS로 평가한 DUPIC 

핵연료의 최대 봉 평균 선출력은 봉 3의 28.83 kW/m로 평가되었다. DUPIC 

핵연료가 장전된 DUPIC 리그의 평균 선출력은 Table 3.3.4에 표시된 것과 같

이 HANAFMS가 5.56%, 그리고 최대 봉 평균 선출력도 HANAFMS가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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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 2 차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분석에 따르면 DUPIC 리그의 평균 

선출력은 제어봉의 위치가 높아져 그 향이 적어질수록 MCNP와 

HANAFMS의 계산 결과의 상대 오차가 적어져 제어봉 위치 300 mm에서 

7.83%로부터 600 mm에서 2.04%로 상대 오차가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 분석

에서 DUPIC 리그의 평균 선출력이 제어봉 위치 600 mm에서 5.56%의 상대 

오차를 보인 것은 DUPIC 축소 핵연료봉 내 소결체 stack의 실제 길이는 5.75 

cm이나 HANAFMS의 모델링 제약으로 5 cm으로 분석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운전 노심에서의 선출력 비교

운전 노심에서 DUPIC 핵연료의 선출력 계산은 10-1-3주기 노심에 장전

하 다고 가정하여 수행하 다. 10-1-3주기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연소도는 

Fig. 3.3.8과 같다.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은 노심 OR5에서의 UMo 핵연료 

조사시험과 같은 시기에 실시하므로 이를 반 하 다.

HANAFMS를 이용하여 운전 노심에 DUPIC 핵연료가 장전되었을 경우

에 대한 선출력 계산은 Xe이 없는 상태와 Xe 평형인 상태에 대하여 제어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행하 으며, 계산 결과는 Table 3.3.5에 정리하 다. 운전 

노심에서 DUPIC 핵연료의 선출력은 Xe 평형 상태에서 제어봉이 인출되면서 

높아진다. 이는 DUPIC 핵연료의 위치가 원자로 중앙에서 250mm ∼ 300mm 

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가 650mm일 때 43.8kW/m로 평가되었다. 실

제 원자로 운전은 제어봉이 600mm까지 도달하면 핵연료를 교체하기 때문에 

제어봉이 650mm까지 인출되는 경우는 없으나,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되어 재

기동할 경우 Xe의 향으로 제어봉이 650mm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

상태에서의 핵연료 중심 온도 계산은 제어봉 위치가 600 mm 및 650 mm일 

때 모두 수행하여 조사 시험 중 최대 제어봉 위치에 따라 시험 핵연료의 최대 

중심 온도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 해석 시에는 사고와 원자로 

재기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어 이를 

배제하고, 제어봉 위치 600 mm일 때의 최대 선출력으로 핵연료 건전성 평가

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DUPIC 핵연료 장전 시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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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FMS로 계산한 Xe 평형 상태에서의 최대 봉 평균 선출력 값에 

HANAFMS의 hot spot 예측 불확실도 (최대 봉 평균 선출력 교정 인자 

26.39/28.83 * 축 방향 첨두 출력 인자 33.8/26.39) 17.2%와 hot spot 위치에서 

MCNP의 상대 통계 오차, 0.0621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또한, 현재 원자로는 

반사체 역의 조사공에 알루미늄 마개를 설치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OR4

에서 열 중성자속 증가 0.98%를 고려하면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선

출력은 다음과 같다.

○ 제어봉 600mm: 38.9kW/m×1.172×(1+0.0621)×1.0098 = 48.90 kW/m

○ 제어봉 650mm: 43.8kW/m×1.172×(1+0.0621)×1.0098 = 55.06 kW/m

(2) 열수력적 특성

(가) 온도

핵연료 성능해석 코드인 FEMAXI-IV를 사용하여 HANARO 조사 기간 

중 DUPIC 핵연료봉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 다. 비교를 위해 사고 해석 코드

인 MARS를 이용하여 핵연료 온도 분포도 함께 계산하 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사 시험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DUPIC 핵연

료의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의 위치가 650 mm일 때의 55.06 kW/m이다. 이 경

우에 대해 FEMAXI-IV와 MARS로 계산한 DUPIC 소결체 최대 중심 온도는 

Table 3.3.6에 정리한 것과 같이 2330 ℃와 2510 ℃로 각각 나타나 예상 용융

점(2668 ℃)보다 낮다. 또한, 피복관의 외부 표면 온도도 각각 89 ℃와 82 ℃

로서 포화 온도(125 ℃) 이하이므로 정상 운전 중 핵연료 안전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동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에 대한 압력 강하 및 진동 실험을 수행

하 다. 압력 강하 실험으로부터 200 kPa의 압력 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약 

9.049 kg/s로 측정되었으며, 진동 실험 결과 진동 주파수 역은 약 5∼32 Hz 

범위로 나타났다.

측정된 RMS 변위는 12.7 μm 이하이며,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의 최대 진동 변위는 40.015 μm 이하의 매우 낮은 범위로 관찰되었

다. 본 실험으로부터 200 ㎪의 압력 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9.049 ㎏/s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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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용 기준치인 12.7 ㎏/s 보다 작아 기준을 만족하 고, 진동 주파수 

역 및 측정된 RMS 변위도 하나로 제한 조건을 만족하 다.

상세 실험 방법 및 조건, 그리고 실험 결과 분석 사항은 기술보고서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 수력 시험(KAERI/TR-1806/2001)"에 기술

되어 있다.

(3) 기계적 특성

(가) 피복관 응력 해석

DUPIC 축소 핵연료봉 피복관의 응력 계산 및 결과 해석은 독일 KWU의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설계 기준을 인용하 다. 피복관 응력을 크게 구분하면 

primary membrane stress(M), primary bending stress(B), 그리고 secondary 

membrane and bending stress(S)로 분류할 수 있다. DUPIC 축소 핵연료봉 

피복관으로 사용된 Zircaloy-4 튜브에 대한 허용 응력 및 설계 기준치는 다음

과 같다.

○ Yield strength (Rp0.2): 414.58 ㎫

○ Ultimate tensile strength (Rm): 535.75 ㎫

○ 설계 기준치

- M = min(0.9Rp0.2 / 0.5Rm) 267.88 ㎫

- M+B = min(1.35Rp0.2 / 0.7Rm) 375.02 ㎫

- M+B+S = min(2.7Rp0.2 / 1.0Rm) 535.75 ㎫

DUPIC 축소 핵연료봉 피복관에 대한 응력 계산치 (maximum equivalent 

stress) 및 이를 위의 설계 기준치와 비교한 minimum safety margin을 Table 

3.3.7에 정리하 다.

(나) 피복관 변형 및 응력 해석

DUPIC 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온도 해석에서 사용

된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인 FEMAXI-Ⅳ를 사용하 다. 조사시험 기간 중 하

나로는 예상 최대 선출력인 55.06 kW/m으로 3일 운전한 다음, 4일 가동 정지

하는 방식으로 운전한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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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동안 소결체와 피복관의 틈새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피복관의 

Ridge가 최대 9.76 ㎛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피복관 상단 부위에서 중간 부분

까지에서 9.76 ㎛ 만큼 발생하 다. 이 결과는 소결체와 피복관이 착됨으로

써 나타난 결과이다.

한계 출력시 연료봉에 미치는 각각의 응력 결과는 Circumferential 

Stress의 경우 51.4 ㎫, Axial Stress는 36.2 ㎫, Radial Stress는 18.6 ㎫, 

Equivalent Stress의 경우  70.1 ㎫로 나타났다. 이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틈새

가 착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로써 평균 선출력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 기계적 건전성

조사시험 기간 중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내구성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시험은 압력 강하 실험 결과에 

의해 분석된 200 kPa의 압력 강하 발생 유량(9.049 kg/s)의 110% 유량인 

9.954 kg/s 유량 조건에서 40 일간 수행되었다.

 내구성 실험 기간 중 약 10일 간격으로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에 대한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 다. 실험 종료 후에 총괄적인 내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support tube와 축소 핵연료봉 사이의 접촉 부

위에서 약간의 surface scratch가 발생하 으나, 전체적으로 인식할만한 마모

나 부식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세 내구성 시험 방법 및 조건, 그리고 시험 결과 분석 사항은 기술보고

서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 내구성 시험(KAERI/TR-1810/2001)"에 

기술하 다.

다. DUPIC 핵연료에 의한 사고 유발 시 하나로 위해도 평가

(1) DUPIC 핵연료에 의한 제어봉 인출 가능성

DUPIC 핵연료가 장착된 캡슐을 하나로 노심 내에 장전할 경우, 이미 설

치된 모의 다발에 비하여 0.18 mk의 정반응도 삽입 효과가 있다. DUPIC 핵연

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리그는 하나로 핵연료다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로 

노심에 고정되므로 하나로 가동 중 인출(ejection)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DUPIC 조사 시료에 의한 제어봉 인출 사고의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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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손 평가

정상 상태 DUPIC 핵연료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열수력적 건전성을 확인

하 으며, 조사시험용 캡슐에 대한 진동 시험 결과에 따라 DUPIC 핵연료의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DUPIC 핵연료 축소 핵연료봉의 설계 및 제조에 있어 엄격한 품질 

관리(QA)를 통해 제조 결함을 제거하 으므로, 하나로 조사시험 중 DUPIC 

핵연료의 파손 가능성은 없다.

라. 하나로 유발 사고 시 DUPIC 핵연료 건전성 평가

하나로 유발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조사시험 중인 DUPIC 핵연료의 건

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 해석 코드인 FEMAXI-IV와 사고 해석 코드인 

MARS를 사용하 다. 사고 해석은 하나로 유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로 

알려져 있는 제어봉 인출 사고 및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서 분석하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정된 사고와 원자로 재기동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고 해석의 경우 

핵연료의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가 600 mm일 때의 48.90 kW/m를 기준

으로 하 다. FEMAXI-IV 및 MARS 계산 과정에서의 기본 가정은 온도 분

포 계산에서의 가정 사항과 동일하게 하 다.

(1) 하나로 제어봉 인출 사고

하나로의 원자로 상태 I 및 II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간주되는 제어봉 

인출 사고 시, 시간에 따른 DUPIC 핵연료 온도 변화를 FEMAXI-IV로 분석

하여 Fig. 3.3.9에 나타내었으며, MARS로 계산한 소결체 및 피복관 온도와 

DNBR 변화를 Fig. 3.3.10에 도시하 다. 이 사고에서는 냉각 조건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노심 출력은 사고 3.77초 후 최대 129.3% FP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핵연료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와 MDNBR은 노심 최대 

출력 시점보다 0.5∼1.1 초 느리게 나타난다.

FEMAXI-IV 분석 결과에 의하면, DUPIC 소결체의 최고 중심 온도는 

2590.9 ℃로서 용융 온도인 2,665℃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피복관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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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표면 온도 역시 96.4℃로서 포화 온도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

사 시료의 건전성에는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MARS로 평가된 핵연료 중심 및 피복재 최고 온도는 2604℃와 85℃로서 

각각 용용 온도와 포화 온도 이하이다. 또한 MDNBR은 18.5로 평가되므로 조

사 시료의 건전성은 유지되며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DNB는 핵연료의 기하학적 모양, 재료, 냉각수 유속, 온도, 압력 등 많은 

조건에 향을 받으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핵연료의 조건에 적합한 상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평가에는 DUPIC 핵연료의 조사 조건과 유사한 적용 범

위를 가지고 있는 Savannah River 상관식을 사용하 다[3.3-6]. 상관식의 적

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사용 가열봉 직경: 1.27 cm, 1.91 cm, 2.54 cm 

○ 유속: 4.6 ∼ 19.5 m/s

○ Subcooling: 4℃ ∼  89℃

○ 압력: 2 ∼ 6.5 bar

상관식의 적용 불확실성을 공학적 판단에 따라 고려하더라도 평가된 

MDNBR 값은 여유도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2) 펌프 축 고착 사고

하나로 원자로 상태 III 및 IV에서 열수력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펌프 축 고착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노심 출력이 감

소하지만 노심 출력이 높은 상태인 사고 후 2 초 이내에 유량이 최저 63%F.F

까지 감소하는 사고이다.

FEMAXI-IV로 사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3.3.9에 도시하 다. 핵

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094.0 ℃로써 용융 온도 보다 낮고, 최고 표면 온도는 

83.8 ℃로서 포화 온도 이하이므로 조사 시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MARS로 평가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소결체 및 피복관 온도와 DNBR 

변화를 Fig. 3.3.12에 나타내었다. 핵연료 중심 및 피복관 최고 온도는 용융 온

도와 포화 온도보다 낮은 2502 ℃와 105 ℃로서 각각 나타났고, MDNBR은 

15.1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MARS로 평가한 경우에도 조사 시료의 건전성은 

유지되며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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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하나로 사고시 안전성 분석 

하나로의 원자로 상태는 정상 운전, 예상 운전 과도 상태, 사고 및 제한 

사고로 분류된다.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2 가지 사고

(제어봉 인출 사고와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검증

되었으나, 이외의 원자로 상태에 대해서도 냉각 조건 변화와 노심 출력의 상

대적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 다.  

(가) 예상 운전 과도 상태

일차 계통 냉각 상실

일차 냉각 계통 펌프 1대의 고장으로 냉각수 유량이 줄어드나, 펌프의 플

라이휠의 작용으로 펌프 축 고착 사고에 비해 압력 및 유량 변화가 훨씬 천천

히 감소하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

적이다. 즉, 일차 계통 냉각 상실 사고는 70%F.F 유량 감소까지 12 초 이상 

소요되나, 펌프 축 고착 사고에서는 1 초 정도 소요된다.

외부 전원 상실

두 대의 펌프가 동시에 정지하지만 역시 플라이휠의 작용으로 초기 유량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며(70%F.F로 유량 감소까지 5초 소요), 또한 전원 상실

과 동시에 원자로가 정지되어 노심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우회 유동 조절 상실

우회 유동 밸브가 고장이 발생하여 완전 개방되더라도 노심 유량의 변화

는 3%의 감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는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

나 약간 증가할 것이고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이므로 펌프 고착 사고 가 제한적이다. 

이차 계통 냉각 상실 및 반사체 계통 냉각 상실

일차 계통 냉각 조건 및 노심 출력에는 직접적 향이 없어 핵연료 온도

와 MDNBR 등 안전성 변수에 즉각적인 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전성에 향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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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운전 사고

사고 시 노심 최대 출력이 1%F.P 미만이므로 안전성에 향은 없다.

 

실험 시료 인출

사고 후 최대 출력이 128.23%F.P까지 증가한다. 제어봉 인출 사고보다 

최대 출력이 약간 낮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제어봉 인출 사고가 제

한적이다. 

냉수 유입

원자로 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서 노심 최대 출력은 64%F.P 이

하이므로 DNB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나) 사고

냉각재 유출 사고

사고에 따른 노심 냉각 유량의 감소는 2%에 불과하고 원자로는 운전원

이 이상을 확인하고 정지시키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정상 운전 조건

과 약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중수 누출 사고 

이 사고는 방사능 누출 사고로서 일차 계통 냉각 조건 및 출력에는 직접

적   향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 등 안전성 변수에 즉각적인 

향을 주지 않는다. 

중수 배관 파손 사고 

사고 약 159초 후에 노심 출력이 최대 125.8%F.P까지 증가하나 제어봉 

인출 사고에 비해 출력 증가 속도도 느리며 최고 값도 작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와MDNBR은 제어봉 인출 사고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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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수조 및 핵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 취급 사고

일차 계통 냉각 조건에는 직접적 향이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와 

MDNBR에 미치는 향은 없다.

   

(다) 제한 사고

지진 및 빔 튜브 파단 사고

이 사고는 수조수의 원자로실 방출이 염려되는 사고일 뿐 초기 유량 및 

노심 출력 변화는 전원 상실 사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도 사고 동안 

핵연료 온도와 MDNBR은 앞서 계산된 펌프 고착 사고가 제한적이다. 

유동 차단 사고

이 사고 시 DUPIC 조사 핵연료의 방사선원은 HANARO 핵연료 다발의 

방사선원의 3% 미만이므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다.

7. 안전성 분석 결론 및 대책

가. 분석 결론

정상 운전, 펌프 축 고착 사고 및 제어봉 인출 사고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NB 측면에서 HANARO에서 조사 시험 시 DUPIC 핵연료 건전성은 

충분히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핵연료 중심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 이하로 충분히 유지되며, 피복

관 외부 온도도 냉각수가 단상 유동을 유지할 정도로 낮음.

나. 추가 안전 대책

위의 분석과 같이 최대 선출력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정상 운전 제

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펌프 축 고착 사고 및 제어봉 인출 사고의 

경우 출력의 overshoot에 따른 핵연료 중심 온도 허용 기준은 만족하고 있으

나, RPS Trip setpoint를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면, 각각의 사고 경우에 대

해서 추가의 열적 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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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RPS trip setpoint

▶ RRS trip setpoint bypass

▶ 1st RPS trip setpoint (High Linear Power: 115% FP) bypass

▶ 2nd RPS trip setpoint (High Log Rate: 8% PP/sec) actuation

☞ 128.9 %FP까지 도달

열적 여유도 확보를 위한 RPS trip setpoint 조정

- High Linear Power : 110% FP

- High Log Rate : 6% PP/sec

☞ RIA 사고 시 108.5 %FP까지 도달 → 충분한 열적 여유도 확보

8. 조사시험 및 결과 분석

가. 조사시험 리그의 원격 조립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와 축소 핵연료봉 조립용 부품이 준비되면 

DFDF 내에서 피복관에 5개씩의 소결체를 장입한 다음, 원격 레이저 용접기로 

봉단을 용접하여 봉한다(Fig. 3.3.13, 14). 이 3 개의 축소 핵연료봉을 원격 

축소 핵연료봉 조립기를 이용하여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로 조립한 다음, 

IMEF M1 핫셀로 이송한다. 이송된 축소 핵연료봉 집합체 및 리그 부품을 이

용하여 DUPIC 조사시험 리그를 조립한 후 하나로 저장조로 이송한다(Fig. 

3.3.15, 16).

나. 하나로 장전 및 Data Acquisition System 

3차 조사시험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계장 조사시험기술을 확보하고, 하나

로 OR4 조사공 내에서의 정확한 연소도 계산을 위해 SPND를 이용하는 계장 

조사시험이다. 따라서 1차와 2차 조사시험과는 다르게 DUPIC 리그를 장전하

는데, 먼저 DUPIC 리그는 하나로 수조에서 끌어올린 SPND 선과 함께 엉키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미리 설치된 안내관 상부까지 운반한다. 다음 안내관 

뚜껑을 열고, SPND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안내관 내부에 리그를 장전한다. 

Fig. 3.3.17은 조사시험을 위하여 조립된 DUPIC 리그를 하나로 연구로 OR4에 

장전하는 사진이다. 장전 후 SPND 선은 하나로 동남쪽 트렌치를 통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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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층 난간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하 다. 이을 위해 조사시험 중 

리그에 설치된 3개의 SPND로부터 열중성자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Fig. 3.3.18 및 Fig. 3.3.19와 같이 개발하 다. SPND는 열중성자속 크기에 따

라 0∼2000 nA의 전류를 발생시키므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호증폭기

(amplifier)는 이 신호를 0∼10 Volt로 증폭시킨 후 PLC와 인터페이스된 PC에 

모니터링 하게 된다.

나. 열중성자속 측정 및 선출력 평가

(1) 열중성자속 측정

2002년 6월 5일부터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설치된 3개 SPND의 열중성

자 값은 1 개는 전혀 출력 값이 나오지 않아 핫셀 조립 중 단선된 것으로 판

단되며, 2 번째는 출력 값이 변화가 크게 움직이므로 이것도 조립과 운반 취

급 중 센서의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3 번째 센서의 출력은 

매우 안정되게 모니터링 되어 이 값을 SPND 출력 값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Fig. 3.3.20은 샘플링 시간을 4초로 하여 리그 장전 후 2주차 모니터링된 

SPND 데이터인데 원자로 기동 후 출력이 0 MW 에서 24 MW로 변화함에 

따라 SPND 값은 0 ∼ 0.5x10
14
 n/cm

2
･sec 의 열중성자 값을 보 다. 보통 하

나로 운전은 특별한 실험이 없는 한 일주일 단위로 24MW 출력으로 3일 운전 

후 4일 정지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조사시험 기간 중 하나로 정기검사가 11월

에 수행되었는데, 이때 리그의 인출과 재장전을 하 다. 재장전 후 센서가 단

선되어 더 이상 SPND를 이용한 열중성자속 측정 실험은 수행되지 못하고 조

사시험만 계속 진행하 다.

Fig. 3.3.21은 장전 후 센서 선이 단선 될 때까지 측정된 값으로 SPND값

은 하나로 운전과 동일한 경향으로 안정되게 측정되었다. Fig. 3.3.21에서 보면 

측정된 열중자의 평균값은 0.45x10
14
 n/cm

2
･sec 이며, 최대값은 0.54x10

14
 

n/cm
2
･sec로 8월에 약 10 일 동안 재료 계장 캡슐 조사 실험이 수행된 기간에 

측정되었다.

(2) 선출력 평가

하나로 OR4에서 조사시험 중 측정된 평균 열중성자 값 0.45x10
14
 n/cm

2
 

･sec 을 가지고 DUPIC 소결체의 선출력을 계산하 다. 계산식은 r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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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성자 속 Ø(r), 핵분열 단면적 Σf(r), r로 표시한 지점에서 단위 체적 단

위 시간 당 일어나는 핵분열의 반응 수는 Ø(r)․Σf(r) 이며, 이들 핵분열 반

응으로 이 지점에서 단위 체적 단위 시간 당 생성되는 열에너지 P(r)은 P(r) 

= k․Ø(r)․Σf(r) 이다. 여기서 k는 매 핵분열 당 발생하는 열 에너지이며, Σ

f(r)는 Nf(r)․σf 이다.

 

 

핵분열성 원자핵의 수 도 Nf = 도/270 x 6.023 x 1023 x D에서 소결

체의 도 10.2, 농축도 D = 1.134%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Nf = 2.582 x 

1020 = 2633.6으로 계산된다. 또한 σf (U-235) = 557 barns,  σf (Pu-239) = 

742 barns이고, 핵분열 원소인 U-235,  Pu-239,  Pu-241의 평균 k  값 250.67 

MeV 을 사용하면 평균 선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k․Ø(r)․Σf(r)

  = k․Ø(r)․Nf(r)․σf 

  = 250.67 x 0.45 x 1014 x 2.582 x 1020 x 649.5 x 10-24 MeV/cm
3
･sec

  = 33.5 kW/m  (평균 선출력)

계산된 평균 선출력 값은 하나로 노심관리 코드에 의해 계산된 Fig. 

3.3.22의 선출력 이력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선출력의 경향은 측정된 Fig. 

3.3.21의 SPND 출력 값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므로 계산된 평균 선출력 값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사시험 이력 분석

DUPIC 핵연료 연구시설(DFDF)에서 제조된 DUPIC 핵연료에 대한 3차 

조사시험을 2001년 6월 5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약 8 개월 동안 하나로에

서 수행하 다. 이를 위해 OR4 조사공 내 열중성자속 평가를 위하여 DUPIC 

축소 연료봉 주위에 3개의 Rh-type SPND를 장착한 계장 리그를 이용하 다. 

조사 기간 동안의 출력 이력은 Fig. 3.3.22와 같으며, 평균 선출력은 29.4 

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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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 그리고 최대 선출력은 39.3 kW/m로 평가되었다. 제 3 차 조사시험 

DUPIC 핵연료의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3500 MWd/tHM로 평가되었으며, 목

표 연소도인 7000 MWd/tHM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 이는 하나로 운전 조건

에 의해 축소 핵연료봉의 선출력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2001년 11월 

약 40 일간의 검사 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간이 축소된 이유로 해

석할 수 있다.

조사된 DUPIC 핵연료는 IMEF로 이송하여 현재 조사후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 1 개의 축소 핵연료봉은 2002년에 수행될 제 4 차 하나로 조사

시험 시 목표 연소도에 보다 가까이 연소시키기 위하여 연장 조사시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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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omposition of DUPIC fuel calculated by ORIGEN-2

(unit: g)

N 14 2.20E+01 PD 104 2.32E+02 SM 147 1.85E+02
O 16 1.19E+05 PD 105 3.59E+02 SM 148 1.69E+02
O 17 4.83E+01 PD 106 3.36E+02 SM 149 2.97E+00
O 18 2.74E+02 PD 107 2.07E+02 SM 150 2.80E+02
F 19 9.51E+00 PD 108 1.42E+02 SM 151 1.15E+01
NA 23 1.33E+01 PD 110 4.66E+01 SM 152 1.20E+02
MG 24 1.42E+00 KR 84 1.06E+00 SM 154 3.48E+01
AL 27 1.48E+01 KR 86 1.77E+00 EU 151 1.22E+00
SI 28 9.88E+00 RB 85 1.04E+00 EU 152 2.34E-02
P 31 3.11E+01 AG 109 7.05E+01 EU 153 1.14E+02
CL 35 3.20E+00 CD 110 9.28E+00 EU 154 1.15E+01
CL 37 1.19E+00 CD 111 7.14E+00 EU 155 1.97E+00
CA 40 1.72E+00 CD 112 5.19E+00 GD 154 2.43E+01
V 51 2.64E+00 CD 114 7.38E+00 GD 155 1.02E+01
CR 52 2.99E+00 CD 116 2.28E+00 GD 156 5.99E+01
MN 55 1.46E+00 SN 116 8.83E+00 GD 157 1.05E-01
FE 56 1.47E+01 SN 117 7.76E+00 GD 158 1.80E+01
NI 58 1.42E+01 SN 118 8.42E+00 GD 160 1.68E+00
NI 60 5.80E+00 SN 119 7.84E+00 TB 159 2.48E+00
ZN 64 1.70E+01 SN 120 8.84E+00 U 234 1.78E+02
ZN 66 1.01E+01 SN 122 8.61E+00 U 235 6.20E+03
ZN 67 1.49E+00 SN 124 1.17E+01 U 236 3.61E+03
ZN 68 7.00E+00 SN 126 2.53E+01 U 238 8.38E+05
RB 87 2.27E+00 TE 128 1.02E+00 U 239 0.00E+00
SR 88 3.25E+02 TE 130 3.30E+00 NP 237 4.60E+02
SR 90 3.59E+02 I 129 1.66E+00 PU 238 1.44E+02
Y 89 4.24E+02 CS 133 1.04E+01 PU 239 4.76E+03
ZR 90 1.56E+02 CS 135 3.43E+00 PU 240 2.01E+03
ZR 91 5.49E+02 CS 137 8.16E+00 PU 241 5.99E+02
ZR 92 5.95E+02 BA 134 1.60E+02 PU 242 4.51E+02
ZR 93 6.69E+02 BA 136 2.00E+01 AM 241 5.57E+02
ZR 94 6.92E+02 BA 137 3.35E+02 AM 242M 1.72E+00
ZR 96 7.45E+02 BA 138 1.19E+03 AM 243 9.49E+01
MO 92 1.23E+00 LA 139 1.13E+03 AM 244M 0.00E+00
MO 95 6.87E+02 CE 140 1.15E+03 AM 244 0.00E+00
MO 96 3.78E+01 CE 142 1.05E+03 CM 244 1.82E+01
MO 97 7.24E+02 PR 141 1.04E+03 CM 245 1.08E+00
MO 98 7.46E+02 ND 142 2.59E+01
MO 100 8.52E+02 ND 143 7.16E+02
TC 98 4.45E-03 ND 144 1.24E+03
TC 99 7.06E+02 ND 145 6.22E+02
RU 100 9.73E+01 ND 146 6.44E+02
RU 101 7.04E+02 ND 148 3.44E+02
RU 102 7.08E+02 ND 150 1.65E+02
RU 104 4.98E+02 PM 147 3.82E+00
RH 103 4.10E+02 TOTAL 1.0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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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Linear power of DUPIC fuel calculated by MCNP

(fresh core, control rod position: 600 mm)

pellet height 

(cm)
봉 1 fsd 봉 2 fsd 봉 3 fsd total

24.25∼25.40

25.40∼26.55

26.55∼27.70

27.70∼28.85

28.85∼30.00

33.80

25.48

25.81

22.88

22.76

0.0621

0.0644

0.0663

0.0702

0.0664

27.81 

26.05 

23.44 

20.87

24.71 

0.0608

0.0663

0.0672

0.066

0.0682

33.10 

27.24 

23.22 

22.55 

25.83 

0.0579

0.0614

0.0642

0.0679

0.0688

min

max

avg

22.76 

33.80

26.15 

20.87

27.81

24.57

22.55 

33.10

26.39 

20.87

33.80

25.70

Table 3.3.3 Average linear power of DUPIC fuel calculated by HANAFMS 

(fresh core, control rod position: 600 mm)

봉 1 봉 2 봉 3 캡술 평균

선출력(kW/m) 25.35 27.22 28.83 27.13

Table 3.3.4 Comparison of linear power of DUPIC fuel calculated by 

MCNP and HANAFMS (fresh core, control rod position: 

600 mm)

캡슐 평균 

선출력

(kW/m)

최대 봉 평균 

선출력 (봉3)

(kW/m)

Hot Spot

 선출력

(kW/m)

MCNP

VENTURE

25.70

27.13

26.39

28.83

33.80

상대오차* 5.56 9.25



- 137 -

Table 3.3.5 Linear power of DUPIC fuel calculated by 

HANAFMS (operation core)

제어봉 

위치

(mm)

운전 노심

No-Xe Eq-Xe

평균

(kW/m)

최대

(kW/m)

평균

(kW/m)

최대

(kW/m)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27.1

25.8

25.3

25.7

34.6

28.8

27.4

26.9

27.3

36.7

27.4

26.9

27.3

28.4

30.3

33.0

36.6

41.3

29.1

28.6

29.0

30.2

32.2

35.0

38.9

43.8

Table 3.3.6 Maximum centerline temperature of DUPIC fuel in expected 

maximum linear power 55.06 kW/m

선출력

FEMAXI-IV MARS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재 외부

 표면 온도

(℃)

핵연료

 중심 온도

(℃)

피복재 외부

 표면 온도

(℃)

55.06 kW/m 2330 89 2510 82

Table 3.3.7 Minimum safety margin of stress of DUPIC fuel cladding

Stress Category
Admissible Stress

(㎫)

Max. Equi. Stress

(㎫)
Min. Safety Margin

M 267.87 2.11 126.82

M+B 375.02 4.44 84.43

M+B+S 535.75 6.29 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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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DUPIC pellet 

for the HANARO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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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Design specification of the DUPIC mini-element for the 

HANARO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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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Design specification of the DUPIC mini-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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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DUPIC mini-element assembly for the HANARO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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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Schematic drawing of S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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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SPND-instrumented rig design for the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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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Design of the gu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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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Layout and burnup distribution of the HANARO 

operation core in which DUPIC fuel is loaded.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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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Analysis of the HANARO RIA accident using FEMAX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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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연료 온도 변화

Fig. 3.3.10 Analysis of the RIA accident in HANARO using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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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Analysis of the HANARO locked rotor accident using FEMAX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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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연료 온도 변화

b) MDNBR 변화

Fig. 3.3.12 Analysis of the locked rotor accident in HANARO using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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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Parts of the DUPIC mini-element before 

welding.

  
Fig. 3.3.14 Welding of the DUPIC mini-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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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Parts of the DUPIC rig before assembling. 

Fig. 3.3.16 Assembled DUPIC rig in the IMEF M1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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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Loading of the DUPIC rig in the HANARO 

OR4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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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Data acquisition system of the SPND-instrumented 

rig.

PLC

Amplifier Recorder

SPND
• Emitter : Rd type
• Collector : Inconel 600

PLC

Amplifier Recorder

S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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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or : Inconel 600

     

Fig. 3.3.19 SPND data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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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Monitored SPND data after 2 week loading. 

Fig. 3.3.21 Monitored data of the thermal neutron flux in the OR4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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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Power history of the 3rd irradiation test of DUPIC fuel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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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후시험 및 분석

1. 조사후시험 핵연료

가. 개요

2000. 5.12∼7.10 기간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한 DUPIC핵연료는, 1986년 

고리 1 호기로부터 이송하여 PIEF에 저장하고 있었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G23)의 연료봉(G2)으로 제조한 3개의 DUPIC 축소 핵연료봉이다. 

이중 2001년 1월 30일에 IMEF에서 PIEF로 이송한 조사 DUPIC 핵연료 

소결체는 하나로에서 가장 연소도가 높았다고 판단되는 ‘#1‘로 표기한 축소 핵

연료봉에 장입되어 있는 소결체 중  가장 하단에 위치한 소결체로서 도는 

10.068 g/cm
3
(이론 도=10.784 g/㎤)이다.

DUPIC 핵연료의 규격 및 재질을 다음에 요약하 다.

○ U-235 : 5.905 ㎎/g

○ Pu-239/240/241/242 : 4.768㎎/g, 2.219㎎/g, 0.668㎎/g, 0.575㎎/g

○ Mini-element 피복관 및 봉단 마개 : Zircaloy-4

○ Mini-element 길이 :  199.82 ㎜ (Endcap 길이 포함)

○ 피복관 내경 및 두께 :   12.12 ㎜,   0.66 ㎜

○ 내부 가스 및 압력 :  He,   1.3 기압

○ Mini-element 구성 : spacer, 소결체(5), spacer, plenum with spring

○ Element assembly 구성 : 3 개의 mini-elements

○ 조사핵연료 총 중량 : 133.5g

다음의 내용은 DUPIC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검사/시험한 조사 전 DUPIC

핵연료의 특성이다.

나. 1차 조사시험용 DUPIC핵연료 소결체 조직

조사시험용으로 제조한 DUPIC핵연료 소결체 중 3 개의 소결체에서 약 2 

mm 두께의 샘플을 채취하여 조직검사용 특수 핫셀에서 미세 조직을 관찰하

다. 샘플의 질량은 각각 2.257 g, 1.413 g, 2.294 g이었다. 하나의 샘플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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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시편 제조가 곤란하여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2 개의 샘플에 대해 1000 배

의 배율로 소결체의 미세 조직을 검사하 다. 교차 방식으로 측정한 평균 결

정립의 크기는 각각 3.74 μm, 3.53 μm으로 관찰되었다. Fig. 3.4.1은 1000배

율 사진을 1/2로 축소하여 500배율로 나타낸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직 사

진이다.

다. 조사시험용 DUPIC핵연료 소결체의 EPMA 분석

조사시험용으로 제조한 DUPIC핵연료 소결체 중 1 개의 소결체로부터  

약 0.259 g의 샘플을 채취하여 IMEF시설에서 EPMA 분석을 수행하 다. 검

사 중 발생되는 방사선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샘플 양의 크

기를 최소로 하 다. 실험 결과 EPMA로 분석 가능한 성분의 종류는 매우 제

한적이었으며, 특히 플루토늄은 분석하지 못하 으나 전반적으로 분석한 성분

의 종류는 화학분석의 종류보다는 다양하 다. EPMA에 의한 분석 결과는 

Table 3.4.1과 같다.

라. 조사시험용 DUPIC핵연료 소결체 화학분석

제조한 DUPIC핵연료 소결체 중 1 개의 소결체에서 일부 샘플을 채취하

여 화학분석용 특수 핫셀에서 화학성분을 분석하 다. 분석 가능한 성분의 종

류는 제한적이었지만 분석결과 ORIGEN-2 계산 값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3.4.2와 같다.

마. 조사시험용 DUPIC Mini-element 봉단 용접부 X-선 검사 

IMEF M6 핫셀에서 레이저 용접 방법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DUPIC 핵연

료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하 다. SIMFUEL 조사 시험 때와

는 달리 DUPIC 핵연료 소결체 조사시험의 경우 지르칼로이-4 재질의 축소 

핵연료봉을 사용하 고, 용접 방법도 TIG 방법 대신 레이저 용접 방법을 선택

하 다. 레이저 용접장치는 핫셀 내부용 및 핫셀 외부용 용접 챔버로 구성되

어 있다. 핫셀 외부용 용접 챔버에서는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장전하기 전

에 핵연료봉의 한쪽 단면에 봉단 용접을 먼저 하 고, 핫셀 내부용 용접 챔버

에서는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장전한 후에 핵연료봉의 나머지 한쪽 단면을 

완전 봉 용접하 다. 용접부위에 대한 X-선 검사는 DUPIC 핵연료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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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전하기 전에 핵연료봉의 한쪽 단면에 대하여만 수행하 다. 3 개의 축소 

핵연료봉을 검사한 결과 용접부에는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 다. 각각 5 개의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장전한 3 개의 축소 핵연료봉을 조사시험용 캡슐에 

장전하여 2 개월 간 하나로에서 조사하 으며 조사시험 결과 연료봉의 용접부

에서는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바.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의 길이 측정

IMEF M6 핫셀에서 레이저 용접 방법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DUPIC 핵연

료 조사시험용 축소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하 다. 축소 핵연료봉 양단을 용접

한 후에 핫셀 내에서 연료봉 길이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연료봉 양단의 길이

를 핫셀 내에서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Table 3.4.3과 같다. 측정 결과 연료

봉의 길이는 설계사양을 만족하 다.

사. 연료봉 봉단 레이저 용접부의 X-선 검사

DUPIC 연료봉의 봉단마개를 Nd:YAG 레이저로 용접하고 용접부의 건전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세 초점 X-선 검사장치를 이용하여 X-선 검사를 수

행하 다. 레이저로 용접한 5 개의 연료봉에 대해 X-선으로 검사한 결과 결함

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직검사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Fig. 3.4.2에 

용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부분에 대한 X-선 투과 상을 나타내었으며, 

Fig. 3.4.3∼3.4.7에 5개의 용접된 연료봉의 X-선 투과 상을 나타내었다.

2. DUPIC 핵연료 조사후시험

가. 조사후시험 개요

2000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된 DUPIC-03 조사 핵연료를 

조사후시험을 목적으로 2 회에 걸쳐 PIEF로 이송하 다. 첫 번째는, 2001년 1

월 30일에 3 개의 소결체(소결체 1개 당 중량: 약 9g, 소결체 높이: 약 10mm)

를 화학 성분 분석 시료 채취 및 조직 관찰 등을 목적으로, 두 번째는 2001년 

7월 10일 핵분열기체(fission gas) 포집 및 성분 분석을 위하여 축소 핵연료봉 

1 개를 PIEF로 각각 이송하 다. 3개의 소결체는 광학현미경 및 SEM 관찰, 

도 측정, 반경 방향 감마 스캐닝 등을 수행하 으며, 화학 분석을 위한 시료

도 추출하 다. 축소 핵연료봉은 천공하여 핵분열기체를 포집한 후 화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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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기체 성분 검사를 수행하 다. 일부 시료는 차후의 조사시험 및 조사

후시험 시료와 정  비교 시험을 하기 위하여 PIEF에 보관하 으며, 나머지 

시료는 2001년 8월 10일에 IMEF로 이송하 다. Fig. 3.4.8은 PIEF에서 PIE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단 및 시험한 시편의 위치 및 크기를 나타낸다. 핵물질의 

물질수지(material balance)는 Table 3.4.4와 같다.

∙ IMEF에서 PIEF로 이송한 DUPIC-03 핵연료 총 중량: 72g 

- 소결체 3개: 9g X 3 = 27g

- 축소 핵연료봉: 9g X 5 = 45g

∙ PIEF에 보관한 시편의 종류 및 중량: (Table 3.4.4 참조)

∙ IMEF에 되돌아 간 핵연료 중량: 72g - 8.98g = 63.02g

나. DUPIC 핵연료 조사후시험 일정 및 내용

(1) 조사후시험 일정

이번에 수행한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일정은 Table 3.4.5와 같다.

(2) 조사후시험 항목

조사후시험 항목은 Table 3.4.6과 같다. 조사후시험 시료는 DUPIC 조사

시험용 리그, 축소 핵연료봉, 하나로에서 조사한 소결체이며, 시험 항목은 크

게 비파괴 검사, 조직 검사, 화학분석 등이며, 비파괴 시험 항목으로는 DUPIC 

리그 및 축소 핵연료봉의 외부 손상, 휨, γ-scanning, X-선 검사 등이며, γ

-scanning은 조사한 소결체의 직경 및 반경 방향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 다. 

조직 검사로는 고 화 및 팽윤, 결정립 및 기공의 변화, 재구조화 및 균열 등

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 으며, 화학 분석을 통하여 조사중 생성된 핵분열 물

질 및 연소도 등을 측정 대상으로 하 다. 조직 검사는 소결체의 중앙에서 외

부 표면 쪽으로 반경에 해당되는 길이의 시료가 관찰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료

를 제작하 다.

다. 조사후시험 결과 및 분석

(1) 조사시험 리그의 외관 검사, 절단 및 해체

(가) 외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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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핫셀로 반입된 DUPIC 모의 핵연료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우선 조

사시험 리그의 외관 및 핵연료 봉단 , 가이드, 상단 end-plate 등 조사시험 리

그 전체에 대한 형상을 핫셀 작업 구역에서 차폐창을 통하여 비디오로 촬 을 

하 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시험 rig 외관 손상은 없었다. Fig. 3.4.9 및 

Fig. 3.4.10에 검사한 부분을 나타내었다.

(나) 조사시험 리그의 절단, 해체 및 축소 핵연료봉 외관 검사

조사시험 리그의 외통 재질은 알루미늄 6061-T6 계열로서 직경 및 두께

는 각각 56.0 mm, 3.0 mm이다. 조사시험 리그를 절단하기 위해서 M2 핫셀에 

설치되어 있는 리그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 고, 절단에 사용한 휠의 직경 및 

두께는 각각 약 250.0 mm, 1.5 mm이며, 재질은 Al2O3를 사용하 다.

조사시험 rig의 내부에 장전되어 있는 연료봉 집합체 및 제어봉 등을 해

체하기 위해서 조사시험 rig의 상부인 상단 end-plate 부근에서 약 50.0 mm 

떨어진 부분을 절단하 으며, 조사후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Fig. 3.4.8과 

같이 수행하 으며, 해체한 연료봉의 외관은 Fig. 3.4.11 및 Fig. 3.4.12와 같다. 

육안에 의한 외관 검사 결과 눈에 띄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2) 감마 스캐닝

연료를 직경 방향으로 절단하여 면적 감마 스캐닝(area γ-scanning) 및 

선 감마 스캐닝(lineγ-scanning)을 수행하 다. 면적 감마 스캐닝은 3x3 mm

의 collimator를, 선 감마 스캐닝은 0.5x0.5 ㎛의 collimater를 사용하 으며, 사

용한 장치는 PIEF에 설치되어 있는 γ-ray spectroscopy (HPGe detector, 

efficiency: 30%, model: CPVDL25-30185-D, OXFORD Co., Oak Ridge, 

Tennessee, USA)를 이용하 다. 

면적 감마 스캐닝에서 측정된 핵종은 Nb-95, Zr-95, Ru-106, Cs-137, 

Eu-154, Ru-103, Ce-144, Cs-134, Co-60, K-40의 10 종의 핵종이며, 이들 핵

종의 상대 강도는 Table 3.4.7 및 Fig. 3.4.14와 같다.

조사한 DUPIC 소결체의 반경 방향 절단면을 소결체 중심으로부터 소결

체 표면으로 10개 지점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선 감마 스캐닝을 수행하

고, 이 결과를 조사 전 소결체의 EPMA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3.4.8 및 Fig. 

3.4.15에 나타내었다. 감마 스캐닝의 결과는 상대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측

정된 핵종 중 Zr을 기준으로 비교하 다. 조사 후에는 Cs의 농도가 매우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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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DUPIC 소결체 제조공정 중 OREOX 공정 과정에서 비등점

이 낮은 Cs이 제조 공정 중이 휘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 후에 생성

된 핵종의 절대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화학 분석을 의뢰하 으며, 화학 분석 

결과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다음의 Fig. 3.4.16 및 Table 3.4.9는 조사한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반

경 방향으로 매 0.5 mm의 간격으로 선 감마 스캐닝한 결과이다. 에너지 준위

에 따라 동위원소들이 분리되어 측정되었으며 Ru-103 및 Ru-106을 비롯하여 

Ce-144 등 약 25종의 핵종들이 검출되었다. Table 3.4.9는 소결체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0.5 mm씩 이동시켜 0.5 ㎛ 크기의 collimator로 측정한 결과이

다.

Fig. 3.4.17은 조사 전 DUPIC 소결체의 EPMA에 의한 핵종의 농도결과

를 조사 후 소결체의 선 감마 스캐닝의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두 실험의 

결과에서 europium을 기준으로 다른 핵종들의 농도를 정규화(normalize)하고 

조사 전 및 조사 후의 핵종 변화를 비교하 다. 그 결과 Ce의 농도는 Zr, Ru 

및 Cs에 비하여 변화가 크지 않았다.

Fig. 3.4.18은 Zr-95, Ru-106, Cs-137 및 Eu-154의 소결체 중심에서 소결

체 표면 쪽으로 매 0.5 mm씩 collimator를 이동하여 가면서 농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Cs-137 및 Eu-154의 경우 핵연료 중앙 부분의 농도가 낮게 측정되었

는데, 이는 조사 중에 소결체의 높은 온도 때문에 낮은 비등점(670℃, 817℃)

을 가지는 Cs-137이 조사 중 기체로 휘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Ru를 비롯하여, Tc, Rd, Pd 등 귀금속은 UO2에 용해되지 않고 금속 게

재물로 결정립계와 연료 중심부에 생성되는 공동(void) 등에 존재하며 이동도

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실험에서도 소결체의 반경 방향 전반에 걸

쳐 비교적 균질한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sp-8 위치에서 이 

핵종의 농도가 낮게 관찰된 것은 고온으로 인한 입자의 성장이 일어난 위치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체의 가장자리는 핵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높은 농도의 Ru이 생성되어 소결체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Zr 역시 소결체 내에서는 ZrO2 또는 BaZrO2, 

SrZrO3 등 산화물로 존재하며 이동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4.19는 Nb-95 등 반경 방향으로 절단한 DUPIC 조사 후 핵연료의 

소결체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선 감마 스캐닝을 하고 얻은 핵종들의 상

대 강도를 소결체의 위치별로 나타낸 그림이며, 이 결과를 Table 3.4.10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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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 다. 측정된 핵종들의 상대 강도는 Nb-95, Zr-95, Ru-106 순으로 나타났

다. 

(3) 조사 후 소결체의 조직

Fig. 3.4.20은 DUPIC-03 시료의 절단면 사진이다. 핵연료에는 방사형 크

랙들이 관찰되었으며, 소결체의 중앙에는 직경 약 900 ㎛의 공동(void)이 생성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공동이 형성된 원인은 제 3 차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의 도는 이론 도의 약 93.7% 정도로 제조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조

사에도 불구하고 최대 선출력이 약 60 kW/m까지 상승하여, 낮은 소결체 도 

및 높은 선출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EMAXI-IV를 이용한 해석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소결체의 중심 온도가 약 2000 ℃ 이상 유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고출력 조건에서의 DUPIC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조사시험에서 목적한 바를 성취하 다고 판단된다.

Fig. 3.4.33에서 3.4.62까지는 DUPIC-03 시료의 관찰 위치별 SEM 사진이

다. 시료의 중앙에서 외경 방향으로 파단면을 따라 관찰하 으며, polishing한 

후 etching한 부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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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EPMA analysis results of fresh DUPIC pellets

(Average from 40 points)

Element weight (%) 편차 (%)

Eu   0.242 0.131

Fe   0.004 0.009

Sr   0.075 0.023

Y   0.046 0.027

Zr   0.409 0.058

Mo   0.48 0.64

Ru   0.219 0.042

Pd   0.002 0.008

Cs   0.008 0.021

Ba   0.14 0.12

La   0.124 0.046

Ce   0.186 0.053

Pr   0.036 0.036

Nd   0.349 0.067

Sm   0.333 0.103

U        77.371       1.543

O        11.08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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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Chemical analysis results of fresh DUPIC pellets

Element 함량 (mg/g sample) 상대표준편차 (RSD, %)

La   1.21 1.3

Nd   3.58 1.2

Sm   0.63 0.7

Eu   0.13 0.0

U 총량 821.1 0.22

U-234   0.0197 (wt%) 0.0026 (2σ)

U-235   0.7192 (wt%) 0.0054 (2σ)

U-236   0.3295 (wt%) 0.0032 (2σ)

U-238  98.9316 (wt%) 0.0069 (2σ)

Pu 총량   8.415 0.27

Pu-238   2.1956 (wt%) 0.0021 (2σ)

Pu-239   56.6637 (wt%) 0.0021 (2σ)

Pu-240   26.3664 (wt%) 0.0031 (2σ)

Pu-241   7.9364 (wt%) 0.0019 (2σ)

Pu-242   6.8378 (wt%) 0.0014 (2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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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Axial length measurement after welding of DUPIC 

mini-elements (design spec: 199.72∼199.92 mm)

순번 길이, mm

1 199.90

2 199.72

3 199.86

평균 199.83

    * 축소 핵연료봉 외경: Ø 12.12mm, 두께 : 0.66mm

Table 3.4.4 Material balance of DUPIC pellet sample for PIE

시편의 종류 중 량 비   고

SEM 관찰용 polished 

sample
0.18g 두께 약 0.6mm 소결체 slice의 1/3조각

SEM 관찰용 

파단시편(2조각)
0.50g

Gamma-scanning시편 2.70g 두께 약 3mm의 소결체 slice

화학분석용 시료 1.00g 

절단중 소실된 양 1.90g
수직절단 5개소 + 수평절단 2개소

0.3mm/1회 절단시(loss 0.27g/1회 절단시) 

Polishing 및 Etching 2.70g 3mm/시료 1개(loss 2.7g/1개) 

Total 8.9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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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Schedule of PIE of irradi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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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 Items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시험 항목 시 료 비 고

∙비파괴 검사

 -외부손상

 -휨

 -γ-scanning(직경 및 

반경방향)

 -X-선 검사

 - 도

∙rig

∙축소 핵연료봉

∙소결체

-하이스코프

-카메라

-비디오 등

∙조직검사

 -고 화 및 팽윤

 -결정립/기공 변화

 -재구조화

 -균열

∙검사위치

 

-광학현미경

(반경방향 5등분, 각 

위치에 대하여 500x, 

1000x, 1500x로 촬 )

-SEM

(조사 시료의 파단면 및 

polishing 면에 대하여 

상세 검사)

∙화학분석

 -핵분열물질 

정량분석

 -연소도 측정

∙300 mCi 이하

    (분말 1g)

-습식 분석(‘02. 5월 

완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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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Detected nuclides and their relative 

strength from area γ-scanning

Table 3.4.8 Comparison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nuclides between before- and 

after-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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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9 Gamma spectrum strength along the radial position

Table 3.4.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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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0 Comparison of relative strengths of detected 

nuclides with those from ORIGEN-II calculation

Nuclides Line sanning ORIGEN-II
      Nb- 95 0.66
      Zr - 95 18658.99 0.56
      Ru-106 13.58
      Cs-137 67.93
      Eu-154 20.87
      Ru-103 0.05
      Ce-144 18.89
      Cs-134 0.33
      Co-60
      K-40

Table 3.4.11 Position of microstructure in the Fig. 3.4.20 of the irradiated pellet

표시번호 현미경 사진 번호 비   고

1 DP-400X-0 central void 

2 DP-400X-1 peripheral central void 

3 DP-400X-2 pores generally distributed at grain boundaries 

4 DP-400X-3 ring　 position

5 DP-400X-4

6 DP-400X-5
half position from center to surface, ppt. was 
observed by this. Pores exited inside of grain.

7 DP-400X-6 crack

8 DP-400X-7 center between crack and cladding사이

9 DP-400X-8 near the cladding

10 DP-400X-9 near the cladding

Table 3.4.12 Grain size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irradiated pellet (㎛)

9 8 7 6 5 4 3 2 1 0

4 6 8.3
19x60

*1

10.8*2
21x61 27x150 900㎛

*1: columnar grain of short length by long length

*2: equiaxed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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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Microstructure of irradiated DUPIC fuel.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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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X-ray photograph of 

not-welded element.
        Fig. 3.4.3 X-ray photograph of 

welded element #1.

(left side)

 

  Fig. 3.4.4 X-ray photograph of 

welded element #2.

(left side)

        Fig. 3.4.5 X-ray photograph of 

welded element #3.

(left side)

Fig. 3.4.6 X-ray photograph of 

welded element #4.

(left side)

        Fig. 3.4.7 X-ray photograph of 

welded element #5.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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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Sampling position for PIE in the element.

Fig. 3.4.9 Visual inspec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irradiated rig.

 

Fig. 3.4.10 Visual inspec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irradiated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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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Parts of the disassembled DUPIC rig 

for PIE.

 

  

Fig. 3.4.12 DUPIC fuel elements irradiated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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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Area gamma-scanning result of irradi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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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Nuclides and their relative strengths measured by 

area γ-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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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Comparison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nuclides between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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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Line γ-scanning result of the irradiated DUPIC fuel.

Radial gamma scanning of the DUPIC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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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Comparison of relative amount of nuclide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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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Concentration profiles of nuclides across the radius of the 

irradiated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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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Relative strengths of nuclides measured across the pellet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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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Cross section of the irradiated DUPIC 

element DUPIC-03.

Fig. 3.4.21 Overview of microstructure of the irradiated element DUPI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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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Microstructure at the DP-400X-0 position. 

(void size: 900 ㎛)

Fig. 3.4.23 Microstructure at the DP-400X-1 position. 

(columnar grain size: 27x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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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Microstructure at the DP-400X-2 position. 

(columnar grain size: 21x61 ㎛)

Fig. 3.4.25 Microstructure at the DP-400X-03 

position. (columnar grain size: 19x60 ㎛,

 equi-axed grain size: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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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Microstructure at the DP-400X-4 position.

(equiaxed grain size: 8.3 ㎛)

Fig. 3.4.27 Microstructure at the DP-400X-5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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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Microstructure at the DP-400X-6 position.

Fig. 3.4.29 Microstructure at the DP-400X-7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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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Microstructure at the DP-400X-8 position.

(equiaxed grain size: 6 ㎛)

Fig. 3.4.31 Microstructure at the DP-400X-9 position.

(equiaxed grain siz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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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Index picture and locations for the electron fractographs of irradiated 

DUPIC fuel. (Refer the number of ea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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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0 in Fig. 

3.4.32.

Fig. 3.4.34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03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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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19 in Fig. 

3.4.32.

Fig. 3.4.36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2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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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7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35 in Fig. 

3.4.32.

Fig. 3.4.38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52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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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40 in Fig. 

3.4.32.

Fig. 3.4.40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54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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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30 in Fig. 

3.4.32.

Fig. 3.4.42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8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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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3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58 in Fig. 

3.4.32.

Fig. 3.4.44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79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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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5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24 in Fig. 

3.4.32.

Fig. 3.4.46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4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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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55 in Fig. 

3.4.32.

Fig. 3.4.48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2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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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9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89 in Fig. 

3.4.32.

Fig. 3.4.50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64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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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1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94 in Fig. 

3.4.32.

Fig. 3.4.52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38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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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3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36 in Fig. 

3.4.32.

Fig. 3.4.54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56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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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5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02 in Fig. 

3.4.32.

Fig. 3.4.56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32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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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7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5 in Fig. 

3.4.32.

Fig. 3.4.58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09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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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9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108 in Fig. 

3.4.32.

Fig. 3.4.60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71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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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1 Electron fractograph at the position 3-244 in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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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DUPIC 소결체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핵연료의 노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 조사시험을 통한 노내 성능 

및 건전성 분석 방법과 2) 해석적 설계 평가에 의한 노내 건전성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현재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에 위치한 하나로를 이용하여 3 차에 걸친 DUPIC 

핵연료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해석적 설계 평가를 위하여 AECL에서 

개발한 CANDU 핵연료의 성능 평가 코드인 ELESTRES를 기본으로 하여 열

전도도, 열팽창, 크립, 입자 성장 등 DUPIC 소결체의 열적/기계적 물성 관련 

특성을 반 하기 위한 수정 작업을 완료하 다.

1. DUPIC 핵연료 물성 특성 모형

DUPIC 핵연료의 특징은 일반 핵연료와 달리 약 0.6%의 Pu를 비롯한 다

량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의 물성, 핵분열생성 기

체 방출 및 입자 성장 등이 일반 핵연료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물

성의 확보와 노내 거동 및 핵연료로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는 높은 방사선

량 때문에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는 방사선 차폐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

라서, 모의 핵연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사용후핵연료 및 DUPIC 핵

연료와 같은 건식 재활용 핵연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특징은 핵분열생성물과 핵분열생성 기체의 방출이

다. 핵분열 생성 기체는 핵연료 밖으로 방출되므로 사용후핵연료에는 잔존하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천연 우라늄에 핵분열 생성물을 첨가하여 모의 사

용후핵연료를 만들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주요 핵분열 생성물은 

다음과 같다[3.5-1].

○ 조직(matrix) 내에 용해된 원소: Sr, Zr, Nb, Y, La, Ce, Pr, Nd, Pm, 

Sm

○ 금속 석출물: Mo, Tc, Ru, Rh, Pd, Ag, Cd, In, Sb, Te

○ 산화물 석출물: Ba, Zr, Nb, Mo, (Rb, Cs, Te)

○ 기화성 물질: Kr, Xe, Br, I, (Rb, Cs,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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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핵분열생성물을 모사하는 안정 원소를 천연 우라늄에 혼합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는데[3.5-2∼4],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조직 및 석

출 상[3.5-5∼7]과 결정 구조에서 산소 포텐샬의 향[3.5-8]에 대한 연구도 수

행되었다. 또한, 금속 석출물의 화학적 상태 및 기화 압력에 관한 연구도 수행

되었으며[3.5-8,9], 모의 혼합 (U, Th)O2 핵연료에 대한 연구 결과[3.5-11∼13]

에 의하면 UO2의 것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기체 및 휘발성 원소를 

이온 주입 방법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주입하여 온도에 따른 핵분열 생성 

기체 방출의 거동을 연구하기도 하 다[3.5-14∼17]. 그리고, 핵연료의 연소도

에 따른 열전도도 평가를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3.5-14,17,18].

이와 같이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사성 물질이다. 따라서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열전

도도, 비열, 핵분열 생성 기체 이동, 산화 거동, 용해 시험, 전기화학, 핵연료-

피복관 상호 거동, 조사 손상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모의 사용

후핵연료를 이용하여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에 따라 모의 DUPIC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다. Fig. 3.5.1은 모의 DUPIC 핵연료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 것이

다. 이와 같이 제조된 모의 DUPIC 핵연료는 실제 DUPIC 핵연료의 열전도도, 

열 팽창률, 비열, 크립, 경도 등의 물성 특성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가. DUPIC 핵연료의 열전도도 특성

DUPIC 핵연료의 열전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aser Flash 장치를 이

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 다. 시험 온도는 상온 ∼ 1,623 K, 실험 분위기는 

1.3×10
-4
 Pa 이하의 고진공 조건이었다. 시험 재료는 기준 조성의 모의 

DUPIC 소결체로서, 도는 10.16 g/cm
3
, 결정립 크기는 4.5 μm이다.

Fig. 3.5.2에서 볼 수 있는 실험 결과에 따르면, DUPIC 소결체의 열확산

도는 온도 상승에 따라 감소하며, UO2의 열확산도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열전도도 역시 DUPIC 소결체가 UO2보다 작다. 실험 결과에 따른DUPIC 소결

체의 열저항도(thermal resistivity)는 다음과 같다.

R = 
1
K
 = 0.1081+2.0×10

-4
T

모의 DUPIC 소결체를 이용하여 생산된 DUPIC 소결체 열확산도 자료를 

이용하여 상온 ∼ 3000 K까지 적용할 수 있는 DUPIC 소결체 열전도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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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기본 참조 모델로는 UO2 고체 도에 대해 Harding과 Martin이 

제시한 실험식을 기초로 하 다. 이와 같은 실험 자료를 기초로 제시된 고체 

DUPIC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모델로서 제시된 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Fig. 3.5.3에 도시하 다.

ö
÷
õ

æ
ç
å−×+

×+
= − TTT

KD

19359exp10327.1
10058.21044.0

1
2

10

40

DUPIC 소결체의 연소 효과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향은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석 정리하여 위의 온도에 따른 모델에 반 할 계획

이다.

나. DUPIC 핵연료의 크립 특성

DUPIC 소결체는 취성 재료이므로 크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압축 

크립 시험을 수행하 다. 크립 시험 조건은 1773 K, 1873 K 및 1973 K 온도

에서 21 ∼ 60 MPa의 압력, 그리고 100% H2 분위기 하에서 실시하 다. 시

험 재료는 기준 조성 DUPIC 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DUPIC 소결체로서 도

는 10.463 g/cm
3
,
 
 결정립 크기는 9.46 μm이었다.

Fig. 3.5.4과 Fig. 3.5.5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험 결과에 따르면 공동 확산

(vacancy diffusion)이 지배 기구인 저응력 구간에서 크립에 대한 활성화 에너

지는 649.35 ∼ 675.94 kJ/mol로 나타났으며, 전위 이동(dislocation climb)이 

지배 기구인 고응력 구간에서는 750.68 ∼ 792.18 kJ/mol로 나타났다. 전위 이

동에 의한 크립 변형률이 확산에 의한 크립 변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DUPIC 소결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UO2 소결체의 활성화에너지 보다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동 확산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low stress creep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크립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ö
÷
õ

æ
ç
å −×=

RT
molkJ /94.675exp1029.1 5 σε

또한, 전위 이동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power law 크립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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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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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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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å −×= −

RT
molkJ /68.750exp1001.2 5.420 σε

다. DUPIC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

DUPIC 소결체의 열팽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선 열팽창 특성을 실험하 다. 실험은 상온 ∼ 1700 K 온도 범위에서 불활성 

가스(Ar) 분위기로 수행하 다. 실험 재료는 기준 조성 모의 DUPIC 소결체로

서 도는 10.28 g/cm
3
, 결정립 크기는 10.26 μm이었다.

Fig. 3.5.6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의 DUPIC 소결체의 

열팽창은 UO2 소결체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기

준 DUPIC 핵연료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특성을 나타내는 실험식은 아

래와 같다.

3 8 2
0/ 0.4163 1.170 10 9.881 10L L T T− −∆ = − + × + ×

라. DUPIC 핵연료의 탄성 계수 특성

핵연료의 성능 해석을 위해 기계적 거동을 분석할 경우 핵연료의 열팽창, 

기체 내압, 냉각수 압력 등으로 인하여 변형 또는 응력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소결체의 탄성계수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 일차적으로 필

요한 데이터이다. DUPIC 핵연료 소결체는 분말의 소결로 제조된 다결정체이

므로 등방성 재료로 가정하고, 2개의 탄성계수 즉  계수(Young's modulus)

와 포아송 비(Poisson ratio)를 측정하 다. 

공명주파수의 측정을 위해 drive transducer와 receive transducer 사이에 

시편을 대각선 방향으로 놓고 주파수를 200 kHz에서 950 kHz까지 증가시키

며 RUSPEC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 다. 측정된 데

이터를 다결정 UO2의 탄성계수 데이터인 E=193 GPa, ν=0.30를 통해 계산된 

초기값과 비교하여 최적 탄성계수를 추출하는 RPR 코드를 통해 RMS error 

0.2% 이하, chi square 1 이하, 8차 함수, 주파수 값 20개 이상 사용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 계산하 다. 이를 통해 얻은 탄성계수의 시험 결과는 

Table 3.5.1과 같다. 즉, 같은 상대 도를 갖는 UO2 소결체와 모의 DUPIC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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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체의 탄성 계수를 비교한 결과 모의 DUPIC 소결체의 계수가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모의 DUPIC 소결체의 계수가 높게 측정된 이유는 모의 핵분열

생성물들이 금속 석출물, 산화물 석출물, 고용체 등으로 UO2 기지 내에 존재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해석 방법론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ELESTRES 코드는 

UO2 핵연료의 물성 특성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DUPIC핵연료의 설계 및 

성능 분석을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DUPIC 소결체의 물성 특성 모델을 이용

하여 관련 모듈을 수정 보완하 다. 수정된 코드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노

내 성능 분석을 수행하 으며, 핵연료봉 설계 인자 민감도 분석은 향후 수행

할 계획이다.

ELESTRES 코드는 CANDU 핵연료의 노내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AECL에서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으로서 핵연료 형상, 물성, 운전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핵분열기체 방출과 이에 따른 연료봉 내 기체 압력 변화, 반경 방향 

온도 분포, 피복관의 탄성 및 소성 변형을 예측하게 된다. ELESTRES 는 1차

원 열 생성, 온도 분포, 핵분열기체 방출, 열 전달 모델들과, 소결체 및 피복관

의 2차원 응력 해석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반경 방향 소결체 및 피복관의 온

도, 핵분열기체 방출과 내압 변화, 피복관 주름(ridge) 부위의 strain이 주요 

계산 인자들이며, 온도에 따른 소결체의 용융 여부, 내부 압력에 따른 피복관 

파손 여부,  피복관 주름 부위 변형과 응력에 따른 SCC 파손 확률을 계산하

여 원자로 내에서의 연료봉 건전성을 판단한다. 

FEAST 코드는 구조해석을 위해 개발된 2차원 응력 해석용 유한요소 프

로그램으로 탄성, 소성, 크립 거동 및 열팽창 응력과 변형도 등을 해석한다. 

봉단 마개-피복관 용접 부위에서의 응력은 ELESTRES와 FEAST 코드를 연

계하여 봉단 용접 부위에서의 응력을 계산하고, 이 응력값을 평가하여 

PCI/SCC 파손 가능성을 예측한다. FEAST 코드 계산으로부터 반경 방향, 축 

방향, 원주 방향 및 전단 응력들과 이들 응력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주응력 

및 유효 응력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응력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최대 응력 발

생 지점을 추적할 수 있고, 이 결과로 균열 발생 및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부하 추종 운전 시의 핵연료봉 건전성 평가를 위해 핵연료봉의 SCC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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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ELESTRES와 FEAST 코드를 사용하여 연료봉의 

조건 및 응력 수준을 계산하고, 이 값을 SN 곡선에 적용하여 피로 파손을 예

측한다.

핵연료봉의 국부 지점 온도 해석을 위해 FEAT 코드를 사용한다. FEAT

는 2차원 정상 상태 열전도 방정식의 근사해를 유한 요소 해석 방법으로 구하

며, FEAT 코드는 핵연료봉 내 양단 소결체의 온도 분포를 정성적 및 정량적

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과 다발 사이에서의 열중성자 속 첨

두는 PEAKAN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열중성자 속 첨두가 핵연료 온도

에 미치는 향을 FEAT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핵연료의 축 방향 강성도는 ELESTRES와 BEAM 코드를 연계하여 구한

다. 핵연료봉의 노내 조사거동을 ELESTRES 코드로 추적하며, 해석을 원하는 

시점에서 ELESTRES 코드로부터 연료봉의 기하학적 제원, 가동중 연료봉 내 

직경 및 축 방향 틈새 크기, 연료봉 내 온도 분포, 그리고 소결체와 피복관 사

이의 접촉 압력 계산치를 받아 BEAM 코드에 적용하여 연료봉 축 방향 강성

도를 구한다.

중수로 핵연료의 PCI/SCC 파손 해석용 모델로 FUELOGRAM 과 CAFE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두 모델은 상용로 및 연구로에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통계 처리하여 유도한 것들이므로, CANLUB를 제외하고는 

핵연료봉 설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중수로용 핵

연료봉과 피복관 제원이 다른 연료봉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들 모델은 실

험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구해진 것이므로 실험 자료의 한계, 즉 200 

MWh/kgU 이상의 연소도 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제한을 갖는다. 따라서 

고연소도를 지향하는 개량 핵연료의 PCI/SCC 파손 해석에는 INTEGRITY라

는 해석적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ELESTRES에서 구해진 핵분열 기체 방출량

과 FEAST에서 계산된 피복관 원주 방향 주름에서의 work density를 대입하

여 800 MWh/kgU 연소도까지 운전 변수와 설계 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

용될 수 있다.

핵연료봉의 휨을 해석하기 위해 BOW 코드를 사용한다. BOW 코드는 피

복관과 소결체의 원주 방향 및 축 방향 온도 변화, 소결체 균열 향, 소결체

와 피복관 사이의 미끄럼 정도, 수력적 견인력, 봉단 접합판에 의한 구속, 봉

단 마개와 봉단 접합판 사이 용접의 동심성, 중성자속 구배 등을 고려하여 핵

연료봉 휨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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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원자로 내에서의 DUPIC 핵연료 성능 해석을 위한 설계 출력 

이력을 생산하 다. DUPIC 핵연료가 장전된 월성 1 호기의 평형 노심 

time-average 계산을 통해 얻어진 모든 DUPIC 다발의 출력을 연소도의 함수

로 도시한 후, 각 연소도 시점에서의 최고 출력들을 이용하여 연소도에 대한 

다발 출력 변화 곡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설계 출력 곡선을 구하 다. 따라

서, DUPIC 다발 설계 출력 곡선은 연소도에 따른 다발 출력 변화를 대표적으

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평형 노심 time-average 계산에서 구해진 모든 다발 

출력을 포함한다. 설계 출력 곡선을 구할 때의 제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 으며, 이는 원자로 과도 상태 및 계측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① 특정 시간에 원자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연료 다발의 99% 이상이 

고출력 곡선(reference high power envelope) 내의 출력 및 연소도를 

가진다.

② 특정 시간에 원자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연료 다발의 90% 이상이 

정격 설계 출력 곡선(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내의 출력 및 

연소도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구해진 DUPIC 핵연료의 설계 출력 이력과 DUPIC 소결체 

물성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개발된 물성 모델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된 

ELESTRES 코드를 이용하여 각 설계 출력 이력 하에서 DUPIC 핵연료의 노

내 성능 해석을 수행하 으며, 향후 설계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을 수

행할 예정이다.

3.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분석

월성 1 호기의 평형 노심 time-average 계산에서 구해진 모든 DUPIC 핵

연료 다발 출력 및 이를 이용하여 구해진 DUPIC 핵연료의 설계 출력 이력을 

Fig. 3.5.7에 나타내었다. 정격 설계 출력 이력 곡선은 인근 채널에서의 핵연료 

교체 시에 나타나는 출력 상승(power ripple)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했

으며, 이 곡선에서의 최대 다발 출력은 800 kW에서의 플루토늄 peak에 상응

한다. 이와 같은 출력 상승을 고려하여 CANDU-6 원자로에서는 다발 최고 

출력을 935 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정격 설계 출력 곡선에서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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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시에 나타나는 최대 출력을 935 kW로 수직 상승시켜 DUPIC 핵연료 다

발의 과출력 곡선(reference high power envelope)을 구하 다.

이상과 같이 구해진 DUPIC 핵연료의 설계 출력 이력과 DUPIC 소결체 

열전도도 모델을 고려하여 수정된 ELESTRES 코드를 이용하여 각 설계 출력 

이력 하에서 DUPIC 핵연료의 열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 다. Fig. 3.5.8 ∼ 

Fig. 3.5.1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위에서 구한 DUPIC 핵연료를 장전한 월

성 1 호기의 정격 설계 출력 이력을 이용하여 DUPIC 핵연료 및 UO2 핵연료

의 연소도에 따른 소결체-피복관 열전달계수, 소결체 중심 온도, 핵분열기체 

방출량, 그리고 소결체 끝단 부위(ridge)의 변위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정격 설계 출력 조건 하에서의 DUPIC 핵연료 및 UO2 핵연료의 노내 거

동을 비교 분석하면, Fig. 3.5.8에서 볼 수 있듯이 DUPIC 핵연료봉 내에서의 

피복관-소결체 열전달계수는 연소 초기에는 DUPIC 핵연료에서의 열전달계수

가 일시적으로 UO2 핵연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기체 방출 등의 향으로 UO2 핵연료 열전달계수의 약 1/2 정도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5.9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결체의 중심 온

도는 앞에서 제시된 열전도도 모델로부터 예상한 것처럼 DUPIC 소결체의 중

심 온도가 UO2 소결체 중심 온도보다 약 500 ℃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열

전도도 및 핵분열기체 방출의 가속화에 의한 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캐나

다 AECL의 NRU 연구용 원자로에서 수행하고 있는 DUPIC 핵연료봉 조사시

험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여기에서의 온도 해석 결과는 상당히 보수적인 결

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Fig. 3.5.10에 나타내고 있는 핵분열기체의 방출량 해

석 결과에 의하면 DUPIC 핵연료의 경우가 UO2 핵연료에 비해 약 5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역시 NRU에서의 DUPIC 핵연료봉 조사시험 결과

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Fig. 3.5.11에 표시된 소결체 반경 방향 변위 변화는 

DUPIC 소결체에 대한 기계적 물성 모델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현재

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Fig. 3.5.12 ∼ Fig. 3.5.15까지는 과출력 조건에서 DUPIC 핵연료와 UO2 

핵연료의 노내 거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들도 DUPIC 소결체의 

물성 특성을 감안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노내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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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Elastic constants of DUPIC pellet and UO2 pellet

재료 c11 c12 c44
E

(GPa)

G

(GPa)
ν

UO2 2.6997 1.2196 0.7400 194.1 74.0 0.311

simulated

DUPIC fuel
3.0905 1.6137 0.7384 198.3 73.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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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Fabrication process of simul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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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Therm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of a DUPIC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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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hermal conductivity of reference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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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Creep characteristics of a DUPIC pellet wit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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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Creep characteristics of UO2, 15 GWd/tU spent fuel an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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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Thermal expansion characteristics of a DUPIC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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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Design power envelope of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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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Pellet-cladding heat conductance

(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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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Centerline temperature of a pellet 

(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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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0 Released volume of fission gas

(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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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Radial displacement of a pellet 

(nominal design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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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Pellet-cladding heat conductance

(high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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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Centerline temperature of a pellet

(high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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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4 Released volume of fission gas

(high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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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5 Radial displacement of a pellet

(high power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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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노외 시험

1. 모의 핵연료 제조 특성

가. 서론

DUPIC 핵연료 제조 시 고농도 핵분열물질을 포함하는 DUPIC 핵연료를 

제조하는 것이 경제성과 격자물성 (lattice property)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고농도 핵분열성 물질은 안전성과 경제적 운전과 관련하여 노심 성능을 저하

시킨다. 경제성, 사용후핵연료의 이용도 및 CPPF를 고려하여 표준 DUPIC 핵

연료 (Reference Simulated DUPIC Fuel)의 U-235와 Pu-239의 농도를 각각 

1.0%와 0.45%로 결정하 다 [3.6-1].

표준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를 위하여 열전도도, 열팽창

율, 크리프 등 이들 물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물성 측정은 높은 방사선 등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

라서 표준 DUPIC 핵연료를 모사할 수 있는 모의 DUPIC 핵연료를 제조하여

야 한다. 모의 DUPIC 핵연료는 천연우라늄에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핵분

열생성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산화/환원공정을 거쳐 재소

결하여 제조한다. 주로 핵분열생성물의 균질한 혼합과 조성 및 미세구조를 중

심으로 사용후핵연료와 유사하게 제조한다. 이와 같이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사성 물질이다. 따라서 모

의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열전도도, 비열, 핵분열생성기체 이동, 산

화 거동, 용해 시험, 전기화학, 핵연료-피복관 상호 거동, 조사 손상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DUPIC 핵연료의 소결 특성 및 물성 연구에 이용되

는 표준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제조공정확립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제조 조건 중 소결 시간, 소결 온도, 성형압을 변수로 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나. 실험

(1) 재료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천연 이산화우라늄(UO2)은 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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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diuranate) 공정으로 제조된 분말을 이용하 다. 첨가된 핵분열 

생성물은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휘발성 물질은 배제하고 

함량이 높은 18개 원소를 선정하여 첨가하 다. 이중에서 확보가 힘든 Pr, Sm

은 특성이 비슷한 Nd로, Pu는 Ce로, Tc는 Ru로, Am은 La로 대체하여 첨가

하 으며, 첨가된 핵분열 생성물의 양은 Table 3.6.1에 나타내었다.   

(2) 분말 처리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 전체에 균질하게 분포되어 평

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첨가된 핵

분열 생성물을 UO2 분말에 균질하게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도 15000 MWd/tU의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핵연료 제조 시 확립된 

방법에 따라 분말처리를 수행하 다[3.6-2]. 즉, 안정된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

을 UO2 분말과 turbular mixer에서 약 24시간 혼합하 다. 혼합된 분말은 

attrition miller에서 약 5시간 동안 습식 링 처리하 으며, 40℃ 오븐에서 약 

5일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분말은 용기 바닥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이를 

유발에서 갈은 후 35번 sieve를 통과시켜 tubular에서 5시간 분쇄하여 조립화

를 대신하 다. 또한 윤활제로서 Zn stearate를 약 0.2% (0.4g)첨가하여 

tubular에서 약 1시간 혼합하 다.

이상의 분말 처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Mixing of UO2 and FP : 24 hrs. in a tubular mixer

○ Milling : milling of mixed powder with methyl alcohol for 24 hrs 

in attrition miller 

○ Drying : drying of milled powder at 40℃ in oven for 5 days

○ Granulation : shift sieve No. 35 and rotating for 5 hrs in a tubular 

mixer

○ Lubricant : mixing of granulated powder and Zn stearate (0.2%) 

for 1 hr in a tubular mixer

(3) 성형 및 소결

이상과 같이 처리된 분말을 세림정기의 10ton 자동유압 단축압축형 프

레스를 이용하여 성형하 다. 성형은 프레스에 설치되어 있는 ψ10mm 다이를 

이용하여 1.0 ton/㎠ ∼ 4.0 ton/㎠ 의 압력으로 성형하 다. 소결은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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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고온소결로를 이용하 으며, 1670, 1730 및 1780℃에서 4, 8, 24시간 실

험을 수행하 다. 

(4) 특성 분석 

분말의 특성분석은 습식 링 후 그리고 tubular 분쇄 후 분말의 형상과 

입자 크기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분말의 형상 및 크기는 주사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파악하 다. 소결체의 특성

은 성형압, 소결 시간 및 온도에 따른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도 변화를 중

심으로 분석하 다. 

다. 실험 결과

(1) 분말 특성

분말처리는 5시간 습식 링 후 40℃에서 5일간 건조시켰다. 건조 후 분

말은 딱딱하게 서로 들러붙어 있어, 이를 35번 채로 분말화 하 다. 이 분말을 

1ℓ용기에 담아 tubular에서 5시간 동안 회전시키면서 분말간의 마찰을 이용

하여 4시간 분쇄하 다. Fig. 3.6.1은 습식 링한 분말과 tubular를 이용하여 

분쇄한 분말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습식 링한 분말은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입자들이 엉켜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tubular에서 분쇄한 분말은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습식 링한 분말을 tubular에서 분쇄하여 유동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겉보기 도(apparent density)는 

습식 링 처리된 분말의 경우 약 1.3444 g/cm
3
으며, tubular 분쇄 후 

2.3352 g/cm
3
으로 증가하 다. 이로서 분말의 충진율 및 유동도를 높이기 위

한 분말의 조립화(granulation)를 tubular 분쇄로 대신하 다. 분말의 입자 크

기는 원료 분말과 습식 링 후 그리고 tubular 분쇄 후 각각 3.28㎛, 0.45 ㎛ 

및 0.37㎛로서, 습식 링한 분말보다 tubular 분쇄 후 입자 크기가 약간 작아

졌다.  

(2) 성형 특성

성형압에 따른 성형체의 성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형압을 1 ton/cm
2

에서 4 ton/cm
2
까지 변화시키면서 성형하 다. 5 회에 걸쳐 같은 압력에서 27

회 성형을 수행하 으며,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으로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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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형 도는 평균 4.95g/cm
3
(45.9% of TD)에서 6.04g/cm

3
(56.0% of TD)까

지 증가하 다. Fig. 3.6.2와 Table 3.6.2는 성형압에 따른 성형 도를 나타낸 

것이다.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성형 도 역시 증가하 으나,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성형압과 성형 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3.6-3,4]. 즉,

ρ= ρ0+BP
1/3

ρ=ρ 0+BP
3/2

ρ=ε0exp(-KP)

ρ= ρ0(1+AP)/(1+BP)

여기서 ρ는 성형 도, ρ0 는 초기 도 (겉보기 도), P는 성형압, ε0는 

기공도 A, B  및 K는 상수를 나타낸다. 

성형압과 성형 도와의 관계는 분말의 크기 및 분포, 형상, 분말간의 마

찰, 성형 방법 등에 향을 받으며, 표준 모의 핵연료 분말의 경우 성형압과 

도와의 관계는 ρ=ρ0 + B P
1/3
 에 가장 잘 부합되며, 상수값은 Table 3.6.3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1 ton/cm
2
에서 4 ton/cm

2

의 성형압에서 성형 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ρ= 3.179+1.801P
1/3

(3) 소결 특성

(가) 1차 소결 (1780℃,  4, 8, 24시간)

성형압과 시간에 따른 소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780℃에서 4 시간, 

8 시간 및 24 시간 소결하 다. Fig. 3.6.3과 Table 3.6.4는 1780℃에서 성형압

과 소결 시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성형압과 시간에 따라 

도는 증가하 다. 또한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 도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며, 소결 시간이 증가할수록 성형압에 따른 소결 도의 차

이 역시 줄어들었다. 4시간 소결하 을 때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로 증가함에 따라 도는 10.415g/cm
3
(96.577% of TD)에서 10.589 g/cm

3 

(98.195% of TD)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소결했을 때 도는 

10.573 g/cm
3
 (97.71% of TD)에서 10.670 g/cm

3
 (98.943% of TD)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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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4시간 소결했을 때 도는 10.705 g/cm
3
(99.271% of TD)에서 

10.751g/cm
3
(99.694% of TD)로 증가하 다. 

(나) 2차 소결 (1670℃,  4, 8, 24시간)

소결 온도의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670℃에서 4시간, 8시간 24시간 

소결하 다. Fig. 3.6.4와 Table 3.6.5는 1670℃에서 성형압과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소결 (1780℃)때와 마찬가지로 성형압과 

시간에 따라 도는 증가하 다. 또한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 도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며, 소결 시간이 증가할수록 성형압에 따른 소

결 도의 차이 역시 줄어들었다. 4시간 소결했을 때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로 증가함에 따라 도는 9.754 g/cm

3
(90.449% of TD)에서 10.121 

g/cm
3
(93.852% of TD)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소결했을 때 도

는 10.010 g/cm
3
(92.823% of TD)에서 10.407 g/cm

3
(96.504% of TD)로 증가하

으며, 24시간 소결했을 때 도는 10.479 g/cm
3
(97.172% of TD)에서 10.602 

g/cm
3
(98.312% of TD)로 증가하 다. 

(다) 3차 소결 (1730℃,  4, 8, 24시간)

소결 시간의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730℃에서 4시간, 8시간 24시간 소

결하 다. Fig. 3.6.5와 Table 3.6.6은 1730℃에서 성형압과 소결 시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성형압과 시간에 따라 도는 증가하 다.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 도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며, 소

결시간이 증가할수록 성형압에 따른 소결 도의 차이 역시 줄어들었다. 4시

간 소결했을 때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로 증가함에 따라 도는 

10.248 g/cm
3
(95.027 % of TD)에서 10.447 g/cm

3
(96.875 % of TD)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시간 소결했을 때 도는 10.379 g/cm
3
(96.244 % of 

TD)에서 10.534 g/cm
3
(97.688 % of TD)로 증가하 으며, 24 시간 소결했을 

때 도는 10.438 g/cm
3
(96.795 % of TD)에서 10.559 g/cm

3
(97.914 % of TD)

로 증가하 다. 

Fig. 3.6.6은 소결온도에 따른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 ton/cm
2
의 

압력으로 성형했을 경우 온도가 1670 ℃에서 1780 ℃로  110 ℃ 증가함에 따

라 소결 도는 9.75 g/cm
3
(90.4 % of TD)에서 10.443 g/cm

3
(96.84 % of TD)

로 약 7.1 % 증가하 다. 1670 ℃에서는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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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소결 도는 9.75 g/cm
3
(90.4 % of TD)에서 10.121 g/cm

3
 

(93.85 % of TD)로 약 3.81 % 증가하 다. 1780 ℃에서는 성형압 증가에 따

라 약 1.31 % 증가하 다. 소결 온도가 높을수록 성형압에 의한 차이는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체의 미세 구조

Fig. 3.6.7은 성형압과 소결 온도 및 시간에 따른 기공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1780 ℃에서 4 시간 소결한 소결체는 성형압이 1 ton/cm
2
에서 4 

ton/cm
2
로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 

ton/cm
2
로 성형한 성형체를 1670 ℃에서 4 시간 소결한 소결체는 미세한 기공

이 많이 발생했으나, 24 시간 소결한 소결체는 미세한 기공은 사라지고 큰 기

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소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이 진행되어 

미세한 기공들이 이동하여 큰 기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3.6.8은 소결 온도를  1670 ℃, 1730 ℃, 1780 ℃로 변화시키면서 8

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미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 시간을 8 시간으로 

하고 소결 온도를 1670 ℃에서 1780 ℃로 증가시킬 경우 결정립의 크기는 

2.299 ㎛에서 4.598 ㎛로 증가하 다. 

Fig. 3.6.9는 소결 시간을 4시간, 8시간, 24시간 변화시키면서 1780 ℃

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 온도를 1780 ℃로 하

고 소결 시간을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결정립은 3.605 ㎛에

서 5.287 ㎛로 증가하 다. 

Fig. 3.6.10은 시간과 온도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시

간과 온도에 따른 등온 결정립 성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
n
 - d 0

n
 =  C 1exp (- Q

RT )⋅△t

여기서 d는 결정립의 크기, d0는 초기 결정립 크기, T는 소결 온도, t는 

소결 시간, Q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상수 그리고 n과 C1은 상수를 나타낸

다.  UO2의 경우는 약 1550 ℃에서 2000 ℃의 온도 범위에서 n이 2.5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결정립의 크기

와 시간과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d =  1.086 + 0.568t
0.4
 (T=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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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852 + 0.587t
0.4
 (T=1730℃ )

d =  2.325 + 0.857t 0.4 (T=1780℃ )

Fig. 3.6.11은 위의 소결조건으로 제조된 표준 모의 핵연료의 전자주사

현미경사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는 금속과 비금속 두 종류의 핵분

열생성물이 존재한다. 금속의 5개 원소 즉, Ru, Pd, Rh, Tc 및 Mo가 주를 이

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금속 핵분열생성물은 희토류 금속 산화물 (rare 

earth oxide, Ln=La, Nd, Ce, Y, Sm, Gd and Eu), ZrO2 및 알카리 토금속 산

화물 (alkaline earth oxide, MO, M=Sr and Ba)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산화

물은 UO2와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화물 형태의 석출물

은 ABO3 (A=Ba and Sr, B=Zr and Mo)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의 DUPIC 핵연료의 조성과 농도는 EPMA 

(electron probe microanalyzer)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3.3-6]. 모의 DUPIC 

핵연료 제조 시 고용체를 형성하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중 Y2O3, La2O3, 

Nd2O3 및 CeO2를 약 1.301 wt% 첨가하 으며, 금속 석출물을 형성하는 

Rb2O3, Rh2O3, RuO2 및 PdO는 약 0.4442 wt% 첨가하 다. 또한 산화석출물

을 형성하는 ZrO2, SrO, BaCO3 및 MoO3는 약 0.9201 wt% 첨가하 다. 첨가

된 불순물의 전체 양은 약 2.707 wt%이며, 제조된 모의 DUPIC 핵연료의 소

결체를 EPMA로 성분과 농도를 관찰하 으며, 산화 석출물과 금속 석출물은 

Table 3.6.7과 3.6.8에 나타내었다. 산화 석출물은 주로 Zr과 Ba가 주성분을 이

루고 있으며, BaZrO3의 perovskite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 석출물은 결정립 

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Mo, Ru, Pd 와 Rh로 구성되었다. 또한 Zr, Y, La, Nd 

와 Ce는 기지에 용해되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론

표준 모의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성형압, 소결 시간 및 소결 온도

를 변화시키면서 소결체의 도 변화를 관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 습식 링한 분말은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입자들이 엉켜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tubular에서 분쇄한 분말은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겉보기 도 (apparent density)는 습식 링 처리된 분말의 경우 

약 1.3444 g/cm
3
으며, tubular 분쇄 후 2.3352 g/cm

3
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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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분말의 충진율 및 유동도를 높이기 위한 조립화(granulation)

를 tubular 분쇄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분말의 입자 크기는 원료 분말과 습식 링 후 그리고 tubular 분쇄 

후 각각 3.28 ㎛, 0.45 ㎛ 및 0.37 ㎛로서, 습식 링한 분말보다 

tubular 분쇄 후 입자 크기가 약간 작아졌다.  

○ 성형압과 성형 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ρ= 3.179+1.801P
1/3

여기서 ρ는 성형 도, P는 성형압을 나타낸다. 

○ 소결체의 도는 성형압과 소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ANDU 핵연료의 사양 중 소결 도의 기준(10.3 g/cm
3
 ∼ 10.6 

g/cm
3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730 ℃에서 소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정립의 크기와 시간과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 =  1.086 + 0.568t 0.4 (T=1670℃ )

d =  1.852 + 0.587t
0.4
 (T=1730℃ )

d =  2.325 + 0.857t
0.4
 (T=1780℃ )

○ 이상의 제조 조건에 따른 소결체의 특성 연구를 통해서 실험에 필요

한 모의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열팽창 특성

가. 서론

DUPIC 핵연료의 주요 특성은 노내에서 연소도중 발생한 핵분열생성

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물성이 UO2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도, 비열, 열전도도, 열팽창율, 크립 등 기본 물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핵연료의 열팽창은 열전도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물성으로, 피복관과 작용하

는 상호응력, 핵연료와 피복과의 공극 열전도도에 향을 미치는 물성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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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세라믹핵연료는 열전도도가 불량하여 반경방향으로 균열이 크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부피팽창과 반경방향으로의 열팽창은 피복관에 원주방향의 인장 응

력을 일으켜 연료봉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열확산도로부터 열전도도를 구

할 때 필요한 도 변화를 열팽창 자료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핵연료

의 열팽창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열팽창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거시적인(macroscopic) 방법으로 시편의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microscopic) 방법

으로 중성자나 X-ray를 이용하여 격자상수 (lattice parameter)를 측정하는 것

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Schottky defect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다. 격자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물질 고유의 열팽창율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길이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편내부의 defect, 불순물 등의 향이 반 된 

열팽창을 측정할 수 있다. 

  Gronvold는 XRD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UO2 ∼ U3O8의 온

도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를 측정하 다[3.6-7]. 그의 연구에서 UO2의 격자상

수는 20 ℃에서 0.54704 nm 이며, 20 ∼ 946 ℃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 열

팽창계수(averag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는 10.8×10
-6
 ℃

-1
이라

고 발표했다. 또한 UO2.00에서 UO2.20과 UO2.25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는 0.54462와 0.54411 nm로 각각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U3O8은 

orthorhombic 구조를 갖으며, a = 0.6717 nm, b = 0.3977 nm 및 c = 0.4144 

nm의 격자상수를 갖는다. UO2의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하

다.

aT= 0.54704[1+10.8×10
- 6
(T-20)]±0.00004  nm

Baldock 등은 20∼2300 ℃의 온도 범위에서 UO1.98 ∼ UO2.00의 열팽창을 

XR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3.6-8]. 이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10.8 ± 0.1)×10
-6
/℃로 확인하 다. 또한 900 ℃까지는 (10.4 ± 0.2)×10

-6
/℃

로 발표하 다.

Albinati 등은 중성자 회절을 이용하여 293 ∼ 1733 K의 온도 범위에서 

UO2의 격자상수를 구하 다[3.6-9].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71 nm

으며, 온도에 따른 변화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a =  0.54576+4.326×10
- 6
T+8.477×10

- 10
T
2
  nm

Hutchings는 중성자 회절을 이용하여 293 ∼ 2930 K의 온도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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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와 ThO2의 격자상수를 구하 다.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70 

nm 다[3.6-10].

Momin 등은 XRD를 이용하여 UO2, ThO2 및 핵분열생성물이 첨가된 

(U0.2Th0.8)O2의 격자상수를 상온에서 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 다

[3.6-11]. 첨가된 핵분열생성물은 희토류족, Ln2O3 (Ln=La, Nd, Ce, Y, Sm, 

Gd and Eu), ZrO2 및 , 알카리토족, MO(M=Sr and Ba)이다. 이중 희토류족 

만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모든 첨가물에 의해 격

자상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제

시하 다.

a =  0.5469+4.192×10
- 6
(T-298)+1.327×10

- 6
(T-298)

2

상온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69이며, 298 ∼ 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열팽창계수는 10.8×10
-6
 K

-1
로 나타났다. UO2에 약 20%의 희토류족을 

추가하 을 경우 격자상수와 평균 선열팽창계수는 0.5441 nm 및 14.3×10
-6
 

K
-1
로 증가하 다. 

Yamashita 등은 XRD를 이용하여 상온부터 1300 K의 온도 범위에서 

ThO2, UO2, NpO2 및 PuO2의 격자상수를 측정하여 온도에 따른 열팽창 연구

를 수행하 다. 293 K에서 UO2의 격자상수는 0.54699 nm 으며,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3.6-12,13]. 

a =  0.545567+4.581×10- 3+10.355T×10- 7T 2-2.736×10- 10T 3  nm

Martin은 여러 관련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온도에 따른 열팽창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3.6-14].

273 K < T < 923 K일 때,

L=L 273(0.99734+9.802×10
- 6
T-2.705×10

- 10
T
2
+ 4.391×10

- 13
T
3)

273 K < T < 3120 K일 때,

L=L 273(0.99672+1.179×10
- 5
T-2.429×10

- 9
T
2
+1.291×10

- 12
T
3)

여기서 L과 L273은 온도 T와 273 K에서의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열팽창계수를 다음 식으로 제시하 다.

273 K < T < 923 K일 때,

α= 9.828×10
- 6
-6.390×10

- 10
T+1.330×10

- 12
T
2
- 1.757×10

- 17
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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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K < T < 3120 K일 때,

α= 1.1833×10
- 5
-5.013×10

- 9
T+3.756×10

- 12
T
2
-6.125×10

- 17
T
3

여기서 α는 열팽창계수를 나타낸다. 이상의 UO2에 대한 격자상수와 열팽창계

수를 Table 3.6.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중성자

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격자상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dilatometer를 이

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팽창을 측정하 다. 우선 중성자회절을 이용하여 모의 

DUPIC 핵연료의 격자상수를 상온과 1273 K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 다. 온

도에 따른 격자상수를 이용하여 선열팽창 (linear thermal expansion)을 나타

낼 수 있는 식, 평균 선열팽창계수 (averag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도 변화 등을 구하 다. 또한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열팽창을 직접 측정하여 평균 열팽창계수, 도 변화 등을 구하 다.

나. 중성자 회절 시험

(1) 시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와 결정립은 각각 10.26 

g/cm
3
(95.14 % of TD)와 10.264 μm이다. 약 직경 10 mm, 길이 10 mm 소결

체 5개를 쌓아 실험을 수행하 다. 핵분열생성물을 모사하기 위하여 첨가한 

불순물은 소결체에서 석출물과 고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화 석출물은 주

로 Zr과 Ba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BaZrO3의 perovskite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 석출물은 결정립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Mo, Ru, Pd 와 Rh로 구성

되었다. 또한 Zr, Y, La, Nd 와 Ce는 기지에 용해되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시험 방법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ST2 수평공에 설치되어 있는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를 이용

한 중성자 회절실험을 수행하 다. 원자로에서 발생된 백색 중성자빔은 Ge 

(331)단색화 결정에 의해 90°의 인출각 (take-off angle)으로 회절되어 파장

이 1.835 Å으로 단색화 되었으며, 시료 위치에서의 열중성자속은 대략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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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2
s 이었다.

온도에 따른 시료의 결정구조상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고온 진공로 

(vacuum furnace) 속에 pellet 형태로 가공된 시료를 넣고 상온부터 1000℃까

지 200℃간격으로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각 온도에서 1시간씩 중성자 회절상을 

얻었다. 고온 진공로는 상온에서는 약 10
-5
 torr의 진공도를 나타내었고, 100

0℃에서는 약 10
-3
 torr 정도의 진공도를 나타내었다. 발열체로는 graphite 

heater를 사용하 고 단열체로는 carbon pelt를 사용하 다.

HRPD의 검출기 시스템은 32개의 He-3 비례 계수관과 이를 둘러싼 차폐

체와 초기증폭기(pre-amplifier)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05°스텝으로 

100스텝 동안 검출기 시스템이 회전해가면서 중성자 회절상을 얻는다. 이때 

측정되어지는 회절각은 2θ = 0 ∼160 °까지이며 직사 빔(direct beam)에 의

한 검출기 손상을 막기 위해 beam stopper로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약 8°이

상의 각도 역부터 얻어진 회절상을 분석에 사용하 다.

중성자 회절상들은 Rietveld 방법으로 잘 알려진 분석 코드 중의 하나인 

「FullProf」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모든 시료의 결정구조는 UO2의 결정 구

조인 Fm 3m로 분석하 으며, U와 O의 화학적 성분비는 1:2로 고정하 고, 미

량의 상들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 다.

 

(3)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

를 Table 3.6-10에 나타내었다. Fig. 3.6.12는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온

도에 따른 격자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UO2의 격자상수는 

다른 연구원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그러나 모의 DUPIC 핵연료의 격자

상수는 UO2보다 적게 나왔다. 이 결과는 Momin 등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3.6-11]. 그는 UO2 ThO2 및 (U0.2Th0.8)O2에 희토류족, 알카리토족을 첨가함으

로서 격자상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UO2의 경우는

aT= (0.54608±0.00011)+(2.79613±0.52332)×10- 6T+(3.18639

±0.72476)×10- 9T 2+ (1.00848±0.30533)×10- 12T 3

모의 DUPIC 소결체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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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0.54578±0.00015)+(2.45728±0.70622)×10
- 6
T+(3.96164

±0.97806)×10
- 9
T
2
+ (1.34114±0.41204)×10

- 12
T
3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 열팽창 비율(percentage linear thermal expansion, Ψ)은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의 증가량을 초기의 격자상수로 나눔으로서 계산 할 수 있다. 즉, 

Ψ,% =  (
a T - a 298
a 298 × 100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T and a298는 온도 T와 온도 298 K에서의 격자상

수를 나타낸다. 위 식으로 계산한 선 열팽창 비율은 다음의 3 차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UO2 소결체에 대해서는

Ψ,%= (-0.20012±0.02037)+(5.1101±0.95640)×10- 4T+(5.82334

±1.32454)×10- 7T 2+ (1.84307±0.5580)×10- 10T 3

모의 DUPIC 소결체에 대해서는

Ψ,%= (-0.19309±0.02751)+(4.49366±1.29148)×10
- 4
T+(7.24472

±1.78859)×10
- 7
T
2
+ (2.45256± 0.7535)×10

- 10
T
3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3.6.13은 위의 식으로 계산한 선 열팽창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의 

DUPIC 핵연료의 격자상수는 UO2의 것보다 적었으나, 선 열팽창율은 높게 나

타났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핵연료

에 첨가한 핵분열생성물 중 일부가 UO2의 격자에 치환되어 고용체를 형성하

여 원자간 결합력을 변화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열팽창계수는 열팽창율을 온도에 따라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α T =  
1
a 298 (

∂ a T
∂T )

여기서 a298은 온도 298 K에서의 격자상수를 나타낸다. 위 식으로 계산한 선 

열팽창계수은 다음의 3차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UO2 소결체에 대해서는

T=6.3873×10
- 6
+8.0565×10

- 9
T-3.1251×10

- 12
T
2
+1.8213×10

- 16
T
3

모의 DUPIC 소결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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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4108×10
- 6
+1.3473×10

- 8
T-9.6834×10

- 12
T
2
+2.2682×10

- 15
T
3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98 ∼ 1273 K의 온도 범위에서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평균 선열팽창계수는 10.471×10
-6
과 10.751×10

-6
 K

-1
이다.

열팽창에 따른 도 변화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ρ(T)  =  ρ(298) (
L 298

L T )
3

위의 식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도 변화를 초기 도와의 비로 Fig. 3.6.14

에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UO2 소결체에 대해서는

( ρ(T)ρ( 298) )×100 =  100.6087-0.0016T-1.6948× 10
- 6
T
2
+5.611× 10

- 10
T
3

모의 DUPIC 소결체에 대해서는 

( ρ(T)ρ( 298) )×100 =  100.5853-0.0014T-2.1119× 10
- 6
T
2
+7.4182× 10

- 10
T
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온도 상승에 따른 도 감소는 온도가 

1273 K까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도의 96.92와 97.02 %까지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개 시편의 도 변화는 거의 비슷하나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 변화가 UO2의 도 변화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4) 결론

DUPIC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성자 회절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273 K의 온도범위에서 격자상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① 모의 DUPIC 핵연료의 격자상수는 UO2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 모델을 유도하 다.  

②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팽창은 UO2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온도에 따

른 선열팽창 비율에 대한 모델을 유도하 다.  

③ 298 ∼ 1273 K의 온도 범위에서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평균 

선열팽창계수는 10.471×10
-6
과 10.751×10

-6
 K

-1
이다.  

④ 모의 DUPIC 핵연료의 온도 상승에 따른 도 감소가 UO2보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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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다. 온도가 1273 K까지 증가함에 따라 UO2의 도 변화

는 초기 도의 97.02 %로 줄어들며,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 변

화는 96.92 %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이상의 결과는 DUPIC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열팽창 실험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와 결정립은 각각 10.26 

g/cm
3
(95.14 % of TD)와 10.264 μm 이다. 직경 8.4 mm, 길이 8.2 mm 소결

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핵분열생성물을 모사하기 위하여 첨가한 

불순물은 소결체에서 석출물과 고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화 석출물은 주

로 Zr과 Ba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BaZrO3의 perovskite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 석출물은 결정립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Mo, Ru, Pd 와 Rh로 구성

되었다. 또한 Zr, Y, La, Nd 와 Ce는 기지에 용해되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실험 방법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측정을 위하여 push rod type의 

dilatometer (DIL 402C, Netzsch)를 이용하여 298 ∼ 1900 K의 온도 범위에서 

축 방향 미소 변위를 측정하 다. 표준 물질인 Al2O3에 대한 본 실험 기기의 

최대 오차는 2% 이내 다. 실험은 분당 5 K의 승온률로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3) 실험 결과 

선 열팽창(Ψ)은 온도에 따른 초기시편의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를 나타

내는 것으로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즉, 

Ψ (ΔL/L0), % =  
L T - L 298

L 298
×100

여기서 LT and L298은 온도 T와 298 K에서의 시편 길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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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 및 UO2의 열팽창을 

Fig. 3.6.15에 나타내었다.

Martin은 UO2에 대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온도에 따른 선 열팽창을 

3차 식으로 제안하 다[3.6-14]. 또한 MATPRO에서는 1차 식과 지수함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식을 사용하고 있다[3.6-15].

ΔL
L 0
 =  K 1T - K 2  + K 3 Exp (-

ED
kT )

여기서 K1, K2 및 K3은 상수, ED는 Schottky 결함의 형성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들의 식에 의한 열팽창 결과도 Fig. 3.6.15에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선 열팽창은 온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

찰되었다. 본 실험에서 구한 UO2에 대한 결과는 다른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핵연료들의 열팽창율은 UO2의 것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그 차이는 온도 증가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핵연

료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모의 핵연료의 도, 결정립 크

기, 조성 및 농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구한 열팽

창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L/L 0,%=-0.4163+1.170×10
- 3
T+9.881×10

- 8
T
2
±0.0087

모의 DUPIC 핵연료에 대해서는

L/L 0,%=-0.3854+1.130×10
- 3
T+1.095×10

- 7
T
2
±0.0089

그리고 UO2 핵연료에 대해서는

L/L 0,%=-0.2783+9.171×10
- 4
T+1.118×10

- 7
T
2
±0.0015

로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식들에서 마지막 항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열팽창에 따른 온도에 따른 순간 열팽창계수(the instantaneou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α =  
1
L 298

dL
dT

여기서 α는 순간 열팽창 계수, L298은 초기 시편의 온도를 나타낸다. 순간 열

팽창 계수는 열팽창을 온도에 따라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모의 핵연료들과 UO2의 온도에 따른 순간 열팽창 계수의 변화를 Fig. 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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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의 핵연료들의 순간 열팽창 계수는 

UO2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모의 핵연료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순간 열팽창 계수는 다음의 식들로 나타낼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α= 2.39×10
- 5
-3.49×10

- 8
T+3.40×10

- 11
T
2
- 9.69×10

- 15
T
3
±5.28×10

- 7

모의 DUPIC 핵연료에 대해서는

α= 2.19×10- 5-2.84×10- 8T+2.65×10- 11T 2- 7.10×10- 15T 3±4.81×10- 7

그리고 UO2 핵연료에 대해서는

α= 1.55×10
- 5
+1.61×10

- 8
T+1.66×10

- 11
T
2
- 4.70×10

- 15
T
3
±5.25×10

- 7

와 같이 표현된다. 위의 식들에서 마지막 항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실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열팽창 계수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α =  
1
L 298

×(
LT-L 298
T-298 )

298 ∼ 1900 K의 온도 범위에서 위의 식으로 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모의 

DUPIC 핵연료 및 UO2의 평균 열팽창 계수는 각각 (1.391±0.118)×10
-5
, 

(1.393±0.116)×10
-5
 및 (1.178±0.138)×10

-5
 K

-1
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Momin 등[3.6-11]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그들은 UO2에 희토류족, Ln2O3 

(Ln=La, Nd, Ce, Y, Sm, Gd and Eu)이 20 wt% 첨가될 경우 열팽창계수는 

1.08×10
-5
 에서 1.43×10

-5
 K

-1
로 증가한다고 발표하 다. 

열팽창에 따른 도 변화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ρ(T)  =  ρ(298) (
L 298

L T )
3

위의 식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도 변화를 초기 도와의 비로 Fig. 3.6.17

에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ρ(T)/ρ(298)×100,%= 101.206-0.0035T-2.162×10
- 7
T
2
±0.023

모의 DUPIC 핵연료에 대해서는

ρ(T)/ρ(298)×100,%= 101.055-0.0033T-2.877×10
- 7
T
2
±0.015

그리고 UO2 핵연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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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T)/ρ(298)×100,%= 100.855-0.0028T-2.439×10
- 7
T
2
±0.012

온도 증가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해 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류의 모의 핵연료는 온도 증가에 따라 UO2보다 도 감소가 더 크게 나타

났으며,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 사이의 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UO2의 경우 온도가 1900 K 까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도

의 94.59 %까지 줄어들었으며,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경

우는 초기 도의 93.807와 93.764 %로 줄어들었다. 이는 UO2의 도 감소보다 

각각 0.78 와 0.83 % 더 감소하 다. 

온도 증가에 따른 핵연료의 부피 팽창과 도의 감소는 원자로 내에서 

정상가동 시 핵연료봉의 건전성과 열전도도 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본 연구에서 구한 결과들은 DUPIC 핵연료의 설계 및 성능 평가에 유용하

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1900 K의 온도 범위에서 열팽창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팽창은 UO2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온도에 따른 선 열팽창 모델을 제시하 다.  

② 모의 핵연료들의 순간열팽창 계수는 UO2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 다. 

③ 298 ∼ 1900 K의 온도 범위에서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1.391×10
-5
과 1.3931×10

-5
 K

-1
로 나

타났으며 UO2보다 약 20 % 크게 나타났다.   

④ 온도 상승에 따른 도감소는 모의 핵연료가 UO2보다 크게 나타났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경우는 초기 도의 

93.807와 93.764 % 로 줄어들었다.

⑤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선 열팽창, 순간 열팽창

계수평균 선 열팽창계수 및 온도에 따른 도 감소 등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⑥ 온도 증가에 따른 핵연료의 부피 팽창과 도의 감소는 핵연료와 핵

연료 피복관의 건전성 및 열전도도 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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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 구한 결과들은 DUPIC 핵연료의 설계 및 성능 평가

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열전도도 특성

가. 서론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연료의 온도상승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열물성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고체 내에서 열전도도에 관여하는 기

구는 격자진동 (klatt, phonon), 복사 (krad, radiation) 및 자유전자 (kel, electron)

의 운동 등이다. UO2의 경우 150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격자진동에 의해 주

로 일어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유전자에 의해 일어난다. 

저온의 격자 진동이 지배 기구인 역에서 열전도도는 다음의 온도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k(T) =  
1

(a+ bT)

여기서 a는 격자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어나는 포논 산란을 나타내는 항

이며, bT는 포논과 포논의 부조화(anharmonic)로 인해 발생되는 고유의 특성

을 나타낸다. UO2에 대해서 a와 b는 다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2.466 cm K W
- 1
 ⋏ a ⋏ 5.746 cm K W

- 1

0.0212 cm W - 1 ⋏ b ⋏ 0.0224 cm W - 1

복사에 의한 열전도도는 2000 K 이상의 온도에서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rad =  
16
3 (

σ s
α R(t) ) n

2 T 3  =  0.03( n
2

α R(t) ) t
3  W cm-1 K-1

여기서 t = 10
-3
T, σs 는 Stefan-Boltzmann 상수 (5.67×10

-12
 Wcm

-1
K
-4
), n 

은 refractive index를 나타낸다. 온도에 따른 복사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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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0
-3
 T) αR(t) (cm

-1
) Krad(t) (W cm

-1
 K
-1
)

1.0 190 0.0008

1.5 275 0.0019

2.0 385 0.0032

2.5 570 0.0042

3.0 865 0.0047

3.12(=tm) 960 0.0048

자유전자에 의한 열전도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el = 2.25 
e- 12.41/t

t
 W cm

- 1
 K

- 1

t (10
-3
 T) Kel(t) (W cm

-1
 K
-1
)

1.5 0.0019

2.0 0.0032

2.5 0.0042

3.0 0.0047

3.12(=tm) 0.0048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원자로 내에서 연소 중 핵분열생성물의 생성, 최대

온도, 열팽창, 결정립 성장 등 거의 모든 핵연료 거동에 직, 간접적으로 향

을 미친다. 조사된 UO2의 열전도도는 연소도 (b), 기공도 (p), 화학당량에서의 

이격 (x) 및 온도 (T) 등의 함수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k(x,b,p,T)

노내에서 조사 중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분열생성물, 기공, 핵분열기체, 

crack, O/U 비, 및 열팽창 등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 때

문에 핵연료 소결체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3.6-16∼19]. UO2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이론적으로

나 실험적으로 거의 확립된 단계에 있다. 많은 연구원이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 으며, Martin[3.6-16], Hyland[3.6-17], Harding과 Martin[3.6-18]은 이

전의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UO2의 열전도도를 수식화하여 제시하 다. 

Martin은 stoichiometric과 hyperstoichiometric 및 hypostoichiometric UO2와 

(U, Pu)O2의 열전도도에 관한 식들을 제시하 다[3.6-16]. 또한 O/M 비에 따

른 열전도도는 2.0일 때가 가장 크고 2.0보다 적거나 클 때는 열전도도가 떨어



- 239 -

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격자의 결함에 의한 포논이나 자유전자의 산란 때문으

로 생각된다. Hyland[3.6-17]는 2000 K < T < 3120 K의 온도 범위에서 새로

운 열전도도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k(t) = (0 .023±0.004) + 2.25 e
- 12.41/t

t
   Wcm

- 1
K
- 1

여기서 t는 10
-3
 T (K)를 나타낸다. Harding과 Martin은 773 ∼ 3120 K의 온

도 범위에서 열전도도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3.6-18].

k =  
1

0.0375+2.165×10
- 4
T
 +

4.715×10 9

T
2 e

- 16361
T    Wcm- 1K-11

위 식의 첫째 항은 포논에 의한 것으로 온도가 녹는점까지 증가함에 따라 포

논의 평균 자유 경로가 감소하기 때문에 포논에 의한 열전도도는 감소한다. 

둘째 항은 small polaron의 향에 의한 것이다. 

UO2에 함유된 불순물 향에 관한 연구도 역시 수행되고 있다[3.6-19∼

21]. Fukushima 등은 700∼2000 K의 온도 범위에서 (U, Gd)O2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Gd의 향에 관하여 연구하 다[3.6-19]. G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U, Nd)O2, (U, Sm)O2와 

(U, Eu)O2 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 다[3.6-20]. 700 K에서 2000 K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열전도도는 k = (A + BT)-1의 식과 잘 일치하며, A는 

희토류족의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B는 희토류족의 농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Hirai는 UO2-Gd2O3의 열확산도를 상온에서 2000 K

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 다[3.6-21]. UO2-10 wt% Gd2O3의 열확산도는 저온

에서는 UO2의 50% 정도 으나 고온에서는 차이가 거의 무시할 정도 다. 

사용후핵연료 및 조사중 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 기공 등에 의해 열전도

도가 초기 장전 시 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중심 온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노내에서 열팽창, 핵분열가스의 방출 등

의 핵연료 거동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핵연료의 연소 중 

또는 연소 후 열전도도에 대한 정보는 핵연료의 건전성,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

용하는 것은 높은 방사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Lucuta 등은 모의 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 다

[3.6-22, 23]. 연소도 1.5, 3, 6 및 8 at%에 해당하는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여 

stoichiometric과 hyperstoichiometric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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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ichiometric 모의 핵연료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UO2보다 

작게 나타났다. O/U 비가 약간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가 1 at% 증가함에 따라 저온에서의 열전도도는 약 6∼9 % 

감소하 으며, 고온에서는 약 1∼2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도도의 

역수인 열저항도 온도와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용체를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은 열전도도를 떨어뜨리며, 석출물은 열전

도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모의 

DUPIC 핵연료를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 다. 앞에서 구한 열팽창에 따

른 도 변화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473 K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열전도도를 

계산하 다. 

나. 실험

  (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 DUPIC 핵연료는 연소도 27000 MWd/tU 및 

35000 MWd/tU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DUPIC 핵연료

를 모사한 것이다. 약 직경 10 mm, 길이 1 mm로 가공하 다. 핵분열생성물

을 모사하기 위하여 첨가한 불순물은 소결체에서 석출물과 고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화 석출물은 주로 Zr과 Ba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BaZrO3의 

perovskite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 석출물은 결정립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Mo, Ru, Pd 와 Rh로 구성되었다. 또한 Zr, Y, La, Nd 와 Ce는 기지에 용해되

어 고용체를 형성하고 있다. 

(2) 열확산도 

298 ∼ 1473 K의 온도 범위에서 laser-flash 법으로 모의 DUPIC 핵연료

의 열확산도를 측정하 다. 실험은 대류 열 전달의 향을 막기 위해 1.3×

10
-4
 Pa이하의 진공분위기에서 수행하 다. 열원은 Nd:YAG 레이저이며 최대

에너지는 19 J, wave length는 1.06 μm, pulse width는 0.1∼0.6 ms 다. 시

편은 graphite heater의 복사 열 전달로 승온되며 온도 측정은 W-5% 

Re/W-26% Re 열전대를 이용하 다. 시편 뒷면의 온도는 In-Sb 적외선 측정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컴퓨터로 바로 입력된다. 열확산도는 시편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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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l, 시편의 뒷면의 온도가 최대가 되는 시간의 반, t1/2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α =  1.37 l
2
/π
2
 t 1/2

열확산도 측정 장치의 최대 오차 범위는 표준 물질인 POCO graphite를 이용

하여 측정했을 때 1% 이내 다.

(3) 열전도도 

열전도도는 열확산도, 비열 및 도 변화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계

산할 수 있다.

k = ραc p

온도 증가에 따른 도변화는 앞에서 측정한 열팽창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비열은 UO2의 것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다. 실험 결과

(1) 열확산도

모의 DUPIC 핵연료의 온도상승에 따른 열확산도와 UO2의 열확산도를 

Fig. 3.6.18에 나타내었다.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확산도가 UO2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핵연료에 포함되어 

기지 내에 용해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phonon의 산란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온에서는 열확산도의 차이가 많이 났으나 고온으로 갈수록 그 차

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온에서는 phonon에 의한 열 확산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phonon의 산란 역할을 하여 열 확산이 떨어지며, 

고온에서는 phonon보다는 polaron에 의한 열 확산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불순

물의 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UO2의 열확산도는 상온에서 0.0324 

cm
2
/sec 으며, 온도가 1473 K로 증가함에 따라 0.0084 cm

2
/sec로 약 74 % 

감소하 다. 

연소도 27000 MWd/tU에 해당하는 모의 DUPIC 핵연료는 상온에서 

0.0241 cm
2
/sec로서 UO2의 약 74.4 % 으며, 온도가 1423 K로 증가함에 따라 

0.00673 cm
2
/sec로 감소하여 UO2의 약 80.12 % 다.  연소도 35000 MWd/tU

에 해당하는 모의 DUPIC 핵연료의 경우는 상온에서 0.0210 cm
2
/sec로서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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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64.8 % 으며, 온도가 1473 K로 증가함에 따라 0.006 cm
2
/sec로 감소하

여 UO2의 약 71.4 % 다. 

(2) 열전도도

열전도도는 열확산도, 비열, 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비열은 UO2와 같고, 

도 및 열확산도는 모의 DUPIC 핵연료가 UO2보다 낮기 때문에 열전도도 역

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 변화에 따른 열전도도를 Fig. 3.6.19에 나타내

었다. 예상대로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UO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확산도와 같이 저온에

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고온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UO2의 열전도도는 상온에서 7.576 W/m K로 나타났으며, 1423 K에서는 

2.715 W/m･K로 약 64.2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 27000 

MWd/tU의 모의 DUPIC 핵연료의 경우 상온에서 6.37 W/m･K이 으며, 1423 

K에서는 2.352 W/m K로 약 63.1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 35000 

MWd/tU의 모의 DUPIC 핵연료의 경우 상온에서 5.6 W/m K이 으며, 1423 

K에서는 2.05 W/m･K로 약 63.4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열저항도

열전도도의 역수인 열저항도는 Fig. 3.6.20에 나타내었다. 열저항도는 온

도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

저항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 =  1/k = 0.11716+2.0896 × 10
- 4
 T   for UO2 

R =  1/k = 0.14250+2.4014 × 10
- 4
 T   for 27000 MWd/tU 

R =  1/k = 0.15160+2.7199 × 10- 4 T   for 35000 MWd/tU

라. 결론

모의 DUPIC 핵연료를 이용한 DUPIC 소결체의 열전도도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확산도가 UO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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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② 모의 DUPIC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UO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확산도와 같이 저온에

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고온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③ 열저항도는 온도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크립 (creep) 특성

가. 서론

일반적으로 산화물은 파단 이전에 거의 소성 변형 없이 파손되는 취성 

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물도 조건에 따라 재료에 항복이 일어나 

소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광범위하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1) 단결정 형태에서 산화물은 적당한 온도에서 쉽게 변형된다 (예를 들면 

MgO 는 실온 이하의 온도에서도 변형된다). 

2) 다결정 산화물은 독립적인 slip system의 수에 대하여 어떤 기준    

(Taylor-von Mises 기준)이 만족된다면 고온에서 소성 변형을 보일 

수 있다. 

3) 소성 변형은 인장 응력이 최소이고 전단 응력이 항복을 야기할 만큼 

충분한 응력 조건인 경우에는 취성 거동을 보이는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산화물 핵연료는 원자로 가동 중에 다양한 형태의 응력을 받는다.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창(swelling)으로부터 야기되는 내부 응력, 핵연료 내의 온도 

구배에 의한 열 응력, 열팽창에 의한 산화물 핵연료와 금속 피복관 사이의 상

호작용 (Pellet-Cladding Interaction, PCI)에 의한 응력 등을 받게 된다. 이러

한 응력에 따라 핵연료의 크랙, 피복관의 변형 등을 야기하므로 전반적으로 

핵연료봉의 성능이 좌우된다. 이 응력은 핵연료를 변형시키며, 변형량에 따라 

작용응력은 변형 에너지로서 핵연료에 흡수될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상호 작

용응력은 핵연료나 피복관의 항복 응력보다는 적으며, 고온에서 변형이 일어

나므로 본질적으로 크립에 기인된다. 산화물핵연료의 크립 특성은 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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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원

자로 노심의 수명 동안에 피복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연료의 설계 기준을 수

립하기 위하여 산화물연료의 열적 크립 대응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크립 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 응력, 조성, 기공도, 

결정립 크기 및 조사 효과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의 크립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의 

DUPIC 핵연료를 이용하여 압축 크립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1773 ∼ 

1973 K의 온도 범위에서 21 ∼ 60 MPa의 응력 조건으로 수소 분위기에서 수

행되었다. 주로 크립에 의한 변형률과 활성화에너지를 구했으며, 기존에 발표

된 UO2와 불순물이 첨가된 핵연료의 데이터와 비교하 다. 

나. 크립 이론  

일반적으로 크립은 융점 (melting point, Tm)의 1/3 ∼ 1/2 이상의 고온과  

항복응력 이하의 응력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말

한다. 크립에 의한 시간에 따른(time-dependent) 변형은 응력을 가하는 순간 

탄성-소성(elastic-plastic) 변형에 기인하는 순간적인 변형 ( ε0)이 일어난 후

에 크립 곡선은 3 개의 다른 단계를 보인다. Figure 3.6.21은 시간에 따라 크

립에 의한 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구간은 primary 또는 transient creep 이라 하며, 이 구간에서의 

주요 특징은 일정 응력 하에서 시간에 따라 변형속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구간은 secondary creep 이라 하며 변형 속도가 일정하거나 또

는 최소로 되므로 이 때의 크립 변형 속도를 steady-state creep rate 또는 

minimum creep rate라 한다. 

세 번째 구간은 tertiary creep 이라 하며 이 구간에서는 크립 변형 속도

가 시간에 따라 가속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구간을 지나면 시료는 파손

(fracture)된다. 0.5Tm 이하의 저온에서 크립 곡선은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연

속적으로 감소하는 transient 거동만 보인다.

산화물의 고온 크립에 의한 변형 속도는 열적으로 활성화된 과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Arrhenius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ε = A σ n exp (-Q /RT)

여기서 ε  는 크립 변형 속도, A  는 재료에 의존하는 상수, σ 는 작용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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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는 응력 지수 그리고 Q  는 크립에 대한 활성화에너지이다. 

크립에 의한 변형 기구는 3 가지 형태, 즉 1) stress-directed diffusional 

creep, 2) 확산 제어 회복 과정에 지배되는 전위 이동 (dislocation motion) 그

리고 3) 입계 미끄러짐 (grain boundary sliding) 등이 있으며, 이런 기구들이 

동시에 수반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1) 확산 크립 (Diffusional Creep)

금속인 경우 확산 크립은 일반적으로 저응력․고온 (용융점 근처의 온도)

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산화물인 경우 폭넓은 범위의 응력과 온도에서 관찰된

다. 이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산화물에서는 독립적인 슬립계가 충분하지 못하

므로 전위의 immobility 가 전위 이동에 의한 크립을 제한하고 확산 크립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확산 크립에서 변형 속도는 응력 (stress)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확산 경로(diffusion path)에 따라 결정립 크기의 제곱 또는 3 승에 

반비례한다. Stress-enhanced 확산에 근거한 크립 거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Nabarro-Herring 크립

Nabarro-Herring 크립은 Fig. 3.6.22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결

정립 내에서 존재하는 공공 (vacancy)은 인장 응력을 받는 계면에서 압축 응

력을 받는 계면으로 이동하고, 원자는 공공의 이동 방향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동하여 형태의 변화 또는 각각의 결정립의 변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격자 

확산에 의한 크립 변형 속도, ε l  는 확산 경로가 결정립 전체를 통하므로, 격

자 확산(lattice diffusion) 또는 부피 확산(volume diffusion)이라 한다. 변형 

속도는 원자공공의 확산계수와 응력에 비례하고 결정립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3.6-24].

ε l = (A 2 Ω σ/d
2kT)Dl

=
A

d
2 σ exp (-Q /RT)

여기서 A2는 상수로 등축 결정(equiaxed grain)인 경우 ∼10 이다. Ω는 원자

부피, d는 결정립 크기, 그리고 Dl은 느리거나 율속원자의 격자 확산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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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ble 크립

Coble은 앞에서 언급한 격자 확산 또는 부피 확산에 근거한 Nabarro 

-Herring 크립 기구와는 달리 입계 확산에 근거한 기구를 제안하 으며

[3.6-25], 이 입계 확산에서는 입계 미끄러짐을 수반한다. 확산이 결정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경우 즉 확산 경로가 입계인 경우, 크립 변형 속도는 결정립 

크기의 3 승에 반비례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ε gb = (
150
π
)( σΩw/d 3kT)Dgb

=
A

d
3 σ exp (-Q/RT)

여기서 w는 입계 폭이고, Dgb는 입계 자기 확산계수이다.

(2) 전위 이동(Dislocation Motion)

응력이 큰 경우 원자공공 흡수에 의한 전위 상승(dislocation climb- 

controlled), 또는 전위 상승-활주 (dislocation climb glide)에 의해 크립이 일

어나므로 결정립 크기는 크립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응력의 멱수 (4∼5)에 

비례하는 정상 상태 크립 변형이 관찰된다. Weertman은 fcc 금속의 정상 상

태 크립 변형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서 전위 상승에 의한 기구로 해석하여 다

음 식과 같이 응력 지수가 4.5 임을 예상하 다[3.6-26]. 

ε =
A 3D sσ

4.5

b
1/2
N
1/2
G
3.5
kT

= A σ 4.5 exp (-Q/RT)

여기서 A3은 상수로 ∼0.2 이며, Ds는 자기 확산계수, b는 Burgers vector, N

은 전위원, 그리고 G는 전단계수이다.

(3) UO2의 크립 활성화 에너지 

소성 변형을 지배하는 기구를  규명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가 활

성화에너지와 활성화면적의 측정이다. 크립 활성화에너지, Qc는 다음 식과 같

이 정의된다.

Qc = - k (
d ln ε s
d (1/ T)

)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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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에너지의 측정치는 보통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와 잘 일치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크립 변형 속도는 자기확산 계수의 변화에 직선적으로 비

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크립 과정이 확산에 의해 지

배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 에너지는 대략 온도 및 응력에 무관하다. 

(가)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

Table 3.6.11에 UO2의 자기 확산계수(self-diffusivity)와 자기 확산 활성

화 에너지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실험치를 수록하 다[3.6-27∼35]. 우라늄의 

확산이 산소 확산인 경우 보다 확산계수가 작고,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는 

크게 나타나서 우라늄 이온에 의한 확산이 율속이 된다.

등방성의(stoichiometric) UO2에서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가 70∼108 

kcal/mole로 보고되었다. 

비등방성의(hyperstoichiometric) UO2인 경우 우라늄의 자기 확산계수는 

x
2
에 비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6-28∼30]. Hawkins 와 Alcock[3.6-28]은 x

가 0.01에서 0.1로 증가할 때 우라늄 확산 활성화 에너지도 89 kcal/mole에서 

105 kcal/mole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결과적으로 UO2+x의 고온 크립은 우

라늄 부피 확산이 포함된 과정에 제어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나) UO2의 크립 특성

크립 변형 속도

크립 변형 속도는 온도와 응력의 증가, 불용성 물질 (SiO2, K2O5, TiO2)의 

첨가에 따라 증가한다. 반면, 결정립 크기, 소결 도의 증가와 가용성 물질의 

첨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36∼38]. 

UO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우라늄의 확산계수가 크며, 크립 변형 속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3.6-41].

온도의 증가에 따라 크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전단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용성 물질(ZrO2, Y2O3, CaO)을 첨가한 경우 변형 속도가 감소하

는 것은 solid-solution hardening effect 때문이다. 또한 불용성 물질을 첨가한 

경우 변형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제 2 상의 둥근 silica 입자(glassy phase)가 

주로 입계에 존재하여 입계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크립 변형 속도를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3.6-42].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과 같은 실험 분위기는 크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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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속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43]. 

활성화 에너지

UO2의 크립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작용 응력과는 무관하며, 확산에 의

한 크립과 dislocation 크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Table 3.6.12는 단결정과 

다결정, 시험방법, 온도, 응력 등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약 

71∼118 kcal/mol 의 범위 내로 들어옴을 보여준다. 이는 UO2에서 우라늄 자

기확산 활성화에너지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크립의 활성화 에너지는  UO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이것은 x 

증가에 따라 격자의 결합 에너지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라늄이온의 자기

확산 활성화 에너지 감소에 따른 크립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소성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 다[3.6-28∼30].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면 크립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다[3.6-40,41]. ZrO2, Y2O3, CaO 그리고 SiO2 등이 첨

가될 경우 순수 UO2 의 크립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게 나타났다[3.6-38]. 

천이 응력

일반적으로 산화물의 크립 거동은 응력에 따라 2개의 구간으로 분류된다. 

저 응력의 경우 크립 변형 속도는 응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 ε ∝ σ
n, 

n=1), Nabarro-Herring 또는 Coble 크립에 의한 확산이 지배기구인 반면에 

고응력에서 크립 변형 속도는 응력의 power-law 관계를 가지며 ( ε ∝ σ
n, n

=4∼5) 전위 이동이 지배 기구이다. 이와 같이, 지배 과정이 확산 크립에서 전

위 이동기구로 변하는 지점의 응력을 천이응력, σ t  라 정의한다. 

시험 온도가 증가할수록 천이 응력은 감소한다. 또한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라 천이 응력이 감소한다. 이는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른 확산에 의한 크립 

변형 속도가 감소하고 전위 이동에 의한 크립 변형 속도가 증가하여 천이응력 

감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하 다. 반면에 bending 크립 시험에서는 결정립 크기

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났다[3.6-42]. 

UO2+x에서 x의 증가와 시험 온도의 증가에 따라 천이 응력이 감소한다

[3.6-36, 37]. 

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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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의 DUPIC 핵연료

본 실험에 사용된 모의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는 약 5.796 mm, 

직경은 약 8.145 mm 다. 도와 결정립은 각각 10.463 g/㎤ (97.067 % of 

TD)와 9.46 μm 다. 핵분열생성물을 모사하기 위하여 첨가한 불순물은 소결

체에서 석출물과 고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화 석출물은 주로 Zr과 Ba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BaZrO3의 perovskite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 석출

물은 결정립 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Mo, Ru, Pd 와 Rh로 구성되었다. 또한 

Zr, Y, La, Nd 와 Ce는 기지에 용해되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 방법

크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는 굽힘 크립 시험과 압축 크립 시

험이 있다. 굽힘 시험은 재료의 굽힘 모멘트가 걸렸을 때의 변형을 구하는 시

험으로서 환봉이나 각주를 굽힐 경우 인장 혹은 압축력이 시험편 표면에서 최

대가 되고 중심부에서는 0이 된다. 인장 시험이나 압축 시험에서는 응력 구배

가 없으므로 진응력을 구할 수 있으나 굽힘 시험의 경우는 시험편이 소성 

역에 들어가면 응력 분포가 복잡하게 변화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취성 재료의 항절력 시험 결과는 재료 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

미가 있지만 연성 재료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이 곤란하며 탄

성론에 근거한 식에 의해서 얻은 값이 정확하지 않고 상대적인 참고치로서 공

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압축크립시험은 재료에 압축력이 가해졌을 때의 변

형을 구하는 시험으로 인장 시험과 반대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압

축 항복 응력은 같은 재료의 인장 항복 응력과 거의 같고 탄성계수도 거의 같

다. 파괴의 경우에는 인장력은 크랙을 확대하고 압축력은 크랙을 누르는 작용

을 하기 때문에 취성이 있는 재료에서는 인장 파괴 응력에 비하여 압축 파괴 

응력이 크다. 이 때문에 현저히 취성이 있는 재료의 시험에는 인장시험보다 

압축시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라믹 핵연료는 취성 재료이므로 압축 크

립시험기 (Unitherm TM 9607, Anter Corp.)를 이용하여 수소분위기에서 시험

을 수행하 다. 1773, 1873 및 1973 K의 온도에서 21 ∼ 60 MPa의 응력 조건

으로 수행되었다. 주로 크립에 의한 변형율과 활성화에너지를 구했으며, 기존

에 발표된 UO2와 불순물이 첨가된 핵연료의 데이터와 비교하 다. 

라.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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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3은 일정 온도 및 일정 응력 하에서 시간에 따른 변형량을 초기 

시편 길이와의 비로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에서 초기에 가해진 응력에 해당하

는 탄성 변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으며, 시간에 따라 변형 속도가 감소하는 

primary 또는 transient creep 구간이 나타났다. transient creep 구간 이후 변

형 속도가 일정한 이차 크립 (secondary creep) 또는 정상 상태 크립 

(steady-state creep)구간이 나타났다. 정상 상태 크립 구간에서 크립 변형율

은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하 다. 정상상태의 크립 변형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1차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dL/L=A+Bt

여기서 A와 B는 상수를 나타낸다. 위 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정상 상태

의 크립 변형률을 구할 수 있으며, B  값이 이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구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상수 값을 Table 3.6.13에 나타내

었다. 

  Fig. 3.6.24는 위에서 구한 정상 상태에서 크립 변형률을 응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저응력 구간과 고응력 구간이 다른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크립 변형 속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ε = A σ n exp (-Q /RT)

여기서 A는 상수를 나타내며, n은 응력 지수, Q는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저응력의 경우 1773, 1873 및 1973 K에서 응력지수가 1.08, 

1.15 및 0.987(평균 1.07)로서 크립 변형 속도가 응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abarro-Herring 또는 Coble 크립에 의한 확산이 

지배 기구인 역이다. 반면에 고응력에서는 응력 지수가 4.71, 4.57 및 4.31 

(평균 4.53)로서 크립 변형 속도가 응력의 power-law 관계를 가지며 전위 이

동이 지배기구인 구간이다. 크립의 지배 기구가 변하는 천이 응력은 온도 증

가에 따라 전단 계수가 감소하므로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천이 응력은 온도

가 1773 K일 때 약 50 MPa이었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 1973 K일 때 

약 30 MPa 이었다. 

Fig. 3.6.25는 온도의 역수에 따른 크립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의 기울기는 크립 변형률이 응력에 선형적으로 변하는 저응력 구간(<34 

MPa)과 power-law 관계를 갖는 고응력 구간 (>51 MPa)이 서로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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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림에서 기울기는 크립 변형의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낸다. 확산이 지배

기구인 저응력 구간에서는 649.35 ∼ 675.94 kJ/mol 로 나타났으며, 전위 이동

이 지배 기구인 고응력 구간에서는 750.68 ∼ 792.18 kJ/mol로 나타났다. 전위

이동에 의한 크립 변형률이 확산에 의한 크립 변형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활성화 에너지는 높게 나타났다. Poteat와 Yust는 천이 응력 전 구간과 천이 

응력 후 구간에서 UO2의 활성화는 각각 351.46 kJ/mol 및 376.56 kJ/mol로 천

이 응력 전 구간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다고 보고하 다[3.6-43]. 이는 우

리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지배기구의 역에서

는 응력이 높아질수록 활성화에너지는 약간 적게 나타났다. 

Fig. 3.6.26은 UO2와 연소도 27 GWd/tHM에 해당하는 모의 DUPIC 핵연

료 및 표준 모의 DUPIC 핵연료의 크립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 모의 

DUPIC 핵연료와 연소도 27 GWd/tHM에 해당하는 모의 DUPIC 핵연료의 활

성화에너지는 UO2의 활성화에너지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 모의 

DUPIC 핵연료의 활성화에너지가 연소도 27 GWd/tHM의 모의 DUPIC 핵연

료 활성화 에너지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표준 모의 DUPIC 핵연료는 첨가

물이 약 2.7 wt% 포함되어있고, 연소도 27 GWd/tHM의 모의 DUPIC 핵연료

에는 약 2.5 wt% 포함되어 있다. 불순물의 양이 많을수록 활성화에너지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rmstrong과 Irvine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3.6-38]. 

Fig. 3.6.27은 모의 핵연료에 첨가함 불순물의 농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관계로 정확한 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불가능 하나 지금까지 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만으로 불순

물농도와 활성화에너지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Q =  414.8 8 e
0.178 C

여기서 Q는 활성화에너지, C는 모의 핵연료에 첨가된 불순물의 농도를 나타

낸다. 

마. 결론

DUPIC 핵연료의 크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 DUPIC 핵연료를 

이용하여 압축 크립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① 저응력에서는 확산이 크립 변형의 지배기구이며, 고응력에서는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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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지배기구인 구간이다. 크립의 지배기구가 변하는 천이 응력은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② 확산이 지배기구인 저응력 구간에서 활성화에너지는 649.35 ∼ 675.94 

kJ/mol로 나타났으며, 전위 이동이 지배기구인 고응력 구간에서는 

750.68 ∼ 792.18 kJ/mol로 나타났다. 전위 이동에 의한 크립 변형률이 

확산에 의한 크립 변형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활성화 에너지는 전

위 이동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지배기구의 역에서는 응력이 

높아질수록 활성화에너지는 약간 적게 나타났다. 

③ 표준 모의 DUPIC 핵연료의 활성화에너지는 UO2의 활성화에너지 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된 불순물의 양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말의 결정 크기 측정

가. 서론 

모의 DUPIC 핵연료는 기존의 UO2 핵연료와는 달리 3wt% 정도의 첨가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원소들이 UO2 기지에 균일하고 미세하게 분

포하도록 링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링 공정에 의해 모의 DUPIC 핵연료 

분말은 미세하게 분쇄되어 결정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링 시간에 따른 모의 DUPIC 핵연료 분말의 결정 크기를 평

가하고자 하 으며, 회절 line broadening법을 이용한 결정 크기 분석법을 확

립하고자 하 다. 특히 중성자 회절은 X선 회절에 비하여 1000배 정도 투과도

가 좋으며 X선에 비해 산소 원자의 산란 강도가 강하여 산소 원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회절

을 이용하여 회절 line broadening을 해석하고 이로부터 모의 DUPIC 핵연료

의 결정 크기를 분석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 크기 분석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

다. 　

나. 실험 방법

모의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ADU (ammonium diuranate) 공정으

로 제조된 천연 UO2 분말을 이용하 으며, 경수로(LWR)에서 27,300 M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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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연소된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기 위하여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첨가될 핵분열 생성물의 함량을 계산하 다. 이때  Cs, Rb, I, Xe, 

Kr 등 휘발성 물질이나 기체상은 배제하고 함량이 높은 15개의 원소를 선정

하여 산화물로 환산하여 첨가하 다. UO2 분말과 핵분열생성물 분말은 

turbular mixer에서 혼합된 후, 직경 3mm ZrO2 ball과 함께 ball-to-powder 

무게비 4:1로 장입되어 PCA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attrition 링을 200 rpm

으로 30분, 60분, 120분 수행하 다. 모의 DUPIC 핵연료 분말은 3 ton/cm
2
의 

압력으로 3g 씩 압분하여 펠렛으로 성형한 후에 바나듐 캔 안에 4개의 펠렛을 

쌓아 넣고, 중성자 회절을 측정하 다.

중성자 회절 측정은 하나로(HANARO)에 있는 HRPD (hige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장치를 이용하 으며, 이때 중성자의 파장은 1.8348 Å

이었으며, 모노크로미터는 Ge (331) 단결정을 사용하 고, 5°간격으로 설치된 

32개의 He
3
 검출기를 사용하여 20 ∼ 155°범위에서 2θ를 0.05°간격으로 측

정하 다. 이때 최대 강도는 약 20000 cps 고 Rietveld 정 화에는  Fullprof 

1.9c 코드를 사용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Fig. 3.6.28은 링 시간에 따른 중성자 회절 도형을 나타낸 것이다. 중성

자 회절 장비에 의한 broadening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시편으로

는 1700 ℃에서 4시간 소결한 모의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사용하 다. 결정

립 크기가 5㎛ 이상인 표준 시편에 비하여 링 된 분말은 회절이 일어나는 

각도에서의 회절선의 폭이 넓어지는 broadening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회절 도형의 broadening으로부터 결정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회절

선의 반가폭(FWHM)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의 DUPIC 핵연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 도형에 대해 Rietveld 정 화법을 통하여 구조 인자를 구할 수 

있었으며 Table 3.6.14와 같이 각 회절선의 반가폭도 구할 수 있었다. Rietveld 

법은 Rietveld(1969)에 의해 제시된 구조 정 화 분석법으로서 whole powder 

pattern fitting method라고도 불린다. Bragg 회절과 background 정보를 최소 

자승법으로 최적 근사하여 격자상수, 원자 위치, 원자 충진도를 정산하는 방법

이다[3.6-44]. 본 연구에서 Rietveld 정 화를 위해 사용된 코드는 프랑스의 

CEA에서 개발한 Fullprof 1.9c 으며 이때에 회절 도형의 형상 함수로 아래와 

같이 Lorentzian 함수와 Gaussian 함수가 대수적으로 구성된 pseudo-Voigt 



- 254 -

함수를 사용하 다. 

pV=hL+(1-h)G

Fig. 3.6.29는 모의 DUPIC 핵연료의 중성자 회절 도형을 Rietveld 정 화

법을 통해 fitting 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Fig. 3.6.29(b)와 같이 92.3 ∼ 

99.3° 사이를 확대하여 보면 fitting 곡선이 회절 도형을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Rietveld 정 화를 수행한 결과, Bragg R-factor는 1.54, Rwp: 8.09%, 

Chi2:  2.44로서 충분한 정 화를 얻을 수 있었다. 

Rietveld 법의 널리 알려진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해 구해진 반가

폭을 이용하여 결정 크기를 구하는 Williamson-Hall plot을 그렸을 때 기울기

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는 Fullprof 코드가 결정

크기나 변형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회절선을 함께 근사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Lutterrotti 등에 의해 결정 크기와 변형률을 

고려한 Rietveld 분석 코드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

이다[3.6-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절선 각각을 분리하여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반가폭을 개별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결정 크기를 구하고자 하 다. 

Fig. 3.6.30은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111), (220), (311), (420) 회절선들을 개별

적으로 근사하여 구한 반가폭을 이용하여 장치에 의한 broadening을 

Gaussian 함수로 분리한 후에 도시한 Williamson-Hall plot이다. Fig. 3.6.30(a)

는 결정 크기 효과와 변형률 효과가 모두 Gaussian 함수라고 가정한 것이고, 

Fig. 3.6.30(b)는 결정 크기는 Cauchy 함수, 변형률 효과는 Gaussian 함수라고 

가정한 결과이다. 각 회절선에서 구한 반가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일직선

으로 근사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절 line broadening 형상 함수로는 Cauchy함수와 Gaussian 

함수가 널리 사용되지만 Langford는 보다 정 한 근사 함수로서 아래와 같은 

Voigt 함수를 도입하 다[3.6-46].

I(x)= I(0)( ββC )Re[erfi(
π
1/2
x

βG
+ ik)]

Voigt 함수는 Gaussian 함수와 Lorentzian 함수의 convolution으로 이루

어진 함수로서, 수치적으로 근사하게 되면, 반가폭이 Gaussian 성분에 의한 

것과, Lorentzian 성분에 의한 것을 각각 구할 수 있다. 또한 Voigt 함수의 

convolution 역시 Voigt 함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정크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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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roadening 효과와 변형률에 의한 broadening 효과를 각각 Voigt 함수라고 

가정하면, 재료 구조적 broadening 역시 Voigt 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Fig. 

3.6.31은 (220) 면의 회절선을 Voigt 함수, Gaussian 함수, Lorentzian 함수로 

각각 근사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세 함수 중 Voigt 함수가 0.99487로 가

장 높은 근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arren과 Averbach는 재료 구조적 broadening으로부터 결정크기효

과와 변형률 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Fourier 계수를 이용하 다[3.6-47]. 

Warren-Averbach 법은 변형률 효과에 의한 braodening이 Gaussian 분포함수

라는 가정이나 평균 변형률이 회절면의 거리와 무관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 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적으로 각 회절선을 Voigt 함수로 근사하여 재료 구조적 broadening 함수의 

Cauchy 성분과 Gaussian 성분을 구한 후 이를 Warren-Averbach법에 대입하

여 결정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수행하 다. Warren-Averbach 법은 수식적으

로 복잡하기 때문에 Balzar가 개발한 BREADTH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3.6-48].

Table 3.6.15는 convolution fitting으로 계산한 결정 크기와 Warren 

-Averbach법으로 계산한 결정 크기를 각각 비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분석

한 바와 같이 Voigt 함수를 이용하여 Warren-Averbach법으로 구한 결정 크

기가 가장 정 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convolution fitting 법

과 비교해 볼 때 Cauchy-Gaussian 함수를 이용한 Williamson-Hall plot을 사

용한 방법이 Warren-Averbach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방법 모두 DUPIC 핵연료 분말의 링 에 따른 결정 크기의 분

석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으며, 단순한 계산에는 Cauchy -Gaussian 

convolution fitting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 한 분석을 위해서는 

Warren-Averbach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① Rietveld 법에서 얻은 반가폭을 이용하 을 때 신뢰도 낮은 결과를 얻

었는데 이는 결정크기와 변형량에 의한 broadening을 고려하지 않은 

정 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성자 회절 도형의 각 회절 도형의 fitting법으로 구한 반가폭을 이용

하여 profile fitting 법으로 신뢰도를 높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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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중성자 회절 도형에서 각 회절 profile의 Voigt 함수 fitting을 통해 

Warren-Averbach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결정크

기 측정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정크기는 Cauchy-Gaussian 

profile fitting 법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 다.

④ 중성자회절에 의한 결정크기와 TEM 및 X선 회절에 의한 결정크기의 

비교 분석을 통해 회절 line broadening 법의 정 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탄성계수 측정

가. 서론

탄성계수는 탄성체가 탄성 한계 내에서 가지는 응력과 변형의 비로서 비

례한계 안에서는 물체에 가한 힘과 그것에 의한 변형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Hooke's law에 의해서 표현된다. 핵연료의 성능해석을 위해 기계적 거동을 분

석할 경우 핵연료의 열팽창, 팽윤, 기체 내압, 냉각수 압력 등으로 인하여 변

형 또는 응력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소결체의 탄성계수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

호작용을 해석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이다. CANDU 핵연료의 성능

해석 코드인 ELESTRES는 핵연료 소결체의 탄성계수를 170 GPa의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능코드용 핵연료 물성 데이터베이스인 MATPRO-11에서

는 아래와 같은 기공도 P와 온도 T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233.4·[1-2.752 P]·[1-1.0915×10
-4
T]

등방성(isotropic)물체의 경우, Young율 (Young's modulus), Poisson 비 

(Poisson's ratio), 전단 탄성계수 (shear modulus), 체적 탄성계수 (bulk 

modulus) 4 개의 계수 중 2 개만이 독립이며, 전단 탄성계수 G와 체적 탄성

계수 K는 Young율 E와 Poisson비 ν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G=
E

2(1+ν)

K=
E

3(1-2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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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소결체가 분말의 소결로 제조된 다결정체이므로 

등방성 재료로 가정하고 2개의 탄성계수, 즉 Young율과 Poisson비를 측정하

고자 하 다. 

탄성계수의 측정법에는 인장 시험, 압축 시험, 굽힘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 관계에서 정적 탄성계수를 구하는 것과 재료 

내의 음파속도 및 공진 주파수를 구하여 동적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

다. 이중 공진 주파수법은 시편을 파괴하지 않으며 측정값의 오차가 보다 적

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탄성계수의 표준 측정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존의 

공진 주파수 측정법에 의하면, 종파를 사용하여 Young율을 구하고, 비틀림파

를 이용하여 전단 탄성계수를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진 

주파수법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육면체 시편의 1회 측정으로 모든 결정 방

향의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는 공진 초음파 분광법(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UO2 핵연료 및 모의 DUPIC 핵연료의 탄성계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나. 탄성계수 측정

RUS에 의한 탄성계수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진 주파수 측정값을 

가지고 탄성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RPR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RPR 코드는 A. Migliori 등에 의해 개발된 FORTRAN 코드로서 측정된 

공진 주파수를 입력하면 탄성계수를 계산하게 된다[3.6-49]. 공진 주파수는 

RPRIN.DAT라는 텍스트 파일에 기록되어 input 파일로 사용되는데 그 예가 

Fig. 3.6.32에 나와있다. 

RPRIN.DAT의 첫째 줄은 80자까지 자를 입력할 수 있는 header line으

로서 시편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줄은 7개의 인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인수는 시편의 결정 대칭성과 관계된 것으로서 계산해야 할 탄성계수의 

수를 의미한다. Isotropic의 경우에는 2개 (C11, C44), cubic은 3개 (C11, C12, 

C44), hexagonal은 5개 (C33, C23, C12, C44, C66), tetragonal은 6개 (C11, C33, C23, 

C12, C44, C66), orthorhombic은 9개 (C11, C22, C33, C23, C13, C12, C44, C55, C66)의 

독립된 탄성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두 번째 인수는 0일 때는 시편의 치수를 

고정시키는 것이고 3일 때는 x, y, z축의 치수를 최적의 값으로 변화시켜주게 

된다. 세 번째 인수는 fitting의 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6차로 대략

의 값을 얻은 후 8차, 10차로 정 도를 높여가게 되며, 이에 따라 반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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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간은 점점 증가되게 된다. 네 번째 인수는 0일 때 코드 자체적으로 반

복하여 계산하고, n을 입력하면 n번 계산하게 된다. 다섯째 인수는 시편의 무

게를 g 단위로 입력하며 여섯째 인수는 수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0.5에서 

1사이의 값을 입력하고, 일곱 번째 인수는 0일 때는 계산 결과를 화면에 출력

을 하지 않고 1일 때는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된다. 셋째 줄은 결정의 대칭성에 

따라 예측된 탄성계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Fig. 3.6.32에서는 등방성(isotropic)

의 경우이므로 2개의 탄성계수, 즉 C11과 C44의 값을 10
12
 dynes/cm

2
의 단위로 

입력하 다. 이 값은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한 값을 입

력해야 계산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넷째 줄은 시편의 

x, y, z 축에 대한 치수를 입력되며 cm 단위로 입력하게 된다. 다섯째 줄부터 

이후의 줄에는 측정된 공진 주파수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며 옆에 0과 1을 

붙여 넣는데, 0은 계산 후 계산된 공진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며, 1은 가중치

(weighting factor)로서 해당 측정값이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 0을 대입하면 

이 값을 제외하고 탄성계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RPRIN.DAT를 이용하여 계산된 탄성계수는 RPROUT.DAT 파일에 저장

되게 되는데 그 예가 Fig. 3.6.33에 나와있다. 측정된 공진 주파수는 fex 아래

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산된 공진 주파수는 fr 아래에 기록되고, 이 둘의 차이

가 퍼센트 값으로 %err 아래에 기록된다. wt 는 weighting factor, k와 I 는 

여러 공진 모드에 해당되는 번호이다. 공진 주파수 아래에 계산된 탄성계수의 

값들이 제시되어 있다.

RPROUT.DAT에서 얻은 탄성계수를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RMS 

error와 chi-square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RMS error는 0.2%, chi-square 값이 

1% 미만일 때 신뢰성 있는 계산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소결된 UO2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수침법을 이용하여 도를 측정하

고 공진 초음파 분광법을 이용한 탄성계수 측정을 위해 3변의 길이가 각각 

다른 직육면체로 연마되었다. 이 때 한 변의 길이는 대략 3 ∼ 5 mm의 범위

다. 연마 시 시편의 직각도와 평행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

된 치구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UO2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공진 초음파 분광법의 측정은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 1996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Quatrosonics, Inc. 사의 RUS 장비를 이용하 다. 공진주파수의 측정을 위해 

drive transducer와 receive transducer 사이에 시편을 체적 대각선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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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주파수를 100 kHz에서 1000 kHz까지 증가시키며 RUSPEC 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통해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 다. 측정된 데이터를 다결정 UO2의 탄

성계수 데이터인 E=193GPa, ν=0.30를 통해 계산된 초기값과 비교하여 최적 

탄성계수를 추출하는 RPR 코드를 통해 RMS error 0.2% 이하, chi square 1 

이하, 8차 함수, 주파수 값 20개 이상 사용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 계산

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소결 도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형

압, 소결 시간 및 소결 온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소결체의 도를 조절하

다. 

연소도에 따른 기공도를 구하기 위하여 Lucuta 등의 SIMFUEL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모의 DUPIC 핵연료의 연소도를 첨가 원소량을 기준으로 계산

하 고 그에 따른 이론 도(TD)를 계산하 다[3.6-50]. Fig. 3.6.34와 같이 

Lucuta의 SIMFUEL (3at%, 6at%)에 대한 첨가 원소량을 1 차식으로 근사하

여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내었고 또한 Lucuta등이 제시한 이론 도 데이터를 

1 차식으로 근사하여 이론 도 역시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이 때 at% 

연소도는 MWd/tU으로 1 at% 당 9375 MWd/tU으로 환산하 다. 그 결과 핵

분열생성물 함량과 이론 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소도 (BU, MWd/tHM)

의 함수로 표현되는 환산식을 얻을 수 있었다.

FP(wt%) = -0.008+8.3378×10- 5BU

TD(g/cm 3 ) = 10.9585-5.1918×10- 6BU

RUS를 이용한 탄성계수 측정은 천연 우라늄과 모의 DUPIC 핵연료를 비

교하는 조성별 비교 시험, 기준 조성의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 변화에 따

른 도별 비교 시험, 모의 DUPIC 핵연료의 연소도 변화에 따른 연소도별 비

교 시험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Table 3.6.16∼20에 표시된 것과 같이 모의 핵연료 소결체의 도는 

92.6%에서 95.5%의 범위에서 변화되었으며, 직육면체 시편의 크기는 2.5 mm

에서 5.0mm 사이의 범위에서 3변의 길이가 각각 다르도록 변화되었다. 

10.385 g/cm
3
의 소결 도를 가지는 천연 UO2에 대한 RUS 실험 결과, 

Table 3.6.21에 기록된 바와 같이 194.1 GPa의 Young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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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ATPRO-11에서 제시된 식에 의한 결과인 193.8 GPa와 거의 유사한 

값 (오차: 0.17%)으로 RUS에 의한 탄성계수 측정이 매우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도를 가지는 모의 DUPIC 핵연료의 Young율을 측정한 결과 

198.3 GPa의 값을 보여 모의 DUPIC 핵연료의 Young율이 UO2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모의 DUPIC 핵연료의 도에 따른 Young율의 관계식을 얻기 위하여 

도 변화에 따른 Young율을 1차 식으로 근사한 결과 Fig. 3.6.35와 같이 UO2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공도가 증가함에 따라 

Young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UO2와 모의 DUPIC 핵연료의 기공

도 (P)에 따른 상온 Young율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EUO2 = 225.8-621.4P  (GPa)

EDUPIC = 231.4-657.8P  (GPa)

또한 연소도에 따른 모의 DUPIC 핵연료의 Young률은 Table 3.6.22에 기록되

었으며, 위의 식에 의해 동일한 도를 가지는 기준 조성의 모의 DUPIC 핵연

료와 비교할 경우 고연소도의 모의 DUPIC 핵연료가 보다 높은 Young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UO2보다는 모의 DUPIC 핵연료가 높은 Young율을 나타내는 

것은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론적 배경에

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고용된 원소에 의한 고용 강화 효과와 금속 석출물 및 

산화물 석출물에 의한 입자 강화 효과가 탄성계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라. 결론

① 작은 직육면체 시편의 1회 측정으로 모든 결정 방향의 탄성계수를 구

할 수 있는 공진 초음파 분광법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에 의해 핵연료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 다. 

② 공진 초음파 분광법 (RUS)에 의해 측정된 UO2의 탄성계수는 문헌 상 

(MATPRO-11)의 값과 일치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③ 모의 DUPIC fuel의 Young율은 금속 석출물, 산화물 석출물, 고용체

의 존재로 UO2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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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의 DUPIC 핵연료의 Young율은 기공도(P)에 따라 상온에서  E  = 

231.4 - 657.8 P (GPa) (GPa) 의 관계식을 가진다.

⑤ 모의 DUPIC 핵연료의 Young율은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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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Contents of fission products added in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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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The variation of green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00. 12. 21 성형(12/21∼22, 1780℃, 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2)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3)

relative 
density
(%)

1-1 1 9.2860 10.0310 3.5764 4.876 45.215 

1-2 1 8.1170 10.0290 3.1701 4.946 45.868 

1-3 1 8.1080 10.0040 3.1600 4.961 46.002 

2-1 2 7.1190 10.0440 3.0463 5.403 50.106 

2-2 2 7.6960 10.0430 3.3225 5.453 50.562 

2-3 2 7.8820 10.0240 3.3938 5.459 50.620 

3-1 3 8.1500 10.0530 3.6858 5.701 52.861 

3-2 3 7.5250 10.0490 3.4471 5.779 53.586 

3-3 3 7.7730 10.0350 3.5497 5.777 53.570 

4-1 4 7.1930 10.0600 3.4035 5.956 55.229 

4-2 4 7.4460 10.0560 3.5499 6.006 55.692 

‘01. 1. 8 성형(1/8∼9, 1780℃, 8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1 1 3.5803 10.027 9.231 4.91178 45.56381

1-2 1 3.2214 10.025 8.203 4.97523 46.15243

1-3 1 3.2198 10.025 8.181 4.98613 46.25355

2-1 2 3.1909 10.041 7.455 5.40532 50.14215

2-2 2 3.3061 10.038 7.628 5.47673 50.80451

2-3 2 3.4089 10.039 7.860 5.47925 50.82790

3-1 3 3.7462 10.049 8.254 5.72257 53.08504

3-2 3 3.4690 10.047 7.552 5.79402 53.74782

3-3 3 3.4498 10.048 7.518 5.78685 53.68138

4-1 4 3.3381 10.059 7.031 5.97424 55.41968

4-2 4 3.7307 10.050 7.765 6.05657 56.18341

4-3 4 3.7180 10.054 7.760 6.03504 55.9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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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continued)

‘01. 1. 8 성형(1/10∼11, 1780℃, 2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4 1 3.0638 10.024 7.806 4.97347 46.13612

1-5 1 3.0709 10.023 7.842 4.96311 46.03994

1-6 1 3.1502 10.024 8.028 4.97232 46.12539

2-4 2 3.3669 10.038 7.760 5.48257 50.85873

2-5 2 3.3489 10.038 7.718 5.48294 50.86211

2-6 2 3.3187 10.037 7.653 5.48073 50.84167

3-4 3 3.4194 10.040 7.448 5.79900 53.79404

3-5 3 3.5390 10.047 7.706 5.79280 53.73659

3-6 3 3.3676 10.044 7.330 5.79847 53.78912

4-4 4 3.7683 10.050 7.869 6.03676 55.99963

4-5 4 3.7757 10.053 7.885 6.03274 55.96233

4-6 4 3.6966 10.052 7.723 6.03145 55.95035

‘01. 1. 17 성형(1/31∼2/1, 1670℃, 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2)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3)

relative 
density
(%)

1-1 1 3.515 10.029 9.125 4.87627 --

1-2 1 3.2252 10.027 8.219 4.96942 46.09852

1-3 1 3.3358 10.026 8.493 4.97501 46.15033

2-1 2 3.1868 10.043 7.389 5.44443 50.50491

2-2 2 3.4152 10.042 7.880 5.47217 50.76225

2-3 2 3.4735 10.041 8.026 5.46543 50.69972

3-1 3 3.7995 10.057 8.362 5.71991 53.06043

3-2 3 3.5256 10.055 7.677 5.78346 53.64987

3-3 3 3.6874 10.055 8.028 5.78441 53.65869

4-1 4 3.2605 10.06 6.864 5.97614 55.43733

4-2 4 3.7688 10.061 7.838 6.04819 56.10569

4-3 4 3.7843 10.057 7.887 6.04014 56.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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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continued)

‘01. 1. 17 성형(2/1∼2, 1670℃, 2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4 1 3.1531 10.028 8.036 4.96797 46.0851

1-5 1 3.2662 10.028 8.32 4.97051 46.10862

1-6 1 3.2227 10.026 8.199 4.97867 46.18436

2-4 2 3.4649 10.042 8.001 5.46784 50.72212

2-5 2 3.3894 10.038 7.832 5.46847 50.72793

2-6 2 3.3745 10.042 7.813 5.45332 50.58742

3-4 3 3.4888 10.051 7.593 5.79101 53.71994

3-5 3 3.6577 10.051 7.959 5.79217 53.73069

3-6 3 3.4606 10.055 7.543 5.77768 53.59626

4-4 4 3.7026 10.061 7.708 6.04217 56.04981

4-5 4 3.6826 10.062 7.671 6.03732 56.00481

4-6 4 3.8094 10.059 7.94 6.03721 56.00384

‘01. 2. 5 성형(2/5∼6, 1670℃, 8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1 1 10.019 9.092 3.5347 4.93122 45.744

1-2 1 10.019 9.236 3.6368 4.99456 46.332

1-3 1 10.021 9.499 3.717 4.96138 46.024

2-1 2 10.034 7.227 3.0968 5.41897 50.269

2-2 2 10.035 7.757 3.3663 5.48699 50.900

2-3 2 10.033 7.582 3.28788 5.48505 50.882

3-1 3 10.055 7.680 3.6839 6.04077 56.037

3-2 3 10.048 8.246 3.7429 5.72421 53.100

3-3 3 10.048 7.869 3.6158 5.79476 53.755

4-1 4 10.058 6.952 3.2985 5.97164 55.396

4-2 4 10.054 7.647 3.6726 6.04944 56.117

4-3 4 10.052 7.514 3.608 6.05063 5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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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continued)

‘01. 2. 5 성형(2/5∼6, 1730℃, 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1 1 10.02 8.166 3.1924 4.95773 45.99

1-2 1 10.02 8.086 3.1899 5.00286 46.409

1-3 1 10.019 8.199 3.2356 5.00559 46.434

2-1 2 10.035 7.759 3.3653 5.48395 50.872

2-2 2 10.032 7.621 3.3143 5.50193 51.038

2-3 2 10.034 7.777 3.3693 5.47885 50.824

3-1 3 10.043 7.611 3.4922 5.79216 53.731

3-2 3 10.044 7.611 3.4905 5.78819 53.694

3-3 3 10.057 7.555 3.4654 5.7742 53.564

4-1 4 10.047 7.569 3.6377 6.06214 56.235

4-2 4 10.047 7.724 3.71 6.05855 56.202

4-3 4 10.035 7.645 3.6753 6.07842 56.386

‘01. 2. 9 성형(2/12∼13, 1730℃, 8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1 1 10.021 8.85 3.4547 4.94943 45.91307

1-2 1 10.02 8.093 3.1871 4.99414 46.32784

1-3 1 10.019 7.966 3.1302 4.98417 46.23538

2-1 2 10.042 7.286 3.1314 5.42649 50.3385

2-2 2 10.039 7.988 3.4634 5.47764 50.81302

2-3 2 10.039 7.931 3.2574 5.18886 --

3-1 3 10.05 7.92 3.5947 5.72157 53.07582

3-2 3 10.051 7.872 3.6111 5.78157 53.6324

3-3 3 10.044 7.624 3.4903 5.77799 53.59914

4-1 4 10.06 6.911 3.2763 5.96426 55.32713

4-2 4 10.056 7.571 3.6282 6.03389 55.97303

4-3 4 10.054 7.521 3.5986 6.02685 55.90769



- 267 -

Table 3.6.2 (continued)

‘01. 2. 9 성형(2/14∼15, 1730℃, 14시간 소결)

ID
compaction 
pressure
(ton/cm

2
)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green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

1-4 1 10.021 7.936 3.1184 4.98217 46.21675

1-5 1 10.019 8.047 3.1645 4.98807 46.27151

1-6 1 10.018 8.128 3.2034 5.00006 46.38278

2-4 2 10.038 7.871 3.399 5.45679 50.61954

2-5 2 10.036 7.787 3.3604 5.45519 50.6047

2-6 2 10.036 7.81 3.3684 5.45207 50.57579

3-4 3 10.046 7.641 3.4939 5.76878 53.51374

3-5 3 10.047 7.678 3.5099 5.76612 53.48909

3-6 3 10.046 7.683 3.5105 5.7645 53.47406

4-4 4 10.053 7.434 3.5546 6.02403 55.88152

4-5 4 10.054 7.5747 3.6202 6.02004 55.84454

4-6 4 10.055 7.647 3.6584 6.02485 55.88912

Table 3.6.3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ction pressure 

and green density

성형 ρ0 B

1

2

3

4

3.165 ± 0.039

3.143 ± 0.037

3.176 ± 0.041

3.231 ± 0.026

1.812 ± 0.029

1.825 ± 0.028

1.809 ± 0.031

1.756 ± 0.020

평균 3.17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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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1780℃, 4, 8, 24 hours)

1780℃ 4hr(12/22∼23)

ID
성형압

(ton/cm
2
)

건조무게

(w1)

함수무게

(w2)

현수무게

(w3)

물 도

(17℃)

도

(g/cm
3
)

상대 도

(%)

1-1 1 3.4869 3.4869 3.1525 0.9988 10.415 96.577 

1-2 1 3.0907 3.0893 2.7941 0.9988 10.457 96.970 

1-3 1 3.0791 3.0791 2.7850 0.9988 10.457 96.968 

2-1 2 2.9686 2.9686 2.6871 0.9988 10.533 97.672 

2-2 2 3.2376 3.2376 2.9309 0.9988 10.544 97.771 

2-3 3 3.3071 3.3072 2.9935 0.9988 10.530 97.641 

3-1 3 3.5931 3.5931 3.2530 0.9988 10.552 97.850 

3-2 3 3.3603 3.3603 3.0427 0.9988 10.568 97.993 

3-3 3 3.4596 3.4596 3.1327 0.9988 10.570 98.019 

4-1 4 3.3160 3.3160 3.0028 0.9988 10.575 98.060 

4-2 4 3.4605 3.4605 3.1341 0.9988 10.589 98.195 

1780℃ 8hr(1/8∼9)
1-1 1 3.4873 3.4878 3.1573 0.9986 10.537 97.710 

1-2 1 3.1376 3.1376 2.8416 0.9986 10.585 98.158 

1-3 1 3.1357 3.1360 2.8394 0.9986 10.558 97.900 

2-1 2 3.1087 3.1087 2.8171 0.9986 10.646 98.721 

2-2 2 3.2201 3.2201 2.9181 0.9986 10.648 98.738 

2-3 3 3.3209 3.3209 3.0097 0.9986 10.657 98.818 

3-1 3 3.6485 3.6486 3.3062 0.9986 10.641 98.674 

3-2 3 3.3792 3.3797 3.0627 0.9986 10.645 98.713 

3-3 3 3.3601 3.3601 3.0460 0.9986 10.683 99.061 

4-1 4 3.2520 3.2523 2.9482 0.9986 10.679 99.027 

4-2 4 3.6345 3.6347 3.2949 0.9986 10.681 99.047 

4-3 4 3.6200 3.6204 3.2816 0.9986 10.670 98.943 

1780℃ 24hr(1/10∼11)
1-1 1 2.9840 2.9842 2.7059 0.9984 10.705 99.271 

1-2 1 2.9909 2.9911 2.7124 0.9984 10.715 99.358 

1-3 1 3.0685 3.0686 2.7823 0.9984 10.701 99.230 

2-1 2 3.2787 3.2787 2.9739 0.9984 10.740 99.592 

2-2 2 3.2614 3.2617 2.9580 0.9984 10.722 99.425 

2-3 3 3.2330 3.2332 2.9329 0.9984 10.749 99.675 

3-1 3 3.3305 3.3307 3.0209 0.9984 10.734 99.533 

3-2 3 3.4449 3.4450 3.1235 0.9984 10.698 99.205 

3-3 3 3.2787 3.2791 2.9747 0.9984 10.754 99.723 

4-1 4 3.6684 3.6687 3.3280 0.9984 10.750 99.688 

4-2 4 3.6756 3.6763 3.3345 0.9984 10.737 99.562 

4-3 4 3.5997 3.5999 3.2656 0.9984 10.751 9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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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5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1670℃, 4, 8, 24시간)

1670℃ 4hr(1/31∼2/1)
ID 성형압

(ton/cm
2
)

건조무게

(w1)

함수무게

(w2)

현수무게

(w3)

물 도

(17℃)

도

(g/cm
3
)

상대 도

(%)

1-1 1 3.4211 3.4211 3.0709 0.9984 9.752 90.433 

1-2 1 3.1428 3.1452 2.8240 0.9984 9.769 90.587 

1-3 1 3.2500 3.2524 2.9193 0.9984 9.742 90.336 

2-1 2 3.1051 3.1064 2.7944 0.9984 9.935 92.130 

2-2 2 3.3280 3.3284 2.9957 0.9984 9.986 92.601 

2-3 3 3.3848 3.3856 3.0461 0.9984 9.955 92.312 

3-1 3 3.7020 3.7028 3.3346 0.9984 10.039 93.092 

3-2 3 3.4350 3.4356 3.0951 0.9984 10.071 93.392 

3-3 3 3.5926 3.5933 3.2368 0.9984 10.062 93.301 

4-1 4 3.1777 3.1783 2.8647 0.9984 10.117 93.818 

4-2 4 3.6713 3.6716 3.3101 0.9984 10.141 94.037 

4-3 4 3.6861 3.6866 3.3224 0.9984 10.104 93.698 

1670℃ 8hr(2/5∼6)
1-1 1 3.5418 3.5424 3.1867 0.9986 9.944 92.206 

1-2 1 3.6194 3.6196 3.2564 0.9986 9.952 92.281 

1-3 1 3.0162 3.0162 2.7190 0.9986 10.135 93.979 

2-1 2 3.2778 3.2778 2.9553 0.9986 10.150 94.118 

2-2 2 3.2017 3.2017 2.8866 0.9986 10.147 94.092 

2-3 3 3.5845 3.5850 3.2360 0.9986 10.257 95.109 

3-1 3 3.6435 3.6435 3.2858 0.9986 10.172 94.324 

3-2 3 3.5178 3.5178 3.1735 0.9986 10.203 94.614 

3-3 3 3.2122 3.2127 2.8990 0.9986 10.226 94.822 

4-1 4 3.5772 3.5773 3.2300 0.9986 10.286 95.380 

4-2 4 3.5132 3.5135 3.1717 0.9986 10.264 95.181 

4-3 4 3.6200 3.6204 3.2816 0.9986 10.670 98.943 

1670℃ 24hr(2/1∼2)
1-1 1 3.0720 3.0720 2.7790 0.9984 10.468 97.071 

1-2 1 3.1816 3.1816 2.8783 0.9984 10.473 97.121 

1-3 1 3.1381 3.1381 2.8396 0.9984 10.496 97.333 

2-1 2 3.3756 3.3759 3.0564 0.9984 10.549 97.818 

2-2 2 3.3017 3.3017 2.9887 0.9984 10.532 97.663 

2-3 3 3.2863 3.2863 2.9760 0.9984 10.574 98.054 

3-1 3 3.3988 3.3989 3.0783 0.9984 10.585 98.152 

3-2 3 3.5623 3.5627 3.2266 0.9984 10.582 98.130 

3-3 3 3.3709 3.3713 3.0523 0.9984 10.550 97.835 

4-1 4 3.5957 3.5963 3.2571 0.9984 10.584 98.144 

4-2 4 3.5866 3.5867 3.2495 0.9984 10.620 98.477 

4-3 4 3.7094 3.7097 3.3604 0.9984 10.603 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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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6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1730℃, 4, 8, 24시간)

1730℃ 4hr(2/8∼9)

ID
성형압

(ton/cm
2
)

건조무게

(w1)

함수무게

(w2)

현수무게

(w3)

물 도

(17℃)

도

(g/cm
3
)

상대 도

(%)

1-1 1 3.1089 3.1089 2.8064 0.9986 10.263 95.170 

1-2 1 3.1066 3.1066 2.8039 0.9986 10.249 95.037 

1-3 1 3.1513 3.1520 2.8444 0.9986 10.231 94.869 

2-1 2 3.2766 3.2769 2.9608 0.9986 10.351 95.989 

2-2 2 3.2276 3.2278 2.9169 0.9986 10.367 96.135 

2-3 3 3.2814 3.2817 2.9647 0.9986 10.337 95.856 

3-1 3 3.4006 3.4006 3.0747 0.9986 10.420 96.625 

3-2 3 3.3991 3.3999 3.0726 0.9986 10.371 96.170 

3-3 3 3.3757 3.3760 3.0524 0.9986 10.417 96.600 

4-1 4 3.5440 3.5445 3.2054 0.9986 10.437 96.780 

4-2 4 3.6147 3.6151 3.2693 0.9986 10.439 96.798 

4-3 4 3.5809 3.5809 3.2392 0.9986 10.465 97.044 

1730℃ 8hr(2/12∼13)
1-1 1 3.3656 3.3656 3.0421 0.9986 10.389 96.340 

1-2 1 3.1052 3.1054 2.8066 0.9986 10.378 96.234 

1-3 1 3.0500 3.0500 2.7563 0.9986 10.370 96.165 

2-1 2 3.0500 3.0501 2.7590 0.9986 10.463 97.024 

2-2 2 3.3737 3.3738 3.0520 0.9986 10.469 97.082 

2-3 3 3.1728 3.1728 2.8699 0.9986 10.460 96.998 

3-1 3 3.4977 3.4977 3.1656 0.9986 10.518 97.529 

3-2 3 3.5153 3.5154 3.1809 0.9986 10.495 97.317 

3-3 3 3.3996 3.3996 3.0769 0.9986 10.520 97.555 

4-1 4 3.1908 3.1908 2.8883 0.9986 10.534 97.678 

4-2 4 3.5354 3.5358 3.2002 0.9986 10.520 97.552 

4-3 4 3.5052 3.5052 3.1734 0.9986 10.550 97.827 

1730℃ 14hr(2/14∼15)
1-1 1 3.0362 3.0362 2.7455 0.9986 10.430 96.718 

1-2 1 3.0814 3.0814 2.7868 0.9986 10.445 96.858 

1-3 1 3.1185 3.1185 2.8202 0.9986 10.440 96.808 

2-1 2 3.3086 3.3086 2.9947 0.9986 10.526 97.605 

2-2 2 3.2721 3.2721 2.9609 0.9986 10.500 97.366 

2-3 3 3.2798 3.2798 2.9679 0.9986 10.501 97.376 

3-1 3 3.4012 3.4015 3.0792 0.9986 10.538 97.722 

3-2 3 3.4159 3.4159 3.0924 0.9986 10.545 97.780 

3-3 3 3.4169 3.4169 3.0930 0.9986 10.535 97.688 

4-1 4 3.4596 3.4599 3.1321 0.9986 10.539 97.732 

4-2 4 3.5236 3.5237 3.1899 0.9986 10.541 97.751 

4-3 4 3.5569 3.5570 3.2218 0.9986 10.597 9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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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7 EPMA results for metallic precipitates and matrix

Point   U    Zr     Mo     Ru     Pd     Sr     Rh     Ba     La     Ce    Te

1   38.26   1.24   34.14   19.42   1.24    2.38    2.18                        1.13

2   98.33   0.29                          0.55     0.43

3   23.97   0.88   27.92   41.56   1.59    1.30    2.83  

4   12.70   1.88   42.08   32.57   2.10    2.94    1.71   1.58    1.15    1.29

5   26.88  31.98   30.13    2.28   1.74    2.05    1.36   1.47    1.08    0.47

1,3,4,5 : metallic precipitates, 2 : matrix

Table 3.6.8 EPMA results for the oxide precipitates and the 

oxides dissolved in the matrix

Point     U        Zr      Nd      Ba      Mo     Remark

   1 98.96     0.40    0.65                     matrix

   2    13.57    34.00            52.42         oxide precipitate

   3    28.76    28.76            43.93               　

   4    20.53    31.50            47.97               　

   5    12.40    34.41            53.19               　

   6    86.49     5.73             7.78               　  

   7    99.26     0.47    0.27                      matrix

   8    98.09     0.72    0.87             0.31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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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9 Lattice parameters and averag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UO2

연구자 격자상수(nm)
평균선열팽창계수

(×10
6
, K

-1
)

측정방법

Gronvold [3.6-7] 0.54704 (20 ℃) 10.8 (20∼946 ℃) XRD

Baldock [3.6-8] 0.54704 (23 ℃)
10.8 (20∼2300 ℃)

10.4 (20∼900 ℃)
XRD

Albinati [3.6-9] 0.5471  (20 ℃) Neutron

Hutchings [3.6-10] 0.5470  (20 ℃) Neutron

Momin [3.6-11] 0.5469  (23 ℃) 10.8 (25∼1327 ℃) XRD

Yamashita [3.6-12,13] 0.54699 (20 ℃) XRD

Table 3.6.10 Lattice parameter and cell volume for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Temp. (K)
UO2 simulated DUPIC fuel

a, nm volume, nm3 a, nm volume, nm3

298

473

673

873

1073

1273

0.547176

0.547993

0.549116

0.550276

0.551499

0.552762

0.163825

0.164560

0.165574

0.166626

0.167739

0.168894

0.546832

0.547664

0.548825

0.550064

0.551297

0.552564

0.163517

0.164264

0.165311

0.166433

0.167555

0.168713



- 273 -

Table 3.6.11 Diffusivity and activation energy for self-diffusion in oxide fuels

material temperature

(℃)

diffusivity

(cm
2
/sec)

activation

energy 

(kcal/mole)type composition

Oxygen 

diffusion

single

crystal

UO2.001

UO2.01

UO2.03

1370-1480

1200-1400

1240-1370

-

-

-

69

30

23

poly-

crystalline

UO2.000

UO2.002

UO2.004

UO2.063

780-1250

550-780

450-600

320-500

0.26

1.2×10-3

7×10
-6

2.06×10
-6

59.3

65.3

29.7

29.7

Uranium 

diffusion

single UO2.00 1200-1600 - 110±7

poly-

crystalline

UO2.000

UO2.000

UO2.000

UO2.000

UO2.000

UO2.000

UO2.000

UO2.01

UO2.03

UO2.10

UO2.15

1450-1785

1450-1700

1450-1700

1450-1700

1900-2150

1275-1650

1620-2010

1350-1650

1350-1650

1350-1650

1350-1650

4.3×10
-4

4×10-7

4×10
-2

1.2

5.82×10-3

0.13 x
2

6.8×10
-5

2.04×10-3

2.79×10
-2

1.09

6.79×10-3

88±11

70±8

70

108

72.7

85±7

98.3±9.7

89±2

95±3.5

105±7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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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2 Activation energy for creep in oxide fuels (single crystal)

test

type

atmos-

phere

temp.

(℃)

stress

(psi)

act.

energy,

kcal/mol
type comp.

density

%T.D.

grain 

(㎛)

single

crystal

UO2.00

UO2.0001

UO2.001

UO2.003

UO2.003

UO2.062

> 99

100

100

100

100

100

-

-

-

-

-

-

4-P bend

comp.

comp.

comp.

comp.

comp.

dry H2

H2

CO/CO2

CO/CO2

CO/CO2

CO/CO2

1340-1685

1100-1300

1100-1400

1100-1300

1250-1400

1100-1300

3,600-8,000

10,000

10,000

10,000

3,000

10,000

117±10

134

115

63.5

131

57.5

poly-

crystalli

ne

UO2.00

UO2.00

UO2.00

UO2.00

UO2.00

UO2.00

UO2.0001

UO2.0001

UO2.001

UO2.001

UO2.001

UO2.01

UO2.01

96.1

95.0

98.5

97.5

97.5

97.7

92-98

92-98

97.8

95.0

95.0

97.8

95.0

6

2-10

55

10

10

24

4-35

4-35

27

7

7

27

7

3-P bend

3-P bend

comp.

comp.

comp.

3-P bend

comp.

comp.

comp.

comp.

comp.

comp.

comp.

dry H2

H2

-

-

dry H2

H2/H2O

H2

H2

CO/CO2

CO/CO2

CO/CO2

CO/CO2

CO/CO2

1250-1400

1000-1650

1600-2000

1430-1666

1430-1666

1220-1400

1440-1760

1440-1760

1100-1300

1100-1300

1100-1300

1100-1300

1100-1300

10,000

5,000

3,000

3,000

10,000

10,000

7,000-15,000

1,000-4,000

8,000

15,000

2,000

6,000

2,000

91±8

> 95

71

84

90

98±7

132

90

117

108

68.5

75

55

test

type

temp.

(℃)

stress

(psi)

act.

energy

kcal/mol
type composition

density

%T.D.

grain 

(㎛)

poly-

crystalli

ne

UO2.02-2.08

UO2.05

UO2.06

UO2.10

UO2.16

UO2.16

UO2.00-0.5m/o ZrO2

UO2.00-0.5m/o Y2O3

UO2.00-0.5m/o CaO

UO2.00-1.0m/o SiO2

96.0

95.0

95.0

97.8

96.0

95.0

97.2

96.0

97.3

99.0

6

7

2-10

27

6

2-10

26

19

25

10

3-P bend

comp.

3-P bend

comp.

3-P bend

3-P bend

3-P bend

3-P bend

3-P bend

3-P bend

975-1350

1100-1300

850-1000

1100-1300

975-1300

800-1000

1325-1450

1325-1400

1300-1425

1200-1400

5,000

2,000

5,000

4,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6±5

45

72

54

63±8

65

121±8

127±13

130±11

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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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3 Regression data for steady state creep strain of simulated 

DUPIC fuel, dL/L = A + Bt

temp.

K

stress, MPa

const 21.4 34.1 42.6 51.2 59.5 68.3 76.7

1773
A 0.01545 0.01717 0.01644 0.01908 0.01824 0.00654

B 3.546E-5 1.28E-4 2.91E-4 9.134E-4 1.05E-3 1.24E-2

1873
A 0.01313 0.01735 0.01394 0.0131

B 6.36E-6 9.518E-4 3.71E-3 5.8E-3

1973
A 0.0412 0.01142 0.00469 0.00333

B 5.2E-3 9.35E-3 2.41E-2 9.71E-2

Table 3.6.14 The result of Rietveld refinement of simulated DUPIC fuel powder

θ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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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5 The crystallite size of simulated DUPIC powders according to 

various fitting methods

Milling time (min)
Crystallite size (nm)

Gaussian-Gaussian Cauchy-Gaussian Warren-Averbach

30 54.05 70.30 77.4

60 47.02 62.83 70.1

120 41.07 54.28 69.2

Table 3.6.16 Composition of additives for simulated DUPIC fuel 

with 10000 MWd/tHM

원소 fraction

(wt%)

chemical weight 산화물질량 UO2 500g당

Rb 0.009 Rb2O 85.5 0.010 0.0457

Sr 0.079 SrO 87.6 0.094 0.4288

Y 0.048 Y2O3 88.9 0.061 0.2802

Zr 0.384 ZrO2 91.2 0.519 2.3669

Mo 0.341 MoO3 96.0 0.511 2.3331

Tc 0.079 RuO2 99.0 0.106 0.4855

Ru 0.251 RuO2 101.1 0.331 1.5102

Rh 0.034 Rh2O3 102.9 0.042 0.1923

Pd 0.159 PdO 106.4 0.183 0.8357

Te 0.015 TeO2 127.6 0.019 0.0870

Ba 0.187 BaCO3 137.3 0.269 1.2267

La 0.128 La2O3 138.9 0.150 0.6866

Ce 0.278 CeO2 140.1 0.342 1.5602

Pr 0.112 Nd2O3 140.9 0.134 0.6126

Nd 0.407 Nd2O3 144.2 0.475 2.1685

Sm 0.080 Nd2OS 150.4 0.089 0.4082

Th 0.038 232.0 0.000 0.0000

U 96.566 UO2 238.0 109.548 500.0000

Np 0.044 237.0 0.000 0.0000

Pu 0.723 CeO2 244.0 0.510 2.3263

Am 0.035 La2O3 243.0 0.024 0.1081

100.000 113.42 517.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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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7 Composition of additives for simulated DUPIC fuel with 20000 

MWd/tHM

원소 fraction

(wt%)

chemical weight 산화물질량 UO2 500g당

Rb 0.017 Rb2O 85.5 0.018 0.0834

Sr 0.096 SrO 87.6 0.113 0.5218

Y 0.057 Y2O3 88.9 0.073 0.3347

Zr 0.472 ZrO2 91.2 0.638 2.9338

Mo 0.441 MoO3 96.0 0.662 3.0466

Tc 0.096 RuO2 99.0 0.129 0.5930

Ru 0.339 RuO2 101.1 0.446 2.0520

Rh 0.036 Rh2O3 102.9 0.045 0.2051

Pd 0.235 PdO 106.4 0.270 1.2440

Te 0.030 TeO2 127.6 0.038 0.1749

Ba 0.226 BaCO3 137.3 0.325 1.4933

La 0.159 La2O3 138.9 0.187 0.8595

Ce 0.354 CeO2 140.1 0.435 2.0037

Pr 0.140 Nd2O3 140.9 0.167 0.7698

Nd 0.521 Nd2O3 144.2 0.608 2.7983

Sm 0.095 Nd2OS 150.4 0.106 0.4886

Th 0.037 232.0 0.000 0.0000

U 95.780 UO2 238.0 108.656 500.0000

Np 0.046 237.0 0.000 0.0000

Pu 0.796 CeO2 244.0 0.561 2.5834

Am 0.027 La2O3 243.0 0.018 0.0838

100.000 113.50 522.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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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8 The sintered density and x-y-z dimensions of RUS specimen 

for compositional comparison

재료 도 이론 도 상대 도 x축(mm) y축(mm) z축(mm)

UO2 10.395 10.96 95% 3.296 2.950 2.417

simulated

DUPIC fuel
10.287 10.789 95% 3.572 2.987 2.235

 

Table 3.6.19 The sintered density and x-y-z dimensions of RUS specimen 

for compositional comparison

재료 도 이론 도 상대 도 x축(mm) y축(mm) z축(mm)

simulated

DUPIC fuel

9.987

10.789

92.6% 3.454 4.189 4.781

10.149 94.1% 2.790 3.008 4.018

10.300 95.5% 2.925 3.223 4.590

 

Table 3.6.20 The sintered density and x-y-z dimensions of RUS specimen 

for compositional comparison

재료 도 이론 도 상대 도 x축(mm) y축(mm) z축(mm)

10 GWd/tU 10.079 10.746 93.8% 2.715 3.602 3.959

20 GWd/tU 9.977 10.692 93.3% 2.933 3.826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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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1 Elastic constants of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obtained from RUS

재료 c11 c12 c44
E

(GPa)
ν

UO2 2.6997 1.2196 0.7400 194.1 0.311

simulated

DUPIC fuel
3.0905 1.6137 0.7384 198.3 0.343

    

Table 3.6.22 Elastic constants of simulated DUPIC fuel with burnup 

obtained from RUS

재료 c11 c12 c44
E
(GPa)

ν

동일 도

reference

DUPIC

10 GWd/tU 2.7629 1.3034 0.7297 192.7 0.323 190.6

20 GWd/tU 2.8769 1.4595 0.7087 189.4 0.337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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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wet milling x 100 b) after wet milling x 500

c) after tubular grinding x 100 d) after tubular grinding x 500

Fig. 3.6.1 Microstructure of powders a), b) after wet milling,

c), d) after tubular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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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Green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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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and soaking time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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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and soaking time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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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Sintered density due to the variation of compaction 

pressure and soaking time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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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Sintered density due to the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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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4 hr, 1  ton,  x500 1780 ℃ 4 hr, 4  ton,  x500

1670 ℃ 4 hr, 2  ton,  x500 1670 ℃ 24 hr, 2  ton,  x500

Fig. 3.6.7 Pore structures of sintered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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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8hrs, 2ton, x500

1730℃ 8hrs, 2ton, x500   

1780℃ 8hrs, 2ton, x500  

Fig. 3.6.8 Microstructures of sintered pellets due to the varia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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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4 hrs, 2  ton,  x1000  

1780 ℃ 8 hrs, 2  ton,  x1000   

1780℃ 24hrs, 2ton, x1000  

Fig. 3.6.9 Microstructures of sintered pellets due to the variation of soa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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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0 Grain size with sintering time.

0 5 10 15 20 25

2

3

4

5

G
ra

in
 S

iz
e 

(
m

)

Soaking Time(hr)

 1780oC
 1730oC
 1670oC



- 290 -

1

2

3

4 5

6

7

8

A

B

12

3

4

5

C

Fig. 3.6.11 SEM image of polished and etched surface of simulated DUPIC 

fuel :

A) polished surface : Dark parts indicated by arrows are oxide precipitates. 

B) etched surface : Equiaxed matrix grains, white metallic and dark oxide precipitates 

are shown. 

C) etched surface : Small particles indicated by arrows between the matrix grains are 

metallic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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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2 Lattice parameters of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546

0.548

0.550

0.552

0.554

0.556
 UO2, This study
 simulated DUPIC, This study
 UO2, Yamashita
 UO2, Albanati
 UO2, Gronbold
 Polynomial fit-UO2
 Polynomial fit-simulated DUPIC

La
tti

ce
 p

ar
am

et
er

, n
m

Temperature, K



- 292 -

 Fig. 3.6.13 Percentage linear thermal expansion of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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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Percentage density variation of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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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5 The linear thermal expansions of simulated spent fuel,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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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 The instantaneou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simulated spent 

PWR fuel,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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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7 The density variations of simulated spent fuel,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400 800 1200 1600 2000
92

94

96

98

100

 Simulated spent PWR fuel
 Simulated DUPIC fuel
 UO2
 UO2, Martin

(T
)/

(2
98

) X
 1

00
, %

Temperature, K



- 297 -

Fig. 3.6.18 Thermal diffusivit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imulated 

DUPIC fuel, UO2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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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9 Thermal conductivit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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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0 Thermal resistivit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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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 Schematic illustration of creep curve showing time-dependent 

plastic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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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 Flow of vacancies according to 

Nabarro-Herring mechanism, resulting 

in increase of gra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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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3 Strain versus time plot for the creep test of simul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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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3 Strain versus time plot for the creep test of simulated 

DUPIC fu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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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4 Steady state creep rate versus stress for simul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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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5 Steady state creep rat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imulated 

DUPIC fuel in the region of low stress and high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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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6 Steady state creep rat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imulated 

DUPIC fuel and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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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7 Activation energy for creep deformation as a function of content of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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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8 Neutron diffraction patterns of simulated DUPIC fuel with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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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29 (a) Rietveld refinement of a neutron diffraction pattern of a 

simulated DUPIC fuel. (b) An enlarged image showing the Rietveld 

refinement at 2θ from 92.3°to 99.3°in a neutron diffraction 

pattern of a simulated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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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0 Hall-Williamson plot of a simulated DUPIC fuel powders milled for 

30 min by profile fitting using (a) Gaussian-Gaussian relation and 

(b) Cauchy-Gaussian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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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 Fitting curves of a diffraction peak using Voigt, 

Gaussian and Lorentzia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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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2 Sample input file for RPR code.

DUPIC 1

2,0,8,0,0.2443,1.000000,1

2.5981,.7423

0.3296,0.2950,0.2417

.35757, 0.,1.

.47757, 0.,1.

.50156, 0.,1.

.52088, 0.,1.

.53449, 0.,1.

.59031, 0.,1.

.59411, 0.,1.

.60074, 0.,1.

.60308, 0.,1.

.61717, 0.,1.

.65086, 0.,1.

.65650, 0.,1.

.67647, 0.,1.

.69605, 0.,1.

.75263, 0.,1.

.77598, 0.,1.

.79799, 0.,1.

.80973, 0.,1.

.81930, 0.,1.

.82816, 0.,1.

.83107, 0.,1.

.83906, 0.,1.

.84231, 0.,1.

.84986, 0.,1.

.86043, 0.,1.

.89565, 0.,1.

.90641, 0.,1.

.90973, 0.,1.

.91657, 0.,1.

.9528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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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3 Sample output file from RPR code.

DUPIC 1                                 

free moduli are  c11, c44

free dimensions are   d1, d2, d3

using 10 order polynomials    mass=  0.2443 gm  rho=10.395 gm/cc

 n     fex      fr    %err wt k i    df/d(moduli)

  1 0.357570 0.353183 -1.23 0.0 4 1 0.00 1.00

  2 0.477570 0.478722  0.24 1.0 6 1 0.07 0.93

  3 0.501560 0.501038 -0.10 1.0 4 2 0.00 1.00

  4 0.520880 0.517908 -0.57 0.0 7 1 0.11 0.89

  5 0.534490 0.535067  0.11 1.0 3 2 0.01 0.99

  6 0.590310 0.592801  0.42 1.0 2 2 0.01 0.99

  

..................................................................  

 28 0.909730 0.909053 -0.07 1.0 1 4 0.16 0.84

 c11   c22    c33    c23    c13   c12   c44    c55   c66

 2.6990 2.6990 2.6990 1.2157 1.2157 1.2157 0.7416 0.7416 0.7416

   d1       d2       d3

  0.32964  0.29497  0.24170

 loop# 2     rms error= 0.2466 %, changed by 0.000000 %

 length of gradient vector=  0.000003  lambda= 1.000

 eigenvalues          eigenvectors

      0.01532   1.00-0.02 0.00 0.00 0.00

     10.09823  -0.02-0.99 0.04 0.11 0.07

    212.06952   0.00 0.11 0.78 0.60 0.15

    411.45455   0.00 0.06-0.61 0.79-0.04

    577.44226   0.00 0.05-0.14-0.07 0.99

chisquare increased 2% by the following % changes in independent 

parameters

  0.72 -0.07 -0.03  0.01  0.01

  0.00 -0.10  0.05  0.03  0.03

  0.00  0.00  0.08 -0.07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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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4 The amount of fission product in simulated spent fuel 

(upper) and the theoretical density of simulated spent 

fuel (lower).

-10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0.5

10.6

10.7

10.8

10.9

11.0

8at% (75000)

3at% (28125)

UO2

D
en

si
ty

 (g
/c

c)

Burnuup (MWd/tU)

Lucuta 188 (1992) 198
TD=10.9585 - 5.1918 X10-6 BU (MWd/tU)



- 315 -

Fig. 3.6.35 Young's modulus of UO2 and simulated DUPIC fuel with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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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본 절에서는 DUPIC 핵연료 봉 및 다발의 설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CANDU 핵연료의 설계 사양과 현재까지 정립된 DUPIC 핵연료 설계 사

양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CANDU 원자로에 장전될 

DUPIC 핵연료 봉 및 다발의 성능과 건전성을 분석하 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DUPIC 핵연료의 노내 성능 분석 

기초 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다.

1. DUPIC 핵연료봉 성능 및 건전성 평가

DUPIC 핵연료의 기본 기하학적 설계는 43-핵연료봉 개량 CANDU 핵연

료인 CANFLEX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CANDU-6 원자로에 장전하여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 및 핵연료 취급 계통과 기계

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3.7-1]. 대상 CANDU 원자로의 정

격 설계 출력 또는 과출력 운전에 따른 열적/기계적 부하에 대한 핵연료봉 및 

다발의 건전성,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로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DUPIC 핵연료가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는 DUPIC 핵연료봉의 성능 및 건전성 해석, DUPIC 핵연료 다발과 기존 핵연

료 다발의 양립성 검토, 그리고 노외 실증 시험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 기준

일반적인 핵연료의 기능적 요건과 마찬가지로 DUPIC 핵연료가 만족해야 

할 기능적 요건은 1) 노내에서 정격 출력을 발생해야 하며, 2) 핵연료 장전 시 

및 원자로 내에서 연소 기간 동안, 그리고 조사 완료 후에 저장 및 수송 시 

기계적 건전성과 기하학적 제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핵연료봉의 기 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연료 다발은 냉각수 유동에 대해 일정한 

수력적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다발 내에서 냉각수 유동 분포의 균일성을 가

능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봉 근처에서 냉각수가 정체되지 않고 정상 

상태 운전 조건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DUPIC 핵연

료는 대상 CANDU 원자로의 1차 열 수송 계통, 핵연료 채널, 핵연료 취급 계

통 및 핵연료 노심 관리 시스템과 양립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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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봉은 기준 설계 모형으로 CANFLEX 설계 모형을 채택하

고 있다. 그리고, 대상 원자로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DUPIC 핵연료의 설계 기

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 CANDU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1차 열 수송 계통과의 양립

설계 기준 01: 핵연료 다발 열을 통한 압력 강하량은 1차 열 수송 계통 설계

에서 허용된 제한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2: 냉각수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핵연료다발의 유체 유발 진동의 

결과로 압력관 내면에 발생하는 마손에 의해 압력관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3: 핵연료다발의 유체 유발 진동의 결과로 간격체 사이에 마손 

발생 시, 1 쌍의 간격체에서 발생되는 마손량은 1 개 간격체의 

최소 높이 이하로 제한된다.

설계 기준 04: 유체 유발 진동에 의해 핵연료봉이 횡진동하더라도 봉단접합

판 용접 부위에 피로 파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5: 압력관과 지지체 사이에 형성되는 틈새에서 LiOH의 농도가 

증가하여 압력관 건전성을 해칠 정도의 심각한 부식이 발생되

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6: 원자로 내의 고온/고압 냉각수에 의해 핵연료봉의 집중된 축 

방향 틈새에서 피복관 붕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7: 원자로 내의 고온/고압 냉각수에 의해 핵연료봉 피복관에 축 

방향 주름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2) 핵연료 채널과의 양립

설계 기준 08: 핵연료 장전 시 핵연료다발이 선통관과 압력관 위를 미끄러지

게 되는데, 이때 압력관 건전성을 저하시킬 정도로 압력관에 

마모가 발생하거나, 핵연료다발과 압력관이 직접 접촉할 정도

로 지지체에 마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09: 압력관과 단말 고정장치를 연결하는 roll joint 부분에 휨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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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더라도 핵연료다발은 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 기준 10: 핵연료다발 열의 누적 길이는 원자로 내에서 어떤 경우라도 

양쪽 단말 고정 장치의 차폐 마개를 연결하는 길이보다 작아

야 한다.

3) 핵연료 취급 계통과의 양립

설계 기준 11: 핵연료다발의 양단 부위는 핵연료 장전기의 감지기와 분리기

가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그 구조적 면에서 양립하

여야 한다.

설계 기준 12: 핵연료 재장전 시 측면정지기에 의해 핵연료다발 열이 지탱되

어 있을 때, 핵연료다발은 수력적 견인력에 의해 부과되는 축 

방향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설계 기준 13: 재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이 기 장전되어 있는 핵연료다발과 충

돌할 때, 충격을 주는 다발과 충격을 받는 다발 모두가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 기준 14: 재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이 선통관 내 구멍 집에서 선통관 횡

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간격체들 사이에 심각한 마손이 발

생될 수 있다. 핵연료다발은 이러한 선통관 횡류의 향을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 기준 15: 핵연료 재장전 중 핵연료다발 수 변화에 의해 유량이 일시적

으로 증가하는데, 핵연료다발은 이러한 유량 증가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핵연료 노심 관리와의 양립

설계 기준 16: 고출력 조건에서 핵연료봉 내압은 냉각수 압력 이하로 유지되

어야 한다.

설계 기준 17: 고출력 조건에서 소결체 최고 온도는 용융 온도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설계 기준 18: 고출력 조건에서 피복관 내면 온도는 산화 가속 온도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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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야 한다.

설계 기준 19: 고출력 조건에서 핵연료봉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설계 기준 20: 핵연료 재장전, 원자로 출력 조절, 원자로 운전 정지 후 재가

동 등 출력 급증 조건에서 핵연료봉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아

야 한다.

설계 기준 21: 원자로 출력 증감발 조건에서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연

료 피복관이 공칭 출력 범위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1,100번의 

주기성 출력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를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나. DUPIC 핵연료봉 설계 특성

DUPIC 핵연료는 CANDU-6 원자로의 운전 조건, 원자로의 핵연료 취급 

계통 및 핵적 설계, 그리고 기준 핵연료와 양립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에 따

른 DUPIC 핵연료봉의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DUPIC 소결체의 설계 특성

일반적으로 CANDU 핵연료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결체 제원은 도가 

10.4±0.15 g/cm3이고, 산소 대 우라늄 원소 비(O/U ratio)는 1.99 ∼ 2.01이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5 ∼ 30 ㎛이다. 또한, 소결체 내 온도 분포에 의한 열팽

창 및 소성 변형을 수용하기 위해 소결체 양단에 dish(구형의 움푹 패인 홈)

를 두고 있으며, 소결체로부터의 chi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결체 양단 모

서리를 원주 방향으로 돌아가며 제거하고 있다(chamfering). 이 밖에 shoulder 

크기 및 소결체 길이와 직경 비(L/D) 등도 소결체 변형에 미치는 향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DUPIC 핵연료봉의 기준 제원으로 사

용하고 있는 CANFLEX 핵연료봉 제원을 Table 3.7.1에 정리하 다. 

DUPIC 소결체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 시킨 후 OREOX 공정을 

통해 얻어진 분말을 원료 물질로 하여 원통형으로 압분/소결하여 제조한다. 

현재 조사시험용으로 제조하고 있는 DUPIC 소결체의 소결 도는 약 10.3 

g/cm
3
 정도이고, 결정립 크기는 약 5 ㎛ 정도이며, 소결체 표면은 무심 연마

기로 연마하여 약 1.0 ㎛AA 정도이다. 또한, 소결체 길이와 직경 비는 약 1.2 

정도이다. 현재 DUPIC 핵연료 개발 시설(DFDF - IMEF M6 셀)에서 제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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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은 DUPIC 소결체는 CANDU 핵연료 제원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Table 3.7.2에 정리한 소결체 결함 판정 기준에 부합되는 DUPIC 소결체만을 

골라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시험 등에 사용하고 있다[3.7-2]. 그러나, 

핵연료 성능 향상을 위한 현재의 연구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소결 도를 이

론 도의 약 97% 정도까지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핵분열기체 방출 등의 

관점에서 10 ㎛ 이상의 조대 결정립을 가지는 DUPIC 소결체 제조에 대한 연

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DUPIC 소결체의 기준 조성은 핵분열 물질 조성 조절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여러 연소도를 지닌 사용후핵연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동위원소 

조성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여기에 농축 우라늄 (SEU) 및 

감손 우라늄(DU)을 적절히 섞어 정해진 양의 핵분열 동위원소를 함유하도록 

하 다. DUPIC 핵연료 내에 포함된 기준 핵분열 물질 조성은 U-235가 1.0 

wt%, Pu-239가 0.45 wt%가 되도록 결정하 다. 따라서, 약 90%의 사용후핵

연료를 기준 조성을 만족시키는 DUPIC 핵연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때 사용되는 SEU 및 DU의 양은 각각 7.8% 및 9.8%가 된다. 이와 같

이 DUPIC 핵연료의 조성을 조절하고 연소성 독극물을 사용함으로써 기준 조

성 DUPIC 핵연료의 핵적 특성을 천연 우라늄 핵연료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도 높은 방출 연소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된 DUPIC 핵연료 기

준 조성을 Table 3.7.3에 나타내었다.

DUPIC 핵연료의 일정한 핵적 특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핵분열 물질 조

성 조절 방안과 더불어 반응도 제어 방법이 제시되었다. DUPIC 핵연료가 균

일한 반응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사용후핵연료의 무한 증배계수

( k∞)가 SEU와 DU의 k∞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의 

k∞와 최저의 k∞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번 혼합하면, 이 사용후핵연

료 분말의 k∞는 1.165 ∼ 1.184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 후 SEU 혹은 DU를 

사용후핵연료 혼합물에 첨가하여 목표 k∞  값을 달성한다. 최적의 목표 k∞를 

선택하기 위하여 격자 특성, 노심 성능 및 SEU/DU 첨가량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 으며, 이에 의해 DUPIC 핵연료의 목표 k∞는 SEU/DU에 의한 반응

도 제어 방안의 경우 1.180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100%의 사

용후핵연료를 목표 k∞를 만족시키는 DUPIC 핵연료로 재가공할 수 있으며, 

전체 평균으로 2.3% 및 1.1%의 SEU 및 DU가 필요하다[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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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혼합을 위한 실용적 최적 배치 크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 사용후핵연료 조합 방안을 위한 고유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을 개발하 다[3.7-4].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핵연료 조성 조절을 위한 원료 물

질로 사용될 수 있다. 예비 모사 결과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봉 단위 조합

을 통하여 DUPIC 핵연료의 기준 조성을 달성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DUPIC 핵연료 

내의 핵분열 물질 함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준 DUPIC 핵연료 조성은 

1996년 중반까지 발생되어 국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80%를 사용

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 DUPIC 핵연료 

조성으로 1.57 wt%의 핵분열 물질을 함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냉각수에 의한 기포반응도(void reactivity)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DUPIC 

핵연료 다발의 중심봉에 연소성 독물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다. 핵연

료 냉각수 기포화(voiding)에 대한 DUPIC 핵연료의 prompt inverse period가 

평형 연소도에서 천연 우라늄과 동일하도록 연소성 독물질의 양을 결정하

다. 여러 연소성 독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 천연 dysprosium(Dy)이 가장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적정량의 Dy를 사용하여 전체 연소 기간 동

안 기포반응도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봉에 첨가할 적정 

Dy 양은 25.7 g으로 결정되었다. 평형 연소도에서 DUPIC 핵연료의 기포반응

도는 11.8 mk이며, 같은 경우의 기존 CANDU 핵연료는 14.0 mk이다. 현재 연

소성 독물질 DUPIC 핵연료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안전성 

분석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3.7-4].

(2) DUPIC 핵연료봉의 설계 특성

DUPIC 핵연료봉은 소결체와 같이 CANFLEX 핵연료봉 설계 제원을 기

본 설계 제원으로 한다. 핵연료봉의 구성은 소결체, 지르칼로이-4 피복관 및 

봉단 마개, 그리고 충전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피복관 내벽에는 핵연료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흑연 피막(CANLUB)을 도포하며, 핵연료봉 

내에는 소결체/피복관 사이의 열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1 기압의 헬륨 기체

로 충전되어 있다. 핵연료봉 외면에는 집합체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간격체 

및 지지체, 그리고 임계 열유속 향상을 위한 버튼이 부착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서 도출된 핵연료봉 설계 변경 사항은 없으며, 진

행 중인 DUPIC 핵연료봉 노내 성능 분석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설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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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설계 변경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 최적 

DUPIC 핵연료봉 설계를 수행할 것이다.

다. 설계 및 제조 방법 변경에 따른 건전성 향 분석

DUPIC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 방법 변경에 따른 건전성 향은 1) 

DUPIC 핵연료봉 및 다발의 원격 제조에 따른 향, 2) DUPIC 핵연료봉의 봉

단 용접 방법 변경에 따른 향, 그리고 3) DUPIC 소결체의 물성 특성 및 이

에 따른 핵연료 설계 변경이 건전성에 미치는 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DUPIC 핵연료봉 및 다발을 차폐 시설 내에서 원격 제조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조 공정이 품질 관리 및 보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격 제조 공정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로서 

DFDF 내에서 원격 제조한 DUPIC 축소 핵연료봉을 하나로에서 고출력 조건

으로 조사시험 하 을 경우 피복관의 건전성에 전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하나로의 조사 조건이 고온/고압 조건이 아니라 상용

로에서의 연소 조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엄격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체계 하에서 제조되는 DUPIC 핵연료이므로 제조 공정이 원격이라는 이유로 

건전성에 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폐 시설 내에서 원격으로 제조되는 DUPIC 핵연료봉은 공정 조건 상 

평균 출력 500W급 펄스형 Nd:YAG 레이저 용접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예

로서 이 레이저 용접 장치를 사용한 하나로 조사시험용 DUPIC 축소 핵연료

봉의 용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핫셀  밖에 설치된 용접 챔버에서 핵연

료봉의 하단 부위를 용접한다. 하단 부위가 용접된 3개의 연료봉을 핫셀 내에 

투입하고, 용접할 준비가 되면 소결체 장전기에서 알루미나(Al2O3) 재질의 

space block, 5개의 소결체, space block 및 인코넬 스프링을 순서대로 넣는다. 

이어서 상단부 봉단 마개를 끼워 봉 용접하게 되는데, 용접 전에 공정과 장

비에 대한 자격화 시험으로 조직 검사, 인장 시험, 헬륨 누출 시험(He leak 

test) 및 방사선 투과 검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용접 후 정해진 검사 절차에 

따라 용접 부위의 건전성을 검사한다. 용접 부위 건전성 실험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조직 검사에서는 Fig. 3.7.1과 같이 용접률이 280%로 TIG 용접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용접 전후의 연료봉의 길이 변화에서

는 약 0.1에서 0.2mm의 감소가 측정되었으며, 용접 후 헬륨 누출 검사에서는 

2.5x10
-7
cc/sec의 기준치 이하로 헬륨 가스 누출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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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내 채워진 헬륨 성분 분석에서는 헬륨 충전율이 평균 95% 이상의 높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레이저 용접에 의해 원격으로 제조된 

DUPIC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DUPIC 핵연료의 물성 특성 및 이에 따른 소결체 및 연료봉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건전성 향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분석 결과를 참조로 판단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물성 실험, 조사시험 및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

르면 큰 설계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설계 변경 등에 

의한 건전성 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및 조사후시험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통하여 핵연료의 노내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다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2 종류의 조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고출력 조사시험

설계에서 고려한 출력 이상으로 핵연료 다발을 조사하여 다발이 목표 연소도

를 달성하는 기간동안 파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하학적 안정성도 유지

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시험

○ 출력 급증 조사시험

설계에서 고려한 최고 출력 급증 이상을 핵연료 다발에 부과하여 다발이 파손

되지 않고 노내 건전성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시험

이상과 같은 조사시험을 통한 DUPIC 핵연료의 성능 해석 및 건전성 입

증을 위하여 캐나다 AECL의 연구용 원자로인 NRU를 이용하여 DUPIC 핵연

료봉 및 다발의 조사시험을 2002년부터 수행하기로 2000년 한․카 ․미 과제 

검토 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DUPIC 핵연료봉을 제조하

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분야에서는 

1999년에 하나로의 노물리 및 특성을 바탕으로 DUPIC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를 설계 제작하 다. 또한, 약 35,000 MWd/tU의 방출 연소도를 가지는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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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후핵연료로 제조된 DUPIC 소결체를 모사한 모의 DUPIC 소결체를 제

조하 으며, 각 5개의 모의 소결체를 포함하는 DUPIC 축소 핵연료봉 3개를 

제작하 다. 이 축소핵연료봉을 장착한 DUPIC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

하여 제 1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을 1999년 8월 4일부터 1999년 10월 4

일까지 2개월 동안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수행하 다. 조사시험 기간동안의 

최대 선출력은 약 60 kW/m로 평가되었으며, 모의 DUPIC 핵연료의 방출 연

소도는 약 1,600 MWd/tHM 정도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로에서 조사된 

모의 DUPIC 핵연료를 IMEF로 이송하여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의 

DUPIC 소결체의 조직 사진은 CANDU 원자로에서 정상적으로 연소된 후 방

출된 CANDU 핵연료와 거의 유사한 조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Fig. 3.7.2 및 

Fig. 3.7.3 참조).

2000년에는 고리 1 호기에서 방출되어 1986년 PIEF로 이송 보관 중인 경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DUPIC 핵연료 개발시설(DFDF)에서 DUPIC 

소결체를 제조하 으며, 이를 이용한 제 2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을 하나

로 OR4 조사공에서 수행하 다. 본 조사시험에서도 DUPIC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사용하 으며, 조사시험의 목적은 고출력 조건에서의 DUPIC 소결체 

노내 거동 분석이었으며, 조사시험 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개월이었다. 조사

시험 기간 중의 최고 선출력은 약 59 kW/m로 분석되었으며, 방출 DUPIC 핵

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약 1,800 MWd/tHM로 계산되었다. 조사된 DUPIC 축

소 핵연료봉에 대한 외관 검사를 수행한 결과, 피복관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조사된 DUPIC 핵연료를 조사재시험시설

(IMEF)로 이송하여 감마스캐닝, 외관 검사, 조직 검사 등 조사후시험을 수행

하 으며, 그 결과는 전형적인 고출력 조사 핵연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1년 6월부터는 평균 선출력 조건에서 DUPIC 소결체의 고연소도 조사

시험을 위해 제 3 차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을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수

행하 다. 최대 선출력은 약 39 kW/m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방출 연소도는 

약 3,500 MWd/tHM로 계산되었다. 본 DUPIC 핵연료의 조사 성능 평가를 위

한 조사후시험은 현재 조사재시험시설(IMEF)에서 수행 중에 있다.

DUPIC 핵연료 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AECL에서

는 White Shell에서 DUPIC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한 후 NRU에서 

Demountable bundle에 장착하여 BB03 핵연료봉의 조사 시험을 1999년 3월 

12일에 시작하 으며, BB02 및 BB04 핵연료봉은 1999년 5월 7일에 약 2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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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기간을 예정으로 NRU에 장전하 다. 2000년 초 선행 핵연료봉인 

BB03을 연소도 10,000 MWd/tHM에서 인출하여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결과 

핵연료봉의 기계적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g. 3.7.4 ∼ 

6 참조). 나머지 2개의 DUPIC 핵연료봉 중 1개는 2001년 말까지 연소시킨 후 

인출하 으며, 2002년 초에 조사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핵연료봉은 

2002년 12월 방출 예정이며, 예상 방출 연소도는 약 21,000 MWd/tHM이다.

2. DUPIC 핵연료 다발의 성능 및 건전성 평가

가. 핵연료 다발

DUPIC 핵연료다발은 가압형 경수로에서 연소된 사용후 핵연료다발을 

OREOX 건식 공정을 거쳐 CANDU 원자로에 적합하도록 제조, 가공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DUPIC 핵연료다발이 CANDU 원자로에 양립하는지가 검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핵연료다발 설계와 관련된 설계 기준을 기술하 으며, 

지금까지 설계로 고려하고 있는 DUPIC 핵연료다발이 본 설계 기준에 양립하

는지 혹은 양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해석 및 평가 항목을 기

술하 다.

(1) 설계 기준

(가) 1 차 열 수송 계통과의 양립

Fig. 3.7.7은 CANDU-6 원자로의 일차 열 수송 계통의 개략도를 나타내

었다. CANDU-6 원자로 노심을 이루는 380 개 핵연료 채널에서의 유량은 각 

채널별 정격 출력 분포(즉, time-averaged 노심 출력 분포)에서 일정한 엔탈

피 증가를 얻도록 설정되어 있다. 

핵연료다발 열 압력 강하

원자로 모관 사이 압력 강하의 상당량이 핵연료다발 열(fuel bundle 

string)을 통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핵연료다발 열을 통한 압력 강하량은 일차 

열 수송 계통 설계 시 일차 냉각 계통 순환 펌프, 자관(feeder pipes) 및 핵연

료 압력관과 양립하도록 설정된다. 즉, 임의로 배열되어 있는 12 개 핵연료다

발 열을 통한 최빈 단상류 압력 강하량(most probable single phas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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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은 일차 열 수송 계통에서 허용하는 값을 넘어서면 안된다. CANDU-6 

원자로에서의 채널에서의 최대 허용 압력 강하량은 718 kPa이며[3.7-5], 23.9 

kg/s의 유량과 781 kg/m
3
의 도 조건에서 구해져야 한다.

냉각수 유량의 향

핵연료다발들은 핵연료 채널의 냉각수 조건에서 그 기계적 건전성을 유

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압력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핵

연료다발들은 다음의 4 가지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압력관 마손

유량이 크면 유체유동 유발 진동이 크게 발생하여 핵연료다발이 압력

관 벽면과 부딪히게 되고 이 결과로 압력관 내면에 마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압력관에는 위와 같은 마손(fretting)뿐만 아니라 핵연료다발 

미끄럼 등에 의한 마모(wear)도 발생하여 압력관 건전성에 향을 주

므로, 압력관 마모 및 마손의 최대 허용량을 0.064 mm로 제한한다

[3.7-5].

② 간격체 마손

핵연료봉들 사이의 적당한 간격 유지를 위해 간격체를 부착한다. 고유

량에 의해 유체유동 유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간격체들 사이에 마

손(fretting)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간격체 높이가 감소된다. 이때 인

접 핵연료봉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핵연료봉의 냉각성이 저하되고, 더 

가까워져 인접 핵연료봉들이 직접 부딪히는 경우 핵연료봉 결함이 발

생될 수 있다. 이러한 핵연료봉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1 쌍의 간격체

에 대한 마손 허용치를 1 개 간격체 최소 높이 이하로 제한한다

[3.7-5].

③ 봉단접합판 피로

정상 상태 운전 조건에서, 핵연료다발은 평균 속도가 ∼9 m/s 인 축

방향 단상류를 받게 되며, 특히, 하류에 위치하는 핵연료다발들은 더 

빠른 증기/물 이상류 유속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체 유동에 의해 핵

연료봉에 횡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그 결과 연료봉과 봉단접합판 용

접 부위 및 봉단접합판 환에 피로 파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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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다발은 정상상태 운전 시 봉단접합판 피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압력관 부식

압력관은 냉각수에 의해 부식되며, 지지체가 설치된 지점에서 틈새 부

식(crevice corrosion)이 발생될 수 있다. 압력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관 내 표면의 부식층 두께를 0.1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3.7-5]. 특히, 틈새 부식은 핵연료다발 설계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핵연료다발 설계 시 틈새 부식이 심각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나) 핵연료 채널과의 양립

핵연료 채널은 Fig. 3.7.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단말 고정장치(end fitting)와 여기에 확장형 roll joint로 연결되어 있는 

zirconium-niobium 합금 재질의 압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 고정장치 속

으로 압력관과 핵연료 장전기를 연결해 주는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선통관

(liner tube)이 있어, 핵연료다발이 미끄러지며 이동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한

다. 선통관 안에는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차폐할 목적으로 차폐마개

(shield plug)를 설치하고 있다. 이 차폐 마개는 또한 정상 상태 운전 및 핵연

료 재장전중 핵연료다발 열을 지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중수 냉각수는 자관을 통해 단말 고정장치로 유입되어, 단말 고정장치와 

선통관 사이에 형성되는 환상형 통로로 흐르면서, 선통관의 환상형 구멍을 통

해 안으로 들어간다. 이들 유입 유량중 일부는 구멍을 통해 차폐마개 속으로 

유입되고, 나머지는 차폐마개와 선통관 사이로 흐른다.

핵연료다발과 압력관 사이의 상호 작용

원자로 가동중 핵연료 장전 시 핵연료다발은 압력관 위를 약 15.7 m 까

지, 선통관 위를 약 6.7 m 까지 미끄러지게 된다. 이로 인해 다발의 지지체와 

압력관에 극심한 마모가 발생하여 핵연료다발 안전성과 핵연료 채널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핵연료다발 안전성과 핵연료 채널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3.7-5].

- 압력관 마손 및 마모 허용 량: 0.06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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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체 마모 허용 량 : 0.13 mm

- 마모된 지지체의 최소 높이 : 0.87 mm.

압력관 roll joint 부분 통과

압력관과 단말 고정장치를 연결하는 roll joint 부분에 압력관의 처짐

(sagging)과 시공 잘못 등에 의해 휨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향으로 roll joint 

부분에서 핵연료 통과 면적이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핵

연료다발은 핵연료 압력관을 막힘 없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다발 열과 차폐마개 사이의 틈새

핵연료다발 열의 누적 길이는 원자로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양 쪽 단말 

고정장치 내 차폐마개를 연결하는 길이보다 작아야 한다. 

(다) 핵연료 취급 계통과의 양립

원자로 가동중 핵연료 교체 시, 원자로 양쪽에 동일한 핵연료 장전기를 

각각 1 대씩 붙여서 작업을 수행한다. 즉, 임의의 채널 한 쪽에 핵연료 장전기 

1 대가 위치하여 새 핵연료를 장전하고, 같은 채널의 다른 쪽에 다른 1 대의 

핵연료 장전기가 위치하여 방출 핵연료를 받는다.

핵연료 장전기에는 3 개 동심 램 (ram) 들로 구성된 램 뭉치가 있다. B 

램은 긴 타격거리와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널 마개 (closure) 및 단말 

고정장치와 핵연료 장전기 탄창 (magazine) 사이에 있는 차폐마개를 옮기는데 

사용한다. C 램은 긴 타격거리를 갖지만 힘이 약하므로, 핵연료다발을 채널 

내로 어 넣을 때 사용한다. 랫치 램 (latch ram) 은 큰 힘을 갖고 있지만 타

격거리가 짧아, B 램과 더불어 채널과 핵연료 취급 계통의 부품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핵연료 장전기에는 회전형 원통 탄창이 있는데, 이 탄창에는 12 개 장전

소가 있고, 각 장전소의 길이는 핵연료다발 2 개의 길이와 같다. 핵연료 교체 

시 12 개 장전소 중 5 개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 다발 이동의(2 bundle 

shift) 경우 1 개 장전소를 사용하여 방출되는 핵연료다발 2 개를 한꺼번에 받

는다. 따라서, 핵연료다발 열에서 핵연료다발 2 개를 배출시켜 주는 장치가 필

요한데, 이것을 위해 핵연료 장전기에는 핵연료 분리 뭉치 2 개를 장착하고 

있다. 각 핵연료 분리 뭉치 내에는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쐐기 형태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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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 shaped assembly)가 있다. 쐐기 형태 뭉치는 감지기(sensor), 측면정

지기(side-stops) 및 분리기(pusher)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 부품들은 각각 독

립적으로 작동된다(Fig. 3.7.9 참조).

감지기는 2개의 핵연료다발 사이의 틈새, 다발과 차폐마개 사이의 틈새, 

그리고 다발과 램 어뎁터(ram adaptor)와의 틈새를 측정한다. 즉, 차폐마개 또

는 2 개 핵연료다발들이 하류 방향 핵연료 장전기의 탄창으로 진입할 때, 감

지기가 작동하여 상류 방향 핵연료 장전기의 C 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는 

한편, 측면 정지기로 하여금 탐지된 틈새에 들어가도록 신호를 보낸다.

측면 정지기는 핵연료다발의 8∼9 개 외환봉들의 원추형 봉단마개 표면

에 접촉한다(Fig. 3.7.10 참조). 이때, 측면정지기의 끝 부분이 봉단접합판과 부

딪히면 안된다. 측면 정지기는 채널 내 유량에 의해 발생되는 수력적 견인력

에 의한 핵연료다발 열 축 방향 움직임을 저지한다.

분리기는 측면 정지기에 의해 분리된 2 개 핵연료다발을 핵연료 장전기

의 탄창 속으로 어 넣는다.

핵연료 장전기의 감지기 및 분리기

핵연료다발의 끝 부분은 핵연료 장전기의 감지기와 분리기가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그 구조적 면에서 양립하여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 중 수력적 견인력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핵연료 재장전 시 측면정지기에 의해 핵연료다발 열이 지탱되어 있을 때, 

핵연료다발들은 수력적 견인력에 의해 부과되는 축 방향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 중 충격 하중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정상적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첫 번째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은 선통관의 

구멍 집 부분을 통과할 때부터 냉각수 유량에 의해 약간 가속되며, 이 가속

되는 상태로 압력관내에 있는 기존 핵연료다발 열과 부딪히게 된다. 이때 충

격을 주는 다발과 충격을 받는 다발 모두 충격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선통관 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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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장전되는 핵연료들이 선통관 내에 일정 시

간 머무르게 된다. 이때 선통관의 구멍 집 지역에 위치하는 핵연료다발은 

선통관 구멍을 통해 유입되는 횡류를 경험하게 되고, 이 결과로 간격체들 사

이에 심각한 마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다발은 횡류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시 유량 증가

채널 축방향 유동 역에 존재하는 핵연료다발들 수가 작으면 유동 저항

이 작아지고, 이에 따라 채널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핵연료 재장전 중 채널 

축 방향 유동 역에 존재하는 핵연료다발 수가 변하므로, 핵연료다발은 이때 

증가되는 유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핵연료다발의 노내 건전성 및 기하학적 안정성

핵연료다발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파손되면 안되고, 다음과 같은 기하학

적 설계 변수들의 변형을 최소로 유지하여야 한다. 

○ 핵연료봉 휨

○ 핵연료봉 길이 변화

(2) DUPIC 핵연료다발의 설계 개념

(가) 설계 개념

핵연료다발

DUPIC 핵연료다발 설계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43-이원봉으로 

이루어진 CANFLEX 다발의 형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외형은 

CANFLEX 핵연료다발의 제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고려되고 있

는 CANDU-6 원자로용 DUPIC 핵연료다발의 개략도는 Fig. 3.7.11에 나타내

었다. 이 그림에서, DUPIC 핵연료다발은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에서와 마

찬가지로 핵연료봉들 양끝에 봉단접합판 1 장씩을 용접으로 부착하여 다발 구

조를 형성하고 외환봉들 위에 3 열로 지지체를 부착하여 핵연료봉이 압력관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핵연료봉 중앙 열(mid-plane)에 간격체

를 부착하여 인접 핵연료봉들간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임계 열유속 향상

을 위해 축 방향으로 양쪽 지지체 설치면과 중앙 지지체 설치면 사이에 버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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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된다. 이러한 DUPIC 핵연료 다발은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에 비해 

다음의 2 가지 구조적 특징과 제조 가공 방법의 차이가 있다.

○ 43 개 이원봉 구조 :

DUPIC 핵연료다발은 43 개 핵연료봉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두종류

의 핵연료봉을 사용하고 있다. 즉, 바깥 2 개 환에 직경이 11.5 mm 

인 작은 연료봉들과 안쪽 2 개 환에 직경이 13.5 mm 인 큰 연료봉들

을 사용하며, 이들 중 중심에 위치한 1 개의 봉에는 UO2에 독극물을 

주입하여 기포 반응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 임계 열유속 향상용 버턴 :

DUPIC 핵연료다발의 경우 CANFLEX 다발의 임계 열유속을 향상시

키기 위해 부착된 버튼을 동일하게 부착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버튼은 핵연료다발 모든 연료봉 위에 끝이 둥 면서 길쭉한 형

태(oblong)의 부착물로서 2 열로 부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DUPIC 

핵연료다발에 대한 임계 열유속 실험적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버튼의 설계는 DUPIC 핵연료다발의 임계 열유속 실험이 수행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 가공 방법

DUPIC 핵연료다발은 가압형 경수로에서 연소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제조 가공방법(OREOX)을 통해 제조 가공하며, 특히 핵연료심의 

모든 제조 가공 공정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핵연료다발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원격가공 공정에 의해 핫셀 내에서 

수행되고 핵연료 피복관 및 부착되는 부품 제조는 가공자에 의해 직

접 손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즉, 한쪽 봉단마개 및 지지체/간격체 등

의 부착물의 설치와 더불어 핵연료 피복관을 손으로 직접 가공한 후 

핫셀로 이동하여 원격조정으로 핵연료 피복관내에 핵연료심을 장착하

고 봉단마개를 결합한 후 봉단접합판을 설치하여 다발 조립을 하게 

된다. 

Table 3.7.4는 DUPIC 핵연료다발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 제원을 기

술하고 있으며, Table 3.7.5는 DUPIC 다발의 무게 및 부피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DUPIC 핵연료다발의 성능해석 및 검증 실험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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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수 있다.

봉단접합판

DUPIC 핵연료다발에 부착될 봉단접합판은 43개 핵연료봉들을 다발 구조

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봉단접합판의 설계 기초는 다발 구조를 형성할 정도

로 강해야 하며, 축 방향으로 부과되는 하중을 일부 핵연료봉들로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핵연료봉들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봉단접합판은 환별

로 서로 달라지는 연료봉의 축 방향 팽창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발의 휨과 

뒤틀림까지 수용할 정도로 가변적(flexible)이어야 한다. 또한, 봉단접합판은 중

성자 흡수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인접 다발들간 핵연료 소결체 거리가 최소

화 되도록 얇아야 하고, 봉단접합판 직경은 핵연료 장전기 측면정지기의 삽입 

깊이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봉단접합판 두께는 연료봉 봉단마개의 원

추면 경사길이와 함께 측면정지기가 두 다발 사이에 위치될 수 있는 공간 폭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DUPIC 핵연료다발은 8-다발 장전 방법을 선택하는 기존 37-개 핵연료

봉다발 혹은 CANFLEX 다발과는 달리 2-다발 장전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장전방법의 변경은 핵연료 채널 내에 존재하는 최대 혹은 최소 핵연료

다발 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핵연료 장전시 선통관을 통과하고 핵연료 채널 

내로 진입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따라서, 봉단접합판의 건전성과 관련한 핵연

료 장전시 선통관에서의 횡류에 의해 다발구조 형상의 변형이나, 선통관을 지

나 핵연료 채널 내에 장전될 때 인접 핵연료다발과의 충격에 의한 파손 혹은 

변형 등과 같은 횡류, 강도 및 충격 시험과 같이 봉단접합판의 건전성과 관련

된 설계 검증이 기존 핵연료다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DUPIC 핵연료다발 설계 개념을 정성적으로 볼 때 핵연료다

발의 무게가 기존의 37개 핵연료봉다발 및 CANFLEX 핵연료다발보다 가볍

고, 2-다발 장전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전시의 핵연료다발 간의 충격

에 의한 향은 기존 다발들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통관에 

핵연료다발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핵연료다발 무게 감소에 따른 유동에 의한 진

동 발생은 클 것으로 보이며, DUPIC 핵연료다발이 한번 장전된 후에는 핵연

료 채널 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인해 (연소도 약 3배 증가) 채널 

내에서의 유체 유발 진동을 오랜 기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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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다발의 무게 감소 및 연소도 증가에 향을 받는 횡류 시험 및 

내구성 시험 등과 같은 열수력적 검증 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격체

간격체의 설계 기초는 연료봉 중앙에서 인접 연료봉과의 거리를 유지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37개 핵연료봉 다발 및 DUPIC 핵연료다발의 간격

체는 길이대 폭의 비가 약 3.5인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피복관 축에 대

해 약간 비틀어진 각도로 부착된다. 즉, 마주 보는 간격체들끼리 서로 반대 방

향으로 약간 비틀어져 부착되는데, 이렇게 간격체들을 피복관 축에 대해 약간 

비틀어서 부착하므로 간격체들간 접촉면을 증가시키고 간격체들 간 엉킴 가능

성을 감소시킨다.

DUPIC 핵연료다발의 간격체 구조가 기존의 형상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핵연료다발 무게 감소 및 연소도 증가 시 발생되는 마모 및 마손량을 고려하

여 연소기간 중 핵연료봉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임계 열유속 향상용 부착물, 버턴

DUPIC 핵연료다발은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과는 달리 임계열유속 향

상용 버튼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역할은 CANFLEX 다발

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나 DUPIC 핵연료다발 버튼의 최종 설계는 임계열유

속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설계 자료 및 재료

DUPIC 핵연료다발의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설계 자료 및 재

료에 대한 시방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나, 설계가 확정될 경우 핵연료심, 핵연료

봉 및 다발의 설계도와 DUPIC 핵연료다발의 재료 및 부착되는 부품에 대한 

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핵연료심/핵연료봉/다발 설계도면

○ DUPIC fuel bundle 제품 시방서

○ Zirconium alloy sheet, strip and plate for nuclear fuel applications

○ Zirconium alloy bar, rod and wire for nuclear fuel applications

○ Beryllium brazed appendages joint on reactor fuel sh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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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립성 평가

(가) 일반 사항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의 구조적 설계는 주로 원자로 운전에서 실제 핵연

료다발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노외 실증시험을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봉단

접합판 피로, 핵연료봉 휨 및 압력관 틈새 부식과 같이 핵연료 출력 및 연소

도에 크게 향을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해석적 방법으로 그 설계 계산을 

수행한 후, 연구로 내 성능 검증시험을 통해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설계의 양

립성을 평가한다.

(나) 실험적 양립성 평가

시험 시설 : KAERI Hot Test Loop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온 고압 성능 및 건전성 시험은 한국원자

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CANDU-Hot Test Loop(CANDU-HTL)에서 수행

이 가능하다. CANDU-HTL은 중수로용 핵연료의 노외 실증 시험과 핵수준급 

원자로 부품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CANDU 원자로 

1 차 계통의 온도, 압력, 유량 및 수질을 다음과 같이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순환 용수량: 341 m
3
/hr 

- 설계 압력: 176 kg/cm
2

- 설계 온도: 343 ℃

- 순환 용수: Demineralized water.

또한, 시험대 입구에서 최대 유량은 120 kg/cm
2
, 온도 300 ℃ 조건에서 30 

kg/s로서, 월성 원자로 압력관 내 유동 조건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게 설계되

어 있다.

CANDU-HTL은 Main Loop 계통, Feed and Bleed 계통, Make-up 

Water Treatment 계통, Chemical 계통, Cooling Water 계통,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Main Loop 계통은 주순환 

펌프, Supply Header, 시험대 (test Rig), Return Header, 가열기 및 냉각기로 

구성되어 있다. (Fig. 3.7.12 참조) 이들 구성 부품들의 기능 및 사양은 참고문

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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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는 CANDU-6 원자로와 동일한 형상과 제원을 갖는 단일 압력관

과 2 개의 자관 및 roll joint 에 의해 고정되는 단말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3.7.13 참조) 시험대의 압력관, 선통관 및 차폐마개 등은 

CANDU-6 원자로의 설계 제원으로 제작되어 있다. 압력관 내경은 103.385 

mm 이고, 재질은 Zr-2.5%Nb 이다. 단말 고정장치에는 4 inch, 1500 lb의 플

렌지(flange)가 죔쇠 (clamp)로 고정 부착되어 있다. 채널 상류 및 하류에서의 

차폐마개 위치는 단말 고정장치 플렌지에 연결되어 있는 3/4 inch 파이프를 

이용하여 조절 가능하다. 압력관 입구 및 출구 자관의 내경은 2.5 inch(sch. 

80)인데, 이것은 월성 1 호기 L5 채널의 자관과 동일하다. 시험대에는 압력강

하 측정을 위해 압력 탭이 4개 설치되어 있다. 탭 1과 탭 4는 입구 및 출구 

자관에 위치하며, 탭 2와 탭 3은 핵연료다발 열의 압력강하 측정을 위해 핵연

료다발 열의 상류 및 하류에 설치되어 있다. 모든 압력 탭은 충분히 발달된 

유동 역에 위치한다.

노외 실증 시험

① 핵연료다발 열 압력강하 시험:

월성 원자로 설계는 100 % 정격 출력 조건에서 입구 및 출구 헤더 

사이의 압력 차이는 1,342 kPa 이다. 이 압력강하 량이 자관, 단말 고

정장치, 핵연료 채널 및 핵연료 모두에 의해 분담되는 것을 고려하면, 

핵연료다발 열을 통한 압력강하 허용량은 718 kPa로 구해진다. 상기 

압력강하 량 718 kPa은 유량 23.9 kg/s와 도 781 kg/m
3
의 조건에서 

구해지는 값이다. 핵연료 채널 내 압력강하는 수력적 조건뿐만 아니라 

장전된 12 개 핵연료다발들 사이의 정렬 각도에 향을 받으므로, 핵

연료다발들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렬 각도에서 압력 강하

(즉, 최빈 압력 강하)를 구하여, 상기 718 kPa보다 작음을 보여야 한

다. 이를 위해 다음 2가지 시험이 요구된다.

- 다발 접속 지점에서의 압력강하 시험 (Bundle Junction pressure 

Drop Test): 2 개 핵연료다발 사이에서의 압력 강하를 정렬 각도의 

함수로 구하고, 임의로 배열된 핵연료다발들을 통한 최빈 압력 

강하를 얻을 수 있는 정렬 각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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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다발 열 압력강하 시험 (Fuel String Pressure Drop Test): 

주어진 수력적 조건에서 12 개 핵연료다발 열을 통한 최빈 압력 

강하가 718 kPa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압력 강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는 수력적 조건 중, 도 781 kg/m
3

은 10.2 MPa의 압력에서 중수의 경우 303 ℃, 경수의 경우 266 ℃의 

온도 조건에서 구해진다. 따라서, 고온 고압에서 수행되는 핵연료다발 

열 압력강하 시험은 23.9 kg/s의 유량, 266 ℃냉각수 온도, 10.2 MPa

의 채널 압력 조건에서 경수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② 핵연료다발 열 내구성 시험:

DUPIC 핵연료다발이 노내 장전기간 동안 압력관에 예기치 않는 마손 

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핵연료다발 간격체 간에도 심각한 마손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 수행이 필요하다. 

즉, 원자로 유체유동 조건하에서 장기간 내구성 시험을 수행하여, 

DUPIC 핵연료다발이 핵연료와 압력관에 대한 마손/마모 허용치를 넘

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본 시험은 실제 원자로의 핵연료 채널 및 관련 부품, 즉, 핵연료 채널, 

선통관 및 차폐마개 등을 모사한 시험장치에 12 개 핵연료다발들을 

장전하여 수행하는데, 이때의 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냉각수 입구온도: 266 ℃

- 냉각수 압력 (공칭): 11.0 MPa 

- 유량: 31 kg/s

- 시험 기간: DUPIC 핵연료다발의 방출 연소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상기 시험 조건들 중 유량은 정격 출력 조건에서 구해지는 최대 유량

에 연소도 변화, 운전조건 변화 및 압력관 직경방향 크립 등이 유량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값

이다. (CANDU-6 원자로의 공칭 설계 유량보다 30 % 이상 큰 값임.)

핵연료봉 진동 폭은 유속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큰 유량을 사용하는 노외 시험에서의 진동 폭은 실제 원자로에서 핵

연료봉이 겪는 진동 폭보다 10 % 이상 크게 된다. 또한, 원자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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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되는 핵연료 팽윤 및 피복관 착 때문에 핵연료봉 강성도가 

커져 진동 폭이 더 작아진다. 이상의 유속 차이 및 핵연료 강성도 변

화뿐만 아니라 노외 시험과 노내 핵연료 채널에서의 실제 열전달 차

이 및 기하학적 효과 등에 기인되어 노외 시험에서 측정되는 압력관 

마손 자국은 원자로 압력관에서 실제로 측정된 마손 자국보다 더 깊

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7]. 

유체 상태(즉, 단상류 또는 이상류)가 핵연료봉 진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AECL에서는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과 28 개 핵연

료봉 다발들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이상류에서 수행한 바 있다[3.7-8]. 

이때 이상류 조건은 시험대 입구에서 냉각수 온도를 포화 온도 직전

까지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얻어졌다. 즉, 핵연료다발 열을 통한 압력 

강하 효과를 이용하여 압력관의 특정 축 방향 위치에서 냉각수를 증

기로 기화시켰다. 시험 결과, 이상류에서 얻어진 마손률이 단상류에서 

얻어진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핵연료다발 횡류 시험:

핵연료다발이 정상적으로 재장전 시, 일부 핵연료다발들이 선통관 위

에 놓여 선통관 구멍들로부터 유입되는 반경방향 유동을 받게 되며, 

이 결과로 간격체간 마손이 크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횡류 시험

은 핵연료다발이 핵연료 재장전 기간동안 횡류를 받더라도 기계적 건

전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다.

선통관 및 단말 고정장치를 포함하는 핵연료 채널에 1 개 시험 핵연

료다발과 13 개 보조 핵연료다발들(filler bundles)을 장전하고, 고온 

고압의 냉각수를 흘려 시험을 수행한다. 즉, 1 개 시험 핵연료다발을 

상류 선통관 횡류 지역에, 1 개 보조 핵연료다발은 상류 지역에, 그리

고 나머지 12 개 보조 핵연료다발들은 핵연료 채널내 정상적 위치에 

각각 놓고, 다음의 냉각수 조건 및 시험기간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하

게 되며, 유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냉각수 온도: 266 ℃

- 냉각수 압력 (정격): 11.0 MPa 

- 유량: 31 kg/s

- 시험 기간: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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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험 조건들 중 유량은 전 항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매우 

보수적인 값이다.

④ 핵연료 재장전 중 수력적 견인력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시험

핵연료 재장전 시 일어날 수 있는 핵연료다발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2 종류의 강도 시험이 수행된다. 즉, 핵연료다발 열이 2 개 측면

정지기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두 개 측면정지기에 의한 강도 시험)와 

1 개 측면정지기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1 개 측면정지기에 의한 강도 

시험)를 각각 수행하여 (Fig. 3.7.9 참조), 두 경우 모두에서 하류 마지

막 핵연료다발이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함을 입증한다. 

시험 시 15 개 핵연료다발들을 고온 고압 냉각수가 흐르는 핵연료 채

널 내에 위치시킨다. 이때 13 개 핵연료만이 냉각수 유동 지역에 위치

한다. 하류의 3 개 핵연료다발들은 수력적 견인력에 의해 부과되는 축 

방향 하중이 측면정지기에 의해 지지되는 마지막 핵연료다발 봉단접

합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렬된다. 강도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냉각수 온도: 120 ℃

- 냉각수 압력: 10.2 MPa

- 수력적 견인력: 

o 2 개 측면정지기에 의한 강도시험 시 12,010 N

o 1 개 측면정지기에 의한 강도시험 시 7,300 N

- 시험 기간: 15 분 이상.

정상적 핵연료 교체 시 수력적 하중은 약 7,300 N이므로, 상기 시험 

조건에서 2 개 측면정지기에 의한 강도시험 시 수력적 하중은 상기 

정상 하중보다 1.6 배 이상 큰 값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1 개 측면정

지기가 고장이 나서 핵연료다발 열이 나머지 1 개 측면정지기에 의해

서만 지탱되는 경우, 이러한 고장 자체가 거의 발생될 수 없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므로 시험 시 그 적용 하중을 수력적 정상 하중과 동일

하게 고려한다.

측면정지기가 작동을 시작하면, 상류 핵연료 장전기의 C 램의 하중은 

감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측면정

지기 하중은 수력적 하중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류 핵연료 장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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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램이 고장난 경우, 상기의 수력적 하중에 C 램 하중이 더하여져 측

면정지기에 작용하게 된다. 이때 핵연료다발 열을 통해 측면정지기에 

부과되는 하중은 약 23,700 N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큰 하중에 의해 

하류방향 마지막 핵연료다발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핵연료다발 

설계 시 이 경우에 대한 핵연료다발 건전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C 램이 고장나면서 측면정지기 하중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곧 방출된 마지막 핵연

료다발에서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DUPIC 핵연료다발의 경우 2 다발 재장전 방법을 선택하므로 기존 37 

개 핵연료다발의 8 다발 재장전 방법과 다르다. 재장전 방법이 2 다발 

재장전으로 바뀌는 경우 핵연료 채널내에 존재하는 다발의 개수가 달

라지므로 재장전시 최대 유량이 달라지고 따라서 수력적 하중도 달라

지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력하중이 재결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⑤ 핵연료 재장전 중 충격 하중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시험

핵연료 재장전 시, 냉각수 유동의 도움을 받아 핵연료다발을 핵연료 

채널 내로 들어 보냄으로, 장전되는 핵연료다발이 냉각수 유동에 의해 

가속되어 핵연료 채널 내에 있는 핵연료다발 열과 부딪히게 된다. 이

때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 장전되는 다발과 기 장전 다발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본 충격 시험은 정상적 핵연료 재장전 시 이러한 핵

연료다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수행된

다.

10 개의 핵연료다발들을 핵연료 채널의 하류 차폐마개에 붙여서 일렬

로 배치하고 1 개 시험 핵연료다발을 냉각수에 흘려 보낸다. (Fig. 

3.7.14 참조) 실제 원자로에서는 12 개 핵연료다발 열이 핵연료 채널 

내에 장전되어 있지만, 압력관의 축 방향 크립 등에 의해 가속 거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10 개 핵연료다발만 장전하여 그 가속 거리

를 늘리게 된다. 특히, 10 개 핵연료다발들은 충격하중이 미치는 효과

를 최대로 받기 위해 특정 각도로 정렬한다. 충격 시험의 조건은 다음

과 같다 :

- 냉각수 온도: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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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압력: 10.2 MPa

- 냉각수 유량: 31 kg/s

- 가속거리: 1.25 m

이들 시험 조건들 중 유량은 전 항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매우 

보수적 값이다.

⑥ 핵연료 장전기와의 양립성 시험

핵연료다발 봉단접합판이 너무 클 경우 핵연료 장전기의 측면정지기

와 충돌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핵연료 장전기의 분리기에 

의해 핵연료다발이 릴 때 정해진 거리만큼 나아가지 않으면 핵연료 

재장전 절차에 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핵연료 장전기와의 양립성 시험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핵연료다발이 원자로의 갈고랑쇠(grappling tools)와도 양

립하는 가를 입증하기 위해 grappling test도 수행된다.

4 개 핵연료다발을 장전하여 핵연료 장전기에서 핵연료 채널로 또한 

핵연료 채널에서 핵연료 장전기로 이동시키면서, 핵연료다발이 핵연료 

장전기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또한 핵연료다발과 핵연료 장전

기에 손상이 없음을 보인다. 이때 핵연료 채널 및 핵연료 장전기는 원

자로 운전 조건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Grappling test 시에도 갈고랑

쇠로 핵연료다발을 여러 번 잡는 시험을 수행하여, 핵연료다발을 효과

적으로 잡을 수 있음을 보인다. 

(다) 설계 양립성의 해석적 방법

봉단접합판 피로 파손

봉단접합판 용접점 및 환의 건전성은 유체유동에 기인된 핵연료봉 횡 방

향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 응력을 내구 한도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

된다.

피로 응력에 관한 방정식은 핵연료봉이 균등 분포하중을 받으며 비틀림 

스프링에 의해 양단 고정된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휨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도

하는데, 이때 피로 응력은 핵연료봉의 횡 진동 진폭에 비례한다.

계산된 피로 응력을 평가하는 내구 한도치는 O'Donnel-Langer의 피로한

계 곡선[3.7-9]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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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압력관 틈새 부식

지지체와 압력관 사이에 형성되는 틈새(crevice)에서는 유동이 거의 없으

므로, 지지체 온도가 높을 경우 틈새에 국부 과열이 발생하여 lithium 

hydro-oxide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결과로 틈새 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틈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체 온도는 FEAT 코드[3.7-10]를 이용하여 해석되는데, 계산된 지지

체 지지면의 최고 온도와 냉각수 온도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틈새 부식 발생이 

가능한 지가 평가된다.

(4) DUPIC 핵연료다발의 양립성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DUPIC 핵연료다발의 양립성 평가를 위해서는 시험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에서의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DUPIC 핵연료다

발의 핵연료심의 성능 평가를 위해 DUPIC 핵연료심의 열전도도, 열팽창 등의 

물성 측정과 연구로 내에서의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나, 핵연료봉 혹은 

다발 성능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차가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DUPIC 핵연료다발의 설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

나 차기 단계에서의 DUPIC 핵연료다발 설계 확정을 위해 DUPIC 핵연료다발

이 기존 CANDU-6 핵연료다발 (37 개 핵연료봉 다발 혹은 CANFLEX 핵연

료다발)과 정성적인 차이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심 도 : 핵분열 생성물질 함유로 인해 도 감소

- 핵연료심의 열전도도 : 열전도도 저하

- 핵연료심의 열팽창률 : 열팽창률 증가

- 핵연료봉 plenum : 열팽창률 증가 및 열전도도 저하로 plenum 증가

- 핵연료 중심봉 : 독극물 주입으로 우라늄 량 감소

- 핵연료다발 무게 : 기존 다발에 비해 경량

- 핵연료다발 재장전 방법 : 2 다발 장전 방법 이용

상기한 이러한 차이점들이 DUPIC 핵연료다발 설계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여 기존의 37 개 핵연료봉 다발 및 중수로 노심과 양립하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 양립성 입증과 더불어 설계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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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한다.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의 설계 검증 시 요구되는 항목들에 대해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과 DUPIC 핵연료다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요구되

는 시험항목 및 해석 항목을 정성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1 차 열 수송 계통과의 양립성 평가

- 다발간 접속 지점의 압력 강하: CANFLEX 핵연료다발의 외형과 

동일한 경우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핵연료다발 열 압력강하 : CANFLEX 핵연료다발의 외형과 동일한 

경우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냉각수 유량의 향 : 

압력관 마손: 기존 CANDU-6 핵연료다발보다 경량이므로 무게로 

인한 마찰력 감소에 따라 압력관 마손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나, 유체 유발 진동이 증가하는 경우 상호 

보상 효과로 나타남 (실험적 검증 요구됨)

간격체 마손: 유체 유발 진동 증가와 연소도 증가로 마손 증가 예

상 (실험적 검증 요구됨)

봉단접합판 피로: 핵연료다발 무게 감소에 의한 피로 감소가 예상

되나, 연소도 증가에 따라 피로 증가 예상 (해석적 

평가 및 실험적 검증 요구됨)

압력관 부식: 압력관 부식은 지지체의 온도와 냉각수 온도의 차이

에 크게 향을 받는다. DUPIC 핵연료다발의 경우 

피복관 온도의 계산이 요구되며, 이로부터 압력관 부

식 향이 평가 되어야함. (해석적 검증 요구됨)

② 핵연료 채널과의 양립성 평가

- 핵연료다발과 압력관 사이의 상호 작용: DUPIC 핵연료다발의 무게 

감소로 압력관 마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연소도 증가로 인해 

지지체 마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실험적 검증 요구됨)

- 압력관 roll joint 부분 통과: 기존 시험 결과 활용 가능 (CANFLEX 

핵연료다발의 외형과 동일한 경우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핵연료다발 열과 차폐마개 사이의 틈새: DUPIC 핵연료다발의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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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심 열팽창률이 기존 핵연료심과 비교하여 달라지며, 연소도도 기

존 37개 핵연료봉 다발보다 길어진다. 이로 인해 핵연료봉 혹은 다

발의 축 방향 열팽창이 달라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여 한

다. (해석적 및 실험적 검증 요구됨)

- 핵연료 취급 계통과의 양립성 평가: 기존 시험 결과 활용 가능. 

(CANFLEX 핵연료다발의 외형과 동일한 경우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핵연료 장전기의 감지기 및 분리기와의 양립: 기존 시험 결과 활용 

가능. (CANFLEX 핵연료다발의 외형과 동일한 경우 부가적인 시

험 필요 없음)

- 핵연료 재장전중 부과되는 수력적 견인력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DUPIC 핵연료다발은 2 다발 교체 방법으로 바뀌고 핵연료다발 무

게가 감소되므로 핵연료다발에 가해지는 수력적 견인력이 감소할 

예상됨.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핵연료다발 재장전중 부과되는 충격 하중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DUPIC 핵연료다발의 2 다발 교체 방법으로 바뀌고 핵연료다발 무

게가 감소되므로 핵연료다발에 가해지는 유체에 의한 충격 하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부가적인 시험 필요 없음)

- 선통관 횡류: DUPIC 핵연료다발의 무게가 가벼워짐으로 횡류에 의

한 유체 유발 진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실험적 검증이 요구됨)

③ 핵연료다발의 노내 건전성 및 기하학적 안정성

- 조사 시험: 고출력 조사시험, 출력급증 조사시험 및 고연소도 조사 

시험이 요구되며, 이 시험 결과로부터 핵연료봉 휨, 핵연료봉 길이 

변화 및 핵연료다발의 건전성이 평가되어야 함.

상기의 결과들을 Table 3.7.6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다. 요약

DUPIC 핵연료다발의 양립성 평가를 위해 먼저 DUPIC 핵연료다발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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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으로, 1 차 열 수송 계통과의 양립성, 핵연료 채널과의 양립성, 핵연료 

취급 계통과의 양립성, 핵연료다발의 노내 건전성 및 기하학적 안정성 등에 

대해 기술하 다. DUPIC 핵연료다발 설계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43-

이원봉으로 이루어진 CANFLEX 다발의 형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외형

은 CANFLEX 핵연료다발의 제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특히, 

DUPIC 핵연료다발이 기존 37 개 핵연료봉 다발과 다른 점은 핵연료봉 개수 

및 직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DUPIC 핵연료다발은 가압형 경수로에서 연소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건

식 제조 가공 방법(OREOX)을 통해 제조 가공하며, 특히 핵연료심의 모든 제

조 가공 공정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므로 핵연료다발의 부품 결합후의 다발 건

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다발의 건전성은 해석적인 방법과 노외 시험

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다발 각 부품의 마손과 관련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핵연료 장전 시에 요구되는 핵연료다발 강도 시험 및 충격 시험과 선통

관 횡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DUPIC 핵연료다발의 선

출력 및 축 방향 출력 분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 출력 분포도 달

라지며, 특히, 연소도가 기존 CANDU-6 핵연료다발보다 2배 이상 증가함으로

써 고출력 및 출력급등 시험과 같은 조사시험을 통해 DUPIC 핵연료다발의 

건전성 및 기하학적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한 성능 평가

DUPIC 핵연료의 열적/기계적 특성 및 노내 성능 평가를 위하여 

CANDU 핵연료의 성능 평가 코드인 ELESTRES를 DUPIC 핵연료 특성을 고

려하여 수정, 보완하 다. 이와 더불어 DUPIC 핵연료의 상세 열적/기계적 특

성 분석을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 도구(ANSYS)를 이용한 성능 및 건전성 평

가 기초 연구를 수행하 다.

유한 요소 해석 도구인 ANSYS를 이용한 DUPIC 핵연료의 성능 및 건전

성 분석의 예비 성능 평가를 위하여 제 3 장 제 5 절 및 제 6 절에 기술된 

DUPIC 소결체 물성 특성 실험 결과 및 물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원자로 

및 DUPIC 핵연료의 초기 조건을 기초 자료로 하여 원자로 내에서의 DUPIC 

핵연료 초기 거동을 분석하 다. 이를 위한 초기 조건 및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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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관-소결체 gap clearance: 초기 착 (collapsible)

○ 피복관-소결체 gap conductance: 80 kW/m
2
K

○ 냉각수 온도: 290 ℃

○ 냉각수 압력: 10 MPa

○ 냉각수-피복관 열전달계수: 50 kW/m
2
K

○ 축 방향으로 열 전달 없음

○ 핵연료와 피복관은 sliding 가능

○ Heat generation rate: 450 J/cm
3
sec (약 40 kW/m 선출력)

이상과 같은 초기 조건 및 가정 사항을 전제로 1/4 소결체에 대해 해석

된 결과를 Fig. 3.7.15 ∼ Fig. 3.7.17에 나타내었다. Fig. 3.7.15에 나타난 

DUPIC 핵연료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CANDU 성능평가 코드인 

ELESTRES를 DUPIC 핵연료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7.16에서 보여주고 있

는 소결체 변형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소결체의 모서리 부분에서 

가장 큰 변형량이 발생하 다. 또한, Fig. 3.7.17에 나타난 소결체 내 응력 분

포는 변형이 심한 소결체 모서리 부분과 소결체 표면 중앙 부위에 가장 큰 응

력이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들 역시 성능 평가 코드를 이용한 해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한 요소 전산 해석을 이용한 전반적인 핵연료 노내 성능 및 건전성 분

석 결과를 성능 평가 코드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

뢰성을 향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성능 분석 코드를 이용한 분석 결과 

중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연소 시점 및 특정 

부위를 유한 요소 해석 도구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 원자로 내에서

의 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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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 Design specification of CANFLEX element

부품 설계 인자 설계치

Pellet 

중심봉 및 

내환봉

외경

길이

홈깊이

어깨폭

도

표면조도

12.666 ± 0.01

L/D <1.4

0.222 ± 0.008

0.952 +0.4/-0.6

10.60 NOM.

0.8 TYP.

중환봉 및 

외환봉

외경

길이

홈깊이

어깨폭

도

표면조도

10.716 ± 0.01

L/D <1.4

0.200 ± 0.008

0.704 +0.4/-0.6

10.60 NOM.

0.8 TYP.

Clad

중심봉 및 

내환봉

외경

내경

두께

13.50 ± 0.03 mm

12.74 ± 0.03 mm

0.36 MIN

중환봉 및 

외환봉

외경

내경

두께

11.50 ± 0.03 mm

10.80 ± 0.03 mm

0.3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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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2 Defect criteria of CANDU pellet surface (QCI-163)

소결체 

끝단 칩
끝 깊이 0.1mm 이상

단일칩 길이 직경 30% 이상

길이 통합이 직경 100%이상

원주 표면 

칩
최장 길이 0.5mm 이상 길이통합이 직경 75%이상

피트 최장 길이 0.5mm 이상

2.5mm보다 큰 피트

1.0mm 이상 피트 2개 이상

0.5mm 이상 피트 15개 이상

이물질 최장 길이 0.2mm 이상 0.6mm 이상 2개 이상

원주 방향 

균열

소결체 양단 2mm 이외 총 균열길이가 원주의 50% 이상

소결체 양단 2mm 이내 총 길이가 원주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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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3 Composition of reference DUPIC fuel

(Unit: Grams)
LI 7 0.0 KR 82 0.7 SN 119 5.5 EU 151 1.4
B 11 0.6 KR 83 27.8 SN 120 5.5 EU 153 80.9
O 16 118401.4 KR 84 75.2 SN 122 6.1 EU 154 5.2
O 17 0.0 KR 85 5.0 SN 124 8.2 EU 155 0.7
O 18 0.0 KR 86 126.9 SB 121 5.4 GD 152 0.0
F 19 36.4 RB 85 76.2 SB 123 6.6 GD 154 18.3
MG 24 34.1 RB 87 162.8 SB 125 0.1 GD 155 7.9
MG 25 4.5 SR 86 0.3 TE 122 0.4 GD 156 38.5
MG 26 5.2 SR 88 233.5 TE 124 0.3 GD 157 0.0
AL 27 72.7 SR 90 231.0 TE 125 12.3 GD 158 12.7
SI 28 80.2 Y 89 304.6 TE 126 0.5 GD 160 0.9
SI 29 4.2 Y 90 0.0 TE 128 73.8 TB 159 1.8
SI 30 2.9 ZR 90 139.3 TE 130 238.5 DY 160 0.2
CA 40 70.3 ZR 91 394.3 I 127 36.9 DY 161 0.3
CA 41 0.0 ZR 92 427.6 I 129 120.6 DY 162 0.3
CA 42 0.5 ZR 93 482.1 XE 128 2.0 DY 163 0.3
CA 43 0.0 ZR 94 497.3 XE 130 7.6 DY 164 0.0
CA 44 1.7 ZR 96 537.6 XE 131 294.6 HO 165 0.2
CA 48 0.2 MO 92 3.2 XE 132 722.5 ER 166 0.0
V 51 0.0 MO 94 1.9 XE 134 993.1 TH 232 340.3
CR 50 1.5 MO 95 513.1 XE 136 1577.1 U 233 12.3
CR 52 30.3 MO 96 25.2 CS 133 764.7 U 234 14.8
CR 53 3.5 MO 97 535.1 CS 134 0.3 U 235 8806.2
CR 54 1.1 MO 98 554.1 CS 135 204.5 U 236 2641.5
MN 55 35.2 MO 100 629.7 CS 137 529.1 U 238 838926.5
FE 54 10.1 TC 99 525.1 BA 134 104.6 NP 237 304.3
FE 56 167.5 RU 100 64.9 BA 135 0.2 PU 238 97.0
FE 57 4.8 RU 101 521.9 BA 136 11.8 PU 239 3962.8
FE 58 0.6 RU 102 521.6 BA 137 303.9 PU 240 1570.1
NI 58 48.6 RU 104 371.2 BA 138 860.6 PU 241 375.7
NI 59 0.4 RH 103 283.1 LA 139 821.7 PU 242 310.9
NI 60 19.4 PD 104 146.4 CE 140 832.3 PU 244 0.0
NI 61 1.0 PD 105 258.3 CE 142 758.9 AM 241 553.0
NI 62 2.7 PD 106 251.9 PR 141 752.9 AM 242M 0.4
NI 63 0.0 PD 107 154.0 ND 142 16.2 AM 243 64.5
NI 64 0.8 PD 108 106.6 ND 143 537.9 CM 243 0.2
CU 63 14.8 PD 110 34.7 ND 144 870.8 CM 244 9.5
CU 65 6.9 AG 109 54.0 ND 145 454.8 CM 245 0.9
ZN 64 0.0 CD 110 23.5 ND 146 459.4 CM 256 0.1
ZN 66 0.0 CD 111 19.4 ND 148 250.0 CM 247 0.0
GE 73 0.0 CD 112 11.3 ND 150 119.9
GE 74 0.0 CD 113 0.1 PM 147 1.0
GE 76 0.4 CD 114 15.1 SM 147 140.9
AS 75 0.1 CD 116 5.4 SM 148 110.3
SE 77 0.7 IN 115 1.7 SM 149 2.9
SE 78 1.6 SN 115 0.2 SM 150 214.5 Fissile 1.314E+04
SE 79 3.9 SN 116 4.6 SM 151 9.1 HE 8.580E+05
SE 80 8.9 SN 117 5.4 SM 152 91.2
SE 82 22.5 SN 118 5.5 SM 154 25.7 TOTAL 1.000E+06

* Ref: KAERI/TR-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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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4 DUPIC Fuel Bundle Parameters

1. General

  - Design drawing

  - Fissionable material

  - Structural material

  - Type of assembly

  - Length of bundle

  - Diameter of bundle

  - Inside diameter of pressure tube

  - Weight of bundle

- 미정

- Sintered pellets of natural UO2 or 

depleted UO2
- Zircaloy-4

- Welded bundle of dual size 43 

cylindrical elements in circular 

array with brazed appendages

- 495.30 ± 0.75 mm

- 102.50 mm max. ref. with bearing 

pad

- 103.38 +0.84/-0.00 mm

- 23.0 kg (reference)

2. Dimension (Cold) See Note 1

2.1 Spacer

  - Description

  - Spacer-to-sheath attachment

  - Length

  - Width

  - Height

  - Number of spacers per bundle 

- One mid-plane of split spacers

- Brazed

- 8.25 mm (minimum)

- 2.30 mm (minimum)

- 0.72 mm (minimum)

- 182

2.2 Bearing pad

  - Description

  - Bearing pad-to-sheath attachment

  - Number of bearing pads/bundle

  - Length of bearing surface

  - Width of bearing surface

  - Height

- Three planes of bearing pads

- Brazed

- 63

- 25.40 mm (minimum)

- 2.25 mm (minimum)

- 1.45 mm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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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4 DUPIC Fuel Bundle Parameters (Continued)

2.3 Button

  - Description

  - Button-to-sheath attachment

  - Length

  - Width

  - Height

  - Number of spacers per bundle

  - Shape

- Two planes of buttons

- Brazed

- 224

- 2.50 mm (nominal)

- 1.50 mm after brazing (nominal)

- 5.0 mm (nominal)

- Oblong with round tips

2.4 Endplate

  - Endplate-to-endcap attachment

  - Diameter

  - Thickness

- Resistance welded

- 91.68 mm (nominal)

- 1.60 mm (nominal)

2.5 Bundle assembly

  - Element-to-element spacing

      at element ends

      elsewhere

  - Element-to-pressure tube

  - Pitch circle diameter

      outer elements

      intermediate elements

      inner elements

- 1.45 mm (minimum)

- 1.32 mm (minimum)

- 1.00 mm (minimum)

- 87.68 mm (reference)

- 61.50 mm (reference)

- 34.68 mm (reference)

(Note 1) For manufacturer's specified parameters reference has to be made 

to the relevant registered manufacturing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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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5 DUPIC Fuel Bundle Masses and Volumes

Parameter Design Value (Nominal)

1. Material masses kg (per bundle)

  - U (stoichiometric UO2)

  - UO2

  - Total Zircaloy

  - Total bundle 

18.5

20.9

2.1

23.0

2. Material volume mm
3
 (per bundle),

  cold

   - UO2 pellets

   - Total Zircaloy

1.97 x 10
6

3.15 x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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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6 Evaluation items for DUPIC fuel bundle compatability with existing 

CANDU-6

DUPIC 다발 
양립성 평가 
함목

세부 평가 항목
해석
적 
평가

실험
적 
평가

비고

1.일차계통과의 
양립성 다발간 접속지점의 압력강하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핵연료다발열 압력강하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압력관마손 O

간격체마손 O

봉단접합판 피로 O

압력관 부식 O

2.핵연료채널과
의 양립성

핵연료다발과 압력관 상호작용 O

압력관 rooled joint 부분 통과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핵연료다발열과 차폐마개 사이 
틈새

O O

핵연료 취급계통과의 양립성 
평가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핵연료 장전기의 감지기 및 
분리기와의 양립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핵연료 재장전중 부과되는 
수력적 견인력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핵연료다발 재장전중 부과되는 
충격 하중에 대한 핵연료다발 
강도

X
CANFLEX와 
외형 동일시 
불필요

선통관 횡류 O

3.핵연료다발 
노내건전성 및 
기하학적 
안정성

고출력 조사시험 O

출력급증 조사시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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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 Microstructure of endcap welding area of 

DUPIC fue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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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 Transverse view of simulated DUPIC fuel 

irradiated in HANARO.

Fig. 3.7.3 Microstructures of simulated 

DUPIC fuel irradiated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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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 Power history of BB03 DUPIC element irradiated in NRU.

Fig. 3.7.5 Gamma-scanning results of BB03 DUPIC element irradiated in 

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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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6 Transverse view of BB03 DUPIC fuel element irradiated 

in 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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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7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main circuit flow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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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8 CANDU-6 reactor fuel chann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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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9 Operation of side stop, sensor and p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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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0 Interaction between a fuel bundle with fuelling machine sid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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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 Proposed DUPIC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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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 Schematics of CANDU-Hot Test Loop at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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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3 Test section of CANDU-Hot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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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4 Refuelling impact test.

Fig. 3.7.1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 1/4 DUPIC 

pellet estimated by 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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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6 Deformation of a 1/4 DUPIC pellet 

estimated by ANSYS.

Fig. 3.7.17 Stress distribution of a 1/4 DUPIC pellet 

estimated by 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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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기술개

발』 과제의 제 2 단계 (2000년∼2001년) 연구 기간을 통하여  연구개발 목표

인 1) DUPIC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분석, 2)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그리고 3) DUPIC 핵연료의 성능 및 건전성 평가 기술개

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그리고 

제 2 절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기여도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제 2 단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달성도에 대한 자

체 평가 결과를 Table 4.1.1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단계 연구개발 목표 중 하나인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

험 및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 다.

○ 하나로 조사시험용 DUPIC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 제조는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 기술개발” 분야, “DUPIC 핵연료 양립성 평가” 

분야 및 소내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수행

○ DUPIC 무계장 리그 및 SPND 계장 리그 개발은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 및 활용” 과제 및 “연구로 기술개발” 과제와 협조하여 수행

○ 하나로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은 “연구로 기술개발” 과제 참여자의 지

원 하에 수행

○ 조사후시험 및 분석은 IMEF, PIEF 시설의 분석 장치 및 기 개발 기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행

이와 같은 추진 체계 하에 지난 2년간 수행한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분석”에 관한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무계장 리그 설계/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PND 계장 리그 개발하

으며, 차폐 시설 내에서 이를 취급하기 위한 원격 리그 조립기, 연

료봉 원격 용접 장치 등을 개발

○ FEMAXI-IV, MARS 등을 이용한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정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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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고 해석)을 수행하고, DUPIC 소결체, 축소 핵연료봉 설계 제원 

도출 후 FEMAXI 코드를 이용한 축소 연료봉 설계 해석

○ 고출력(60kW/m) 조사시험(2000. 5∼7) 수행 및 평균 선출력(40kW/m) 

조사시험 (2001. 6∼2002. 2)을 수행 중

○ ORIGEN, VENTURE 코드를 이용한 조사 이력 추적 및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조사이력 분석 자료 및 FEMAXI 코드를 이용하여 조사 거

동을 평가

○ 냉각재 조건이 소결체 조사시험을 통한 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

○ 조사 핵연료에 대한 γ-scanning, EPMA 등 조사후시험을 IMEF 및 

PIEF에서 수행하고, 코드 이용 거동 분석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DUPIC 소결체 성능 평가를 수행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연구 목표의 달성은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 하에 진행되었다.

○ 캐나다 AECL의 핵연료 설계팀과 업무 협조를 통하여 ELESTRES 코

드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해석을 

수행

○ 국내 학계(경희대, 수원대)와의 위탁 연구를 통하여, “소결체-피복관 

접촉 핵연료의 거동 분석” 기술을 개발

이상의 추진 전략으로 제 2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 

내용 및 관련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CANDU핵연료 성능평가 체제 및 성능 평가 코드(ELESTRES) 상세 

분석

○ DUPIC 소결체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 모델 개발

○ DUPIC 소결체의 물성 실험 자료를 이용한 열전도도, 열팽창, 크립 등 

열/기계 물성 특성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물성 모델을 이용하여 

ELESTRES 수정 및 보완

○ DUPIC 핵연료를 장전한 상용로의 노물리 계산에 근거하여 정격 출력 

곡선 및 과출력 곡선을 생산

○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평가 및 UO2 핵연료 거동과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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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 성능 및 건전성 평가”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연

구개발을 추진하여 달성코자 하 다.

○ 본 과제에서 보유하지 못한 고가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실험은 해당 

기기를 보유한 소내 유관 과제의 협조를 받아 수행

○ 열 물성 및 기계 물성 특성 분석을 위하여 “포항공대”, “표준연구원” 

및 “산업기술원”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

○ “DUPIC 핵연료 양립성 평가” 분야와 긴 한 업무 협조를 통해 수행

이를 통하여 수행된 제 2 단계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분말 처리 및 소결 조건에 따른 소결체 특성 분석 및 최적 공정 조건 

정립

○ 연소도별 SIMFUEL 제조를 위해 연소도별 기준 조성 계산 (ORIGEN 

코드 이용) 

○ 기준 조성 및 연소도(10, 20 GWd/tHM)에 따른 열 물성 (열확산도, 

열팽창) 특성 실험 자료 (상온 ∼ 1600K) 및 기계 물성 (크립, 탄성계

수) 특성 실험 자료 확보 (상온 ∼ 1873K)

○ DUPIC 소결체의 소결 도에 따른 고 화 특성 분석 실험

○ 유한 요소 해석 도구(ANSYS)를 이용한 DUPIC 핵연료봉의 열적/기

계적 특성 평가

○ DUPIC 핵연료봉 및 다발의 상용로 장전 양립성 및 설계 검증 방안 

분석

○ DUPIC 핵연료 장전 노심의 정격 출력 및 과출력 조건에서의 핵분열

기체 방출 거동 평가

○ 출력 조건별 DUPIC 핵연료 조사 거동 및 노내 건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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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기여도

본 과제에서 지난 2년간의 제 2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개

발 경험 및 결과가 기술적으로 타 관련 과제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 DUPIC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통한 연구개발 결

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구 분야(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

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시험 리그 개발, 차폐 시설 내에서의 조사시험 핵연료 원

격 조립 및 용접 등 취급 기술, 조사후시험 기술 등은 본 과제에의 기

술 축적이 관련 과제의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

함.

○ 모의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 확립, 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신개

념 핵연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기술로서, 

본 과제가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DUPIC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은 GEN-IV 

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 371 -

Table 4.1.1 R&D Objectives and achievements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분석

- 조사장치 개량

- 하나로 장전 
인허가

- 조사시험 계획서 
작성 및 시험 
수행

-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조사 
이력 추적 및 
관련 자료 
Database화

- 조사후시험

- 시험 결과 분석

‧ 무계장 리그 설계/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PND 계장 리그 개발

‧ 원격 리그 조립기, 연료봉 원격 용접 장치 
개발

‧ FEMAXI-IV, MARS 등을 이용한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 (정상 상태 및 사고 해석)

‧ DUPIC 소결체, 축소 핵연료봉 설계 제원 
도출 후 제조 QA 업무 수행

‧ FEMAXI 코드를 이용한 축소 연료봉 설계 
해석

‧ 조사시험 계획서(인허가 서류 포함) 작성 
후 하나로 안전심의위원회 개최

  (2차 및 3차 조사시험)
‧ 고출력(60kW/m) 조사시험(2000. 5∼7) 수행 
및 평균 선출력(40kW/m) 조사시험 (2001. 
6∼2002. 2) 수행 중

‧ ORIGEN, VENTURE 코드를 이용한 조사 
이력 추적 및 분석 자료 생산

‧ 조사이력 분석 자료 및 FEMAXI 코드를 이
용한 조사 거동 분석

‧ 하나로 냉각재 조건이 소결체 조사시험을 
통한 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 분석

‧ 조사 핵연료에 대한 γ-scanning, EPMA 등 
조사후시험을 IMEF 및 PIEF에서 수행

‧ 조사후시험 자료 및 코드 이용 거동 분석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한 DUPIC 소결체 성
능 평가

100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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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continued)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DUPIC 소결체의 노내 거동 해석 기술개발

- DUPIC 소결체의 
성능해석을 위한 
전산 모델 개발

-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평가

‧ CANDU핵연료 성능평가 체제 및 성능 평가 
코드(ELESTRES) 상세 분석

‧ DUPIC 소결체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 모델 
개발

‧ DUPIC 소결체의 물성 실험 자료를 이용한 
열전도도, 열팽창, 크립 등 열/기계 물성 특
성 모델 개발

‧ 개발한 물성 모델을 ELESTRES에 이식
‧ DUPIC 핵연료를 장전한 상용로의 노물리 
계산에 근거하여 정격 출력 곡선 및 과출력 
곡선을 생산

‧ DUPIC 핵연료 노내 거동 평가 및 UO2 핵
연료 거동과의 비교 분석

100

￭ DUPIC 핵연료의 성능 및 건전성 평가

- DUPIC 소결체 
특성 평가

- DUPIC 핵연료 
성능 평가

- DUPIC 핵연료 
건전성 평가

‧ 분말 처리 및 소결 조건에 따른 소결체 특
성 분석 및 최적 공정 조건 정립

‧ 연소도별 SIMFUEL 제조를 위해 연소도별 
기준 조성 계산 (ORIGEN 코드 이용) 

‧ 기준 조성 및 연소도(10, 20 GWd/tHM)에 따
른 열확산도 및 열팽창 특성 실험 자료 확
보 (상온 ∼ 1600K)

‧ 기준 조성 및 연소도(10, 20 GWd/tHM)에 따
른 크립 및 탄성계수 특성 실험 자료 확보 
(상온 ∼ 1873K)

‧ DUPIC 소결체의 소결 도에 따른 고 화 
특성 분석 실험

‧ 유한 요소 해석 도구(ANSYS)를 이용한 
DUPIC 핵연료봉의 열적/기계적 특성 평가

‧ DUPIC 핵연료봉 및 다발의 상용로 장전 양
립성 및 설계 검증 방안 분석

‧ DUPIC 핵연료 장전 노심의 정격 출력 및 
과출력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 
평가

‧ 출력 조건별 DUPIC 핵연료 조사 거동 및 
노내 건전성 분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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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DUPIC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통한 성능 평가 기술

은 국내/국외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신개념 핵연료 조사 시험 및 성능 분석

을 위한 기반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방사성 핵연료 

원격 취급 기술은 신형 핵연료 등의 핵연료 조사 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위한 

기초 기반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GEN-IV 원자로에 이용할 신개

념 핵연료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핵연료 성능 개량, 신개념 핵연료의 연구개

발 등에는 SIMFUEL을 이용한 열/기계 물성 실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까지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관련 기술을 이에 위한 원천 기술로서 활용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된 모든 연구 결과는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의 성능 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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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위탁 과제 요약:

소결체-피복관 접촉 핵연료의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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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원자

력 발전의 안전성은 핵분열 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핵연료의 안전성에서 시

작된다. 그 중, 핵연료의 연소중 거동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데 피복관-

소결체 접촉 핵연료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을 발생시킨다.

특히, CANDU 핵연료, 고연소도 핵연료 등이 대표적 경우이다.  CANDU 

핵연료는 장전초기부터, 고연소도 핵연료는 대개 2주기부터 소결체와 피복관

이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의 안전성 관점에서 소결체, 피복관 접촉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어서 소결체와 피복관이 접촉하면 기계적, 열적, 화학적 거

동 특성이 틈새가 있는 경우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접촉 시 핵연료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를 기술하면 접촉 시 핵연료의 기

계적, 열적, 화학적 메커니즘의 개발 및 전산 코드화하는데, 핵연료 접촉 시 

FEM 구조를 이용한 해석법(1-D, 2-D option)을 개발하고 고연소도에서의 열

전도도 및 균열 모형 개발을 개발하여 핵분열 기체 방출 모형 및 축 방향의 

이동 메커니즘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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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의 현황

고연소도로 갈수록 핵연료의 건전성을 예측하기 위해 HBEP 조직 아래 

온도 및 핵분열 기체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결체의 균열 

및 피복관의 기계적 결함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 핵분열 기체 방출률은 지금

까지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ooth 모형을 기반으로 

M.J.F.Notley, M.O.Tucker, R.J.White 및 Turnbull에 의해 여러 가지 모형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고연소도에서는 소결체와 피복관이 접촉된 상태이므로 기

체 방출률 계산과 이 방출된 기체가 핵연료봉 모든 축방향 접촉면 틈새에서 

서로 다른 변화를 갖게되므로 축 방향에 따른 새로운 이동 메커니즘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 이전 상태는 기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접촉 현상이 일어나고 이 접촉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거

동과 열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PCI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

리나라는 기존의 외국 코드들의 사용 및 변수 보정에만 국한되어왔다. 따라서 

모형 숙지 및 타당성의 검증과 이론적 바탕이 취약하며 그로 인해 창의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이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성능 예측이 실험치와 차이를 나타내며 고연소도로 갈수록 열적, 화학적, 기계

적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는 접촉 핵연료 거동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계적 구조 해석을 적용하여 연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접촉시의 거동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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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탄소성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한 기계적 거동 

해석

재료에 하중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탄소성 변형 관계의 해석은 간단하거나 단

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론 식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복

잡한 형상이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론상으로 쉽

게 해석하여 그 값을 표시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일반적

으로 유한요소해석법이라고 부르는 수치해석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1. 이론의 전개

가.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하는 변위법

일반적으로, 변위가 해석하는 시스템의 주 변수로 사용된다면, 변위 필드

에서 결정된 응력이, 변위와 함께, 최종 목적 값이 된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일반적으로 유한요소해석에서 적용하는 변위법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응력

을 주 변수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변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평형법이라고 한

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변위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는 실제의 변위값은 행렬의 계산식에 적용하기 위

해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 변위(Generalized Displacement)라고 불리

는 변수로 치환되는데 이것을 기초로 전체 과정을 전개하기로 한다.

나. 재료역학에 적용되는 가상일

(1) 가상일 공식

자중하중 b  가 작용하는 물체에 있어서 적용하는 가상일 이론을 표시하

면 다음 공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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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δ ε]TσdΩ-⌠⌡Ω

[δ u]TbdΩ-⌠⌡Γ t
[δ u]TtdΓ = 0

여기서 σ  는 응력 벡터이고, t  는 경계 하중 벡터이며, δu  는 가상 변위 벡

터이며, δε  은 가상 변형률 벡터이다. 또한, Ω  는 함수가 정의되는 역이며, 

Γ t  는 경계 조건이 하중으로 정의되는 역이며, Γu  는 경계  조건이 변위로 

정의되는 역을 뜻한다.

(2) 평면 응력

두께가 상대적으로 매우 얇은 평판형의 구조물을 평판면을 xy  평면 좌표

로 나타내도록 하면, 평판의 두께에 관련된 응력 σ z, τ zx  및 τ yz  는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변위 벡터 u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 = [u, v]
T

여기서, u 와 v  는 각각 x, y  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를 뜻한다.

또한 이론적인 정의에 의하여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ε = [ε x,ε y,γ xy]
T

여기서 미소 변위에 의한 수직 변형률은 다음과 같고

ε x = 
∂u
∂x
,  ε y = 

∂v
∂y

전단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γ xy = 
∂u
∂y
 + 

∂v
∂x

그리고, 이에 따른 가상 변위 벡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된다.

δu = [δu,δv]
T

한편 가상 변형률은 아래와 같다.

δε = [ ∂(δu)∂x
,
∂(δv)
∂y

,
∂(δu)
∂y

+
∂(δv)
∂x ]

T

응력-변형률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93 -

σ = D ε

여기서, 응력 벡터는 다음과 같으며

σ = [σ x,σ y,τ xy]
T

앞의 두 값은 수직 응력이고 마지막 값은 전단 응력을 나타낸다.

선형-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응력-변형률 관계식의 계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D = 
E

1-ν
2

ꀎ

ꀚ

︳︳︳︳︳︳︳

ꀏ

ꀛ

︳︳︳︳︳︳︳

1 ν 0
ν 1 0

0 0
1-ν
2

여기서 E  와 ν  는 각각 탄성계수와 포와송의 비를 나타낸다.

자중 하중 벡터 b  는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고 표시하며

b = [bx,by]
T

각각 직교 좌표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부피 당 작용하는 자중 하중이

다. 또한, 경계 조건 하중 벡터는 다음과 같으며

t = [ t x,t y]
T

각각 단위 길이 당 작용하는 힘이다.

(3) 평면 변형률

일반적으로 평면 좌표에 비해서 수직인 두께 방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의 변형이 매우 작게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2 차원적으로 평면 변형률이라고 정의하여 해석한다. 이론적인 

정의에 의하여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ε = [ε x,ε y,γ xy]
T

여기서 미소 변위에 의한 수직 변형률은 다음과 같고

ε x = 
∂u
∂x
,  ε y = 

∂v
∂y

전단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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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xy = 
∂u
∂y
 + 

∂v
∂x

그리고, 이에 따른 가상 변위 벡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된다.

δu = [δu,δv]
T

한편 가상 변형률은 아래와 같다.

δε = [ ∂(δu)∂x
,
∂(δv)
∂y

,
∂(δu)
∂y

+
∂(δv)
∂x ]

T

응력-변형률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σ = D ε

여기서, 응력 벡터는 다음과 같으며

σ = [σ x,σ y,τ xy]
T

앞의 두 변수는 수직 응력이고 마지막 변수는 전단 응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평면 변형률인 경우의 선형-탄성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응력-변형률 

관계식의 계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D = 
E

(1+ν)(1-2ν)

ꀎ

ꀚ

︳︳︳︳︳︳︳

ꀏ

ꀛ

︳︳︳︳︳︳︳

(1-ν) ν 0
ν (1-ν) 0

0 0
1-2ν
2

(4) 축 대칭 물체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이며 이 축에 대하여 대칭적인 경계조건을 갖고 이에 상

응하는 하중을 받는 3 차원 물체는 원주방향의 변형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축 대칭-2 차원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직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ε r = 
∂u
∂r
 , εθ = 

u
r
 , ε z = 

∂w
∂z

전단 변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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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rz = 
∂u
∂z
+
∂w
∂r

그리고, 가상 변위와 가상 변형률은 아래와 같다.

δu = [δu,δw]
T

δε = [ ∂(δu)∂r
,
δu
r
,
∂(δw)
∂z

,
∂(δu)
∂z

+
∂(δw)
∂r ]

T

재료가 선 탄성인 경우, 응력-변형률 계수 행렬식은 다음과 같다.

D = 
E

(1+ν)(1-2ν)

ꀎ

ꀚ

︳︳︳︳︳︳︳︳︳︳︳︳︳︳︳︳︳︳︳︳︳︳︳︳︳︳

ꀏ

ꀛ

︳︳︳︳︳︳︳︳︳︳︳︳︳︳︳︳︳︳︳︳︳︳︳︳︳︳

(1-ν) ν 0 0

ν (1-ν) ν 0

0 ν (1-ν) 0

0 0 0
1-2ν
2

다. 등방성 유한 요소의 표현

(1) 지배 함수

여기서는 앞에서 정의된 모든 함수가 어떠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며 최종적으

로 표현되는 종합 함수를 표시하고자 한다.

유한요소해석법에서는 변위-변형률의 관계와 가상 변위-가상 변형률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u = ∑
n

i=1
N id i  , δu = ∑

n

i=1
N i δui

ε = ∑
n

i=1
B id i  , δε = ∑

n

i=1
B i δd I

여기서, d i  는 노드벡터이고, δd i  는 가상노드벡터이다. 그리고 Ni  는 형상

함수로 정의되고 Bi  는 변형률-변위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식이다.

위에서 정의한 관계식을 가상일 공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적분관계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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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1
[δ d i]

T

{⌠⌡Ω[ B i]
TσdΩ-⌠⌡Ω

[ N i]
TbdΩ-⌠⌡Γ t

[ N i]
TtdΓ} = 0

위 공식은 임의의 가상 변위 δd i  에 관해서 항상 성립하므로 각각의 모

든 노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식이 나오게 된다.

⌠
⌡Ω
[ B i]

TσdΩ-⌠⌡Ω
[ N i]

TbdΩ-⌠⌡Γ t
[ N i]

TtdΓ = 0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각각의 정해진 요소에 대하여 계산식을 적용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소 내에서 직교 좌표계를 이용한 등방 변수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낸다.

( )x
( e)

y
( e )  =  ∑

r

i=1( )Ni
(e)
, 0

0, Ni
(e) ( )x i

(e)

y i
(e)

여기서 N i
(e)  는 변위를 나타내기 위한 형상함수이다.

변형률-변위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ε
( e )
 =  ∑

r

i=1
B i
(e)
d i
(e)

각각의 미소 요소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치환되어 표시된다.

dΩ
( e)
 = h

( e)
det J

( e)
dζdη

우선 선형 탄성의 재료인 경우에 최종적인 응력-변위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σ
( e)
 =  D

( e )
ε
( e )
 = D

( e)

( ∑
r

j=1
B j
(e)
d j
(e)

)

(2) 강성 행렬과 하중 함수 벡터

위에서 정의된 모든 관계식을 종합하여 임의의 요소내의 임의의 노드 점

에서의 강성행렬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킬 수 있다.

K ij
(e)
=⌠⌡

+1

-1

⌠
⌡

+1

-1
[ B i

(e)
]
T D

( e)
[ B j

(e)
]h
( e)
det J

( e )
dζd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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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정해진 적분 역 안에서 수치값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한다면

T ij
(e)
 =  [ B i

(e)
]T D

( e )
B j

(e)
h ( e )det J

( e )

K ij
(e)
 =  ⌠⌡

+1

-1

⌠
⌡

+1

-1
T ij

(e)
dζdη

요소 내에서 n×n  개의 표본 점을 택하는 경우는 수치해석적으로 간략히 아

래와 같으며

K ij
(e)
 =  ∑

n

p=1
∑
n

q=1
T( ζ p, η q) ijW pWq

Wp  와 Wq  는 가중치 함수이며 ( ζP, η q)  는 표본 점을 뜻한다.

자중 하중에 의하여 임의의 노드에 작용하는 환산된 노드 하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 Bi
(e)
 = ⌠⌡

+1

-1

⌠
⌡

+1

-1
[ N i

(e)
]
T b

( e )
h
( e)
det J

( e )
dζdη

이 값은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라. 소성 이론

(1) 수학적인 소성 이론

탄소성 거동이 발생하는 재료에 있어서 응력과 변형률사이의 관계를 묘

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수학적 소성모델이 필요하다. 즉, 소성 변형은 시간

의 변화와 무관하며 일정한 응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비가역적 반응이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연속체 역학에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적용하게 된

다.

(2) 항복 조건

물리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직교 좌표축의 향을 전혀 받지 않

는 상태에서의 다음의 몇 가지 조건식이 항복 조건의 내용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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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 σ ii

J2 = 
1
2
σ ijσ ij

J3 = 
1
3
σ ijσ jkσ kl

마. 가공 경화

가공 경화는 시스템에 가해진 총 소성일의 함수로 가정한다. 즉, 아래와 

같다.

κ = Wp

Wp = 
⌠
⌡σ ij(dε ij) p

여기서 (dε ij) p  는 변형률 증가분 중에서의 소성 성분을 나타낸다. 경화 변수

는 미소 증분값으로 정의되는 등가 총 소성 변형량과 관계를 갖는다.

dε p = 
2
3
{ (dε ij) p(dε ij) p}

1/2

항복이 정수압에는 전혀 향을 받지 않는 다면 위의 공식은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dε p = 
2
3
{ (dε ij') p(dε ij') p}

1/2

(1) 탄소성 응력-변형률 관계식

탄소성에 의해 유도되는 변형률 증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dε ij = 
dσ ij'

2μ
 + 

(1-2ν)
E

δ ijdσ kk + dλ
∂f
∂σ ij

(2) 단축 하중에 의한 항복

임의의 응력 상태에서 갖게되는 탄성계수는 이러한 곡선의 해당 위치에

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 탄소성 접선 탄성계수, ET,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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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화 법칙인 k = k(κ)  는 변형률 가공 경화 이론에 따라 유효 응력, σ  

,의 함수로 쉽게 표시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다.

dσ 

dε p
 = H '( ε p)

오직 σ1 = σ  만 작용하는 단축 응력 상태인 경우, 유효 응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σ  = 3/2{σ ij'σ ij'}
1/2
 = σ

작용 하중 방향으로의 소성 변형률 증분을 dε p  라면, (dε1) p = dε p  이

고, 소성변형률은 일반적으로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므로 포아송의 비를 0.5 

로 놓는다. 그러면 유효 소성 변형률 증분은 다음과 같다.

dε p = 2/3{ (ε ij ') p(ε ij ') p}
1/2
 = dε p

위의 공식들은 단축 하중인 경위의 실제 응력과 변형률 관계이므로, 경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H '( ε p)  = 
dσ
dε p
 = 

dσ
dε-dε e

 = 
1

dε/dσ-dε e/dσ

 = 
ET

1-ET/E

위의 공식에서 나타나는 경화 함수는 단축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3) 행렬 공식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공식으로 표현된 관계식을 다중변

수를 취급하기 쉬운 행렬식의 형태로 정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복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σ,κ) = f(σ)-k(κ) = 0

이를 미분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적용하면

aT = 
∂F

∂σ
 = [ ∂F∂σ x ,

∂F
∂σ y
,
∂F
∂σ z
,
∂F
∂τ xy

,
∂F
∂τ yz

,
∂F
∂τ zx ]

T

아래 공식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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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dσ - Adλ = 0

A = -
1
dλ
∂F
dκ
dκ

여기서 a를 유동 벡터하고 한다. 정리하여 응력-변형률 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ε = [ D]
-1
dσ + dλ

∂F

∂σ

여기서 D  는 일반적인 탄성 계수 행렬식이다. 적절히 정리하면 다음의 상수

를 계산하는 공식을 얻게된다.

dλ = 
1

[A+ a
TDa]

aTdDdε

위에서 유도된 식들을 이용하여 탄소성 재료에 대한 미소 증분 응력-변

형률 공식을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dσ = Dep dε

D ep  = D - 
dD dD

T

A+ dD
T
a

dD = Da

바. 수치 해석에 사용하는 항복 조건식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복함수를 응력 불변값(stress 

invariants)으로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흐름 법칙과 항복 함수를 계산상의 공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감차 주응력 σ1',σ2',σ3'  은 다음의 3차 함수의 근으로서 표현된다.

t
3
 - J2't - J3' = 0

삼각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환시키고 t = rsinθ  로 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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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주 응력을 나타내면 다음의 벡터 공식이 된다.

ꀎ

ꀚ

︳︳︳︳︳︳︳︳︳︳︳︳︳

ꀏ

ꀛ

︳︳︳︳︳︳︳︳︳︳︳︳︳

σ1

σ2

σ3

 = 
2(J2 ')

1/2

3

ꀎ

ꀚ

︳︳︳︳︳︳︳︳︳︳︳

ꀏ

ꀛ

︳︳︳︳︳︳︳︳︳︳︳

sin (θ+ 2π
3 )

sinθ

sin (θ+ 4π
3 )

+
J1
3

ꀎ

ꀚ

︳︳︳︳︳︳︳︳︳︳︳︳︳

ꀏ

ꀛ

︳︳︳︳︳︳︳︳︳︳︳︳︳

1

1

1

탄소성 계수 행렬식, Dep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동 벡터 a  를 수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변환시켜야 한다. 즉, 다음과 같다.

aT = 
∂F

∂σ
 = 

∂F
∂J1

∂J1

∂σ
+

∂F

∂(J2 )
1/2

∂(J2)
1/2

∂σ
+
∂F
∂θ

∂θ

∂σ

여기서

σ T = {σ x,σ y,σ z,τ yz,τ zx,τ xy}
T

또한 다음과 같은 미분식을 얻을 수 있다.

∂θ

∂σ
 = 

- 3
2cos3θ [ 1

(J2 ')
3/2

∂J3

∂σ
-

3J3

(J2')
2

∂(J2)
1/2

∂σ ]

사. 비선형 해석의 접근 방법

(1) 비선형 가상일

유한 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기본공식은 가상일 이론을 사용하여 유도된

다. 내부응력, σ  , 와 단위 부피 당 분포 하중, b  가 작용하고 외부 하중, f  가 

작용하는 구조물의 경우, 임의의 가상 변위, δd *  는 변형률, δε *  와 내부변

위, δu *  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가상일 이론 공식은 아래와 같다.

⌠
⌡Ω
(δ ε

*T
σ-δ u

*T
b )dΩ-δ d

*T
f = 0

그러면 무한 연속이 아닌 유한 요소의 요소별로 변위와 변형률을 표시하면 아

래와 같은 조건식이 성립한다.

δ u
*
 = Nδ d

*
,    δ ε

*
 = Bδ d

*

여기서 N  과 B  는 각각 형상 행렬과 탄성 변형률 행렬을 나타낸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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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에 적용되는 종합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
⌡Ω
δ d

*T
( B

T
σ- N

T
b)dΩ-δ d

*T
f = 0

이 공식에서, 주어진 구조물의 전체 부피에 대한 적분은 각각의 요소에 대한 

관계식의 총합으로 표시되는 결과가 된다. 위 공식은 임의의 δ d
*
 에 대하여 

성립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식이 성립한다.

⌠
⌡Ω
B
T
σdΩ- f-⌠⌡Ω

N
T
bdΩ = 0

비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산상의 임의의 상태에도 적용할 수 있

도록 다음의 관계식을 정의한다.

Ψ = ⌠⌡Ω
B
T
σdΩ-( f+⌠⌡Ω N

T
bdΩ) /= 0

여기서 Ψ  는 잔류 하중 벡터라고 칭한다.

임의의 상태에 해당하는 재료의 접선 강성 행혈, KT  를 계산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미소 증분 공식을 정의한다.

ΔΨ = ⌠⌡Ω
B
T
ΔσdΩ-( f+⌠⌡Ω N

T
ΔbdΩ)

정리하면 아래의 공식과 같이 된다.

ΔΨ = KT d-( f+⌠⌡Ω N
T
ΔbdΩ)

KT = 
⌠
⌡Ω
B
T
D ep BdΩ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비선형 관계식에서의 근을 구하

는 최종 프로그램에 이용하게 된다.

(2) 비선형 수치 해석

응력 해석에 적용하는 거의 모든 유한요소법에서, 비선형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H(φ)φ + f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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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  는 미지수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f  는 작용 하중이고 H  는 강성행

렬이다. 강성과 하중이란 용어는 주로 구조해석분야에서 사용된다. 만약, 행렬 

H  의 계수들이 미지수 φ  , 혹은 φ  의 도함수의 함수로 표시된다면, 이 문제

들은 비선형 관계식이 된다.

아. 형상 행렬식

 일반적인 행렬계산에 있어서의 관계식은 하중과 변위에 따른 강성 행렬

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변위와 하중의 변수가 먼저 정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 변위와 하중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δ = 

ꀌ

ꀘ

︳︳︳︳︳︳︳︳︳︳︳︳︳

ꀍ

ꀙ

︳︳︳︳︳︳︳︳︳︳︳︳︳

δ1
δ2
.
.
δn

,   F = 

ꀌ

ꀘ

︳︳︳︳︳︳︳︳︳︳︳︳︳

ꀍ

ꀙ

︳︳︳︳︳︳︳︳︳︳︳︳︳

F 1
F 2
.
.
Fn

여기서 하나의 요소는 n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로 표시하 다. 이 차원의 

탄성인 재료에 적용하는 경우, 일반 변위와 하중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δ = ( )uivi ,   F = ( )PxiPyi
여기서 ui, vi  와 Pxi, Pyi  는 각각 노드 점에서의 변위와 하중의 직교 좌표 

계의 성분이다. 일반화된 하중과 변위의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변위를 

변형률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또한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변형률과 변위의 관계

요소의 내부에서 변형률은 변위와 이의 미분값에 의하여 나타내는데, 평

면 응력 상태에서의 이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ε = 

ꀎ

ꀚ

︳︳︳︳︳︳︳︳︳︳︳︳︳︳︳︳︳

ꀏ

ꀛ

︳︳︳︳︳︳︳︳︳︳︳︳︳︳︳︳︳

ε x

ε y

γ xy

 = 

ꀎ

ꀚ

︳︳︳︳︳︳︳︳︳︳︳︳︳︳︳︳

ꀏ

ꀛ

︳︳︳︳︳︳︳︳︳︳︳︳︳︳︳︳

∂u
∂x
∂v
∂y

∂u
∂y
+
∂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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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최종적인 관계식의 도출에 앞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먼저 결정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실험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왔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경우로, 재료가 탄성이고 포와송 비가 적용되는 평면 응력 

관계인 경우를 생각한 다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ε x -ε
o
x  = 

1
E
σ x - 

ν
E
σ y

ε y -ε
o
y  = 

1
E
σ y - 

ν
E
σ x

γ xy -γ
o
xy  = 

2(1+ν)
E

τ xy

여기서 σ x, σ y, τ xy  는 응력 성분이고, ε
o
x , ε

o
y , γ

o
xy
 는 초기에 주어지는 초

기 변형률이며, E  와 ν  는 각 각 재료의 선형탄성계수와 포와송비를 나타낸

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변형률은 열 변형률이나 강제 변형률을 뜻한다.

카. 평형 방정식

(1) 집중 하중

노드 점에 집중 하중, F
e
 , 와 자중, p  , 가 작용하는 단위 요소를 생각

하여 보자. 이 요소는 내부에서 응력, σ  , 가 발생하여 평형 방정식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요소에 임의의 가상 변위가 노드 점에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

른 요소 내부에서의 가상 변위와 가상 변형률은 각각 δ *, ε *  로 정의되고, 

가상일 이론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 δ *
e
]
T F

e
 + ⌠⌡Ve

[ δ *]
Tp  dV = ⌠⌡Ve

[ ε *]
Tσ  dV

위의 공식의 응력에 앞의 공식에서 정의 된 응력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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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
+⌠⌡Ve

[ N ]Tp dV = {⌠⌡Ve[ B ]
TDB dV} ε

e

-⌠⌡Ve
[B]

TD ε o dV+⌠⌡Ve
[ B ]

T σ
o
 dV

(2) 경계 조건

요소의 한 면에 하중 t가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의 등가 하중으로  

노드 점에 작용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 t
e
 = ⌠⌡Se

[ N]
Tt dS

이러한 각각의 하중이 경계 조건에 작용하는 모든 등가 하중의 합으로 

계산되어 전체 구조물의 계산 행렬식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열응력

온도 증가에 따른 초기 변형률의 값을 계산하기로 한다. 우선 가정은 재

료가 선형 탄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평면 응력의 조건인 경우, 열변화에 따른 초기 변형률은 다음과 같다.

ε x
o
 = αT

ε y
o
 = αT

γ xy
o
 = 0

여기서 α  는 선형 열팽창계수이고 T  는 기준 점에서 측정한 상대 온도이다. 

평면 변형률 조건의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의 조건이 약간 복잡하게 성립된

다. 즉, 두께 방향의 변형률, ε z
o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

해서는 두께방향의 초기 응력, σ z
o, 가 소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을 관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ε x
o
 = (1+ν)αT

ε y
o
 = (1+ν)αT

γ xy
o
 = 0

σ z
o
 = -EαT

열 응력이 고려된 알고리즘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초기 응력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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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공식에 적용되는 가우스 점에서의 값으로 환산되어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우스 점이란 일반 적분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구간상의 대

표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개의 요소 내에서 각 좌표성분에 따라 2 점 혹은 

3 점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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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접촉 및 비접촉이 발생하는 소결체의 해석

1. 실제의 연료봉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용

연료봉은 소결체와 피복관으로 축 대칭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우

선은 피복관을 제외한 소결체만 해석했으며, 모델이 축 대칭이므로 전체 모델

의 1/4만을 택해서 메쉬를 나누었다. 소결체를 각 요소 당 노드 수를 4개로 

하여 메쉬를 형성하 으며, 총 요소의 수는 131개이고 총 노드 수는 156개이

다.

크립과 크랙은 고려하지 않고, 온도에 의한 열변형과 소결체 주의의 기체

압력에 의한 변형을 해석하 다. 고온에서 소결체의 기계적 물성치가 변함으

로, 항복응력, 탄성계수, 열팽창계수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각각의 노드 점에

서 계산하도록 하 다. 소결체가 소성 역에서 변형하므로, 항복이후 전체 압

력의 5% 를 증가시키며 해석을 수행하 다

수행 후, 결과를 검토한 결과, FEMAXI-3 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형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 변형이 나타나지 않아, 변형량을 1000 배하

여 확대한 후 변형 전 좌표에 더한 후 변형후의 각각의 노드 점의 좌표값으로 

그림에 표시하 다. 그림 1은 FEMAXI-3 에서 나온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낸다. 그런데, 연료봉은 소결체와 피복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에서 응력과 열 변형이 발생하면 대략 2가지 정도의 형상 변형이 이루어

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1 소결체의 1/4에 해당하는 부위의 최종 

변형 상태.



- 408 -

2. 불규칙한 접촉 및 비접촉의 현상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접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변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과 조건을 제시하여 국소 부위에서 발생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해석을 시도하 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2 가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경

과한 후에도 발생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 다. 

아래에는 이에 따른 2 가지 종류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 으며 결과를 보여준 

후,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변형에 대한 해석

실제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MATPRO

의 자료로 주어진 재료의 물성치와 반응 조건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 다.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축 방향으로의 구간은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만을 

택하여 해석하 기 때문에 2개의 요소층으로만 선택하 으며 또한 좁은 부위

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반경방향의 변형은 같다고(즉, 축 방향의 변형은 균

일하여 1차원적인 반경방향의 변위만 나타나게 됨.) 경계조건을 삽입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FEMAX-3 에서 접촉에 관련된 문제를 다

루기 위해서 1차원적으로 이론식을 전재하여 단순히 해석한 방법보다는 실제

적으로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본 결과물은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앞 부분은 프로그램에 적용한 

입력값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메쉬의 형상과 각각의 노드점의 좌표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각 요소내의 노드점에서의 응력과 노드점에서의 변위를 보여준

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전혀 접촉이 발생하지 않고 반경

방향으로의 변형이 균일하게 발생하 고 또한 소결체는 팽창하고 피복관은 외

압에 의하여 수축하 지만 간격이 어느 정도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나. 접촉이 발생하여 간섭이 발생하는 변형에 대한 해석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재료와 동일한 물성치를 갖지만 형상에서 

다소 차이가 나서 특수한 경우에 접촉이 발생한 후 특수한 접촉 변형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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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우를 택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 결과물을 검토하여 보면 앞의 결과물과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된다. 특

히 중간에 매우 복잡하게 반복 계산 과정을 수행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최종적

으로 접촉이 발생한 후, 간섭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 접촉이 발생할 시의 해석 방법과 적용 조건

초기값으로 제공되는 온도와 압력에 의한 변위가 큰 값을 나타내게 되어 

물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계산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소결체의 최종 

외곽면과 피복관의 내면의 위치가 서로 중첩되어 물리적으로 간섭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이유는 2개의 물체를 

하나의 FEM으로 해석하게 되는데서 발생하는 불일치이다. 재료 역학에서 다

루는 일반적인 물체는 연속체로서 다만 재료의 성질이 서로 다른 복합체를 해

석하는데 주로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마치 서로 다른 물체가 서

로 다른 현상의 변화를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서로 다르게 변화하다가 소

결체가 피복관보다 변형이 커서 피복관의 변형후의 위치보다 더 클 경우는 마

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접촉 후의 최종 변

형을 해석하 다.

첫 번째는 해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소결체나 피복관이 서로 길이방향으

로는 변위값이 같도록 하 다. 매우 길이가 작은 부분만을 해석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는 가정이라고 단정하 다. 즉, 반경방향의 변형값만

이 대표값이 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변형값이 서로 크고 작아서 위치가 계산상으로 엇갈리는 경우

에는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비선형 근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2 분법으로 시행오

차법을 적용하여 최종 온도나 압력이 아닌 중간의 어떠한 값에서 먼저 접촉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그 값을 찾도록 하 다. 위의 결과에서 복잡한 반복계산

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접촉이 발생한 후에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점(노드)

이 함께 부착되어 변형한다는 조건을 사용하 다. 실제로는 미끄럼과 서로 다

른 열팽창계수에 의하여 떨어지기도 하 다가 다시 붙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실제의 변형은 지금까지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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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므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강제적인 동일변형의 조건을 삽입하 다.

4. 기계적 해석에 적용하는 유한 요소 해석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물체

의 변형에 관련된 해석을 수행하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역학이론과 수치해석이론을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

으로 검토하 으며, 다양한 종류의 조건, 즉 탄성, 소성, 열변형 및 온도에 따

라 변하는 재료의 물성치를 모두 다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예를 택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

여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연료봉에 적용하여 해석되어 나온 결과물이 외국의 연구사례와 

같은 변형현상을 나타냄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으며 특히, 구조물의 형상과 작

용조건에 따라서 접촉후 변형을 하게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접촉시의 변형 해석은 접촉하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초기단계의 프

로그램으로는 일반적이고 완벽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

리하여 외국의 다른 기관해서 수행한 방법을 참고하여 그 들이 적용한 1 차원

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정확한 2 차원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용하 다. 최종 결

과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

이 발생하 다.

○ 비록 좁은 구간이지만 접촉현상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축방향

으로의 변형을 서로 같게 놓음으로서 강제적인 조건이 삽입되었고

○ 임의의 순간에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2 분법을 이용한 시행오차법을 

이용한 반복계산을 수행하다보니 누적 오차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렴

조건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비선형 해석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 정확하게 서로 접촉하는 조건에 따른 변위값을 계산산 할 수 없어서 

최종조건에서 미소량이지만 강제적으로 서로 같게 놓아야 하는 가정

이 발생하여, 역학해석에 사용되는 평형 조건식에서 오차가 반드시 발

생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접촉 한 후, 소결체와 피복관이 동시 변형을 하도록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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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출력값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간격은 계

산상으로는 미소량이나마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 값은 실제의 소결체

와 피복관의 크기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1000분의 1)이므로 간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는 완벽한 결과를 계산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자체적으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몇 번의 사례를 통하여 기본적인 검증을 거쳤으며, 핵 연료

봉의 특이한 기계적 거동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 다고 생각된

다. 앞으로의 연구 발전에는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이 마련되었

으므로 우리 연구진의 자체 노력에 의하여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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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열적 거동 해석의 코드 개요

1. 열적 모형

가. 핵연료 소결체의 열전도도 모형

핵연료 성능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의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왔고 이미 코드에 적용되었던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 다. 연소도가 고려된 모

형들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연소도가 고려된 열전도도 모형

○ Wiesenack 모형(HALDEN)

Halden 원자로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MATPRO의 순수 우

라니아의 모형에 연소도에 의한 효과를 덧 붙 다. 이론 도가 95%인 핵연료

를 기준으로 하여, 연소중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

다.

K(T)=
1

(A 0+A 1*BU)+B 0 (1-0.000333*BU)T
+C* exp(D*T)

여기서 T 는 ℃이고 BU 는 핵연료 연소도 이다.

○ Lokken-Courtright 모형

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열전도도가 변화하는데 연소도에 의한 효과를 

열 저항의 증가로 해석하 다.

K(T)=
1

1
K(T) fresh

+ξ
BU
T

  (W/cm.℃) 

 여기서, T : 섭씨 온도(℃). BU : 연소도 MWd/MTU, ξ : 실험적 상수 

(0.124). 그리고 K(T)fresh: 순수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의미한다.

○ Lucuta 모형

Lucuta는 Simfuel의 열전도도 측정을 통해 연소중 소결체의 열전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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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 본 연구에선 Lucuta 모형을 전산체계에 채택하 다. Lucuta는 기존

의 순수 우라니아의 열전도도 식에 여러 인자에 의한 향을 고려하 다. 그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내었다.

K(T)= f 1p⋅f 2p⋅f 2d⋅f 3r⋅K 0(T)

여기서,  Ko(T):  순수 이산화우라늄의 열전도도, f1p: 기공의 효과, f2p: 석출된 

고체 핵분열 생성물 효과, f2d: 고용성 핵분열 생성물 효과, β: % atomic 

burnup (또는 %FIMA), f3r: 방사선 손상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위의 모형

들 중 본 연구에선, 고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의 거동 현상을 세부적으로 다루

고 있는 Lucuta 모형을 적용하 다.

특히 Lucuta 모형은 기존의 순수 우라니아의 열전도도에 각 향인자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우라니아의 열전도도 모형은 Martin의 식을 적용

하 다.

나. 핵분열 기체 방출(Fission Gas Release)

핵분열 기체 확산 계수는 ANS 5.4 모형에서 사용한 식을 적용하여 아래

와 같이 나타내었다.

D = (D 0/a
2
)exp(-Q/RT)×100

BU/28000   (cm
2
/sec)

여기서,  D0/a2 : 0.61, R : 기체상수, T: 온도(K), BU: MWd/tU, 그리고 Q: 

72300 cal/mole를 의미한다.

핵분열 기체 방출비는 Booth 의 In-pile 시험 이론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이 나타내었다.

f=
4

π
1/2 ( Dta 2 )

1/2

-
3
2 (
Dt
a )

여기서 f 는 기체 방출비이고 a 는 유효반경이지만 본 코드에서는 결정립 반

경을 적용하 다. 그리고 D 는 격자 핵분열 기체 확산계수이고 t 는 조사시간

이다. 두 번째 항은 기체 방출률(fractional release) 값이 0.3 이하에선 고려하

지 않으므로 제거할 수 있다.

f=
4

π
1/2 ( Dta 2 )

1/2

=
4

π
1/2 (D'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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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 시편 고온 가열 시험(Post-Irradiation Test)과 원자로 내 방출 시

험(In-Pile Test)에 의해서 구한 식은 핵분열 기체 방출 모형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모형을 기본으로 핵연료 거동 

코드에 있어서 기체 방출 모형이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내 방출 시험에서 유도된 식을 적용하 으며 위의 

식은 단지 핵분열 기체가 확산되어 결정립계에 도달하면 방출된다는 가정을 

하 지만 결정립계에서도 기체의 최대 수용 공간(Inventory)의 존재를 가정하

여 아래와 같이 결정립계에서의 최대 수용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었다.

N
max
f  = 

4rff f(θ)

3KTsin 2θ
f b{ 2γrf +Pext}

여기서 Nf
max
: 결정립계에서의 최대 수용 농도(#/cm

2
), rf : 결정립계에서의 기

포 반경(= 0.5×10
-4
 cm), ff(θ): 각도θ를 가진 렌즈 모양의 기포와 구 모양의 

기포 체적비, γ: 표면 장력(= 626 erg/cm2), fb : 렌즈 모양의 기포의 결정립

계에 대한 점유비(= 0.5),  Pext: 외압(= 0)을 의미한다.

위의 Booth 모형은 정상상태의 출력일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하며 결정립

으로부터 확산되어 결정립계에 도달한 원자수를 계산하여 결정립계에서의 최

대수용량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실질적인 방출량을 계산한다.

다. 틈새 열 전달(Gap Conductance)

틈새 열전달계수를 3가지 주요 향인자로 구분하 다. 첫 번째로 방선에 

의한 열전달계수(HR), 기체에 의한 열전달계수(HGAS) 그리고 틈새가 접촉이 

되었을 때 고려해야하는 접촉 시 열전달계수(Hcont)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해

서 총 열전달계수(HTOT)를 구한다. 아래와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HTOT = HR+HCONT+HGAS

방사선에 의한 열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HR=σF[T
2
fs+T

2
ci][Tfs+Tci]

여기서 σ: Stefan-Boltzman constant, F:  1/[1/ef+(rfs/rci)(1-1/ec)], ef: 소결체 

emissivity, ec: 피복관 emissivity, Tfs: 소결체 표면 온도 (K), Tci: 피복관 내

부 표면 온도 (K), rfs: 소결체 반경 (m), rci: 피복관 내부 반경 (m)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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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와 피복관이 서로 붙어있지 않은 경우 열 전달의 주요 과정은 틈

새 기체의 열전달(conduction)이다. 초기 핵연료가 장전되면 틈새 기체는 주로 

헬륨이지만 점차 연소되면서 핵분열 기체인 Xe 과 Kr 이 틈새에 모이면서 내

압을 높이고 열전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만약 틈새가 기체의 자유 비정 거리 

(mean free path)보다 클 경우 틈새 열전달계수는 Kg/tgap (여기서 Kg : 기체 

열전도도, tgap : 틈새 거리)로 주어지지만, 두 면이 서로 가까울 경우 기체 열

전도도에 향을 미친다. 틈새가 기체의 자유 비정 거리보다 클 경우 그림-13 

과 같이 피복관과 소결체 표면 부분에서의 비연속 온도구배가 생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체 표면에서의 열 입자와 기체입자와의 열 전달에 있어서 생

기는 점프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틈새 간격보다 외삽한 거리를 고려

하여 다음 식과 같이 기체에 의한 열전달계수를 나타낼 수 있다.

 Hgas=
Kg

t gap+gc+gf

여기서 gc와 gf는 피복관 및 소결체의 외삽길이로서 점프 거리(jump distance)

라고도 한다

그림 2 소결체와 피복관사이의 틈새 온도 분포.

cladding

fuel

Tc

gap
Ts

gf

gc
λ

tgap

λ

Knudsen이 점프 거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gc+gf = 2( 2-αα )( γ
1+γ )Pr g⋅λ

여기서 λ는 기체의 자유 비정 거리이고, γ는 기체에 대한 Cp/Cv 비이며 ,Prg

는 Prandtl 수이다. 여기서는 γ를 5/3, 그리고  Prandtl 수는 0.7로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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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열적 보정 인자로서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α=
Tr-Ti
Ts-Ti

여기서 Ts 는 고체 벽면의 온도이고 Ti 는 고체 즉 피복관이나 소결체로의 이

동하는 기체의 온도이고 Tr 은 피복관이나 소결체로부터 온도의 향으로 되

돌아 나오는 기체의 온도이다. λ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λ=
λ0
p (

T
273 )

여기서 P는 대기압, T는 Kelvin 온도이고 λo 는 기체 고유 상수이다.

라. 팽윤(Swelling) 및 고 화(Densification) 계산

본 연구에 사용한 팽윤 모형은 FRAPCON-3에서 적용하 다. 이 모형은 

기체에 의한 팽윤의 향을 무시하고 고체에 의한 향만 고려하 으며 

MATPRO-11식 중에서 고체에 대한 팽윤에 인자 보정을 적용하 다.

고 화 계산 역시 MATPRO-11에 제시된 식을 사용하 다.

마. Plenum 온도 계산

Plenum은 방출된 핵분열기체를 저장하는 역할로 내부압력을 낮추고 소

결체와 피복관의 축 방향 변위차이에 의한 끝단 응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특히 틈새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Plenum의 부피 및 온도를 알아야 한

다. 특히 온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정확한 틈새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온도

의 계산은 주로 소결체 끝단의 열 전달과 Plenum 내의 기체의 열전달 및 피

복관을 통한 열전달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cAdams가 제

안한 평판에서 층류와 난류의 자연 대류 이론을 적용하 다.

바. Void Volume 및 Gas Pressure 계산

틈새 압력은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이상 기체 방정식을 이용하며 위에서 언급

한 개방 공간 체적을 적용하여 압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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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 결과 및 비교

본 코드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울진 3&4호기의 제원을 입력 변수로 이

용하 다(표-3).

표-1 울진 3 & 4호기 핵연료봉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Plenuim 길이 24.5cm 소결체 직경 0.826cm 

피복관 외경 0.97cm 냉각수압력 15.51 MPa

피복관 두께 0.0635cm 핵연료봉 내압 2.6MPa

냉각수온도 568K 소결체 이론 도 94.75%

선출력은 22kW/m 로 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약 40,000 MWd/MTU 까지 

계산하 다. 또한 비교를 위해 FEMAXI-3,4 그리고 FRAPCON-3를 이용하여 

본 코드와 함께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3는 핵연료봉의 중심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며 본 코드의 결과가 다

소 100K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코드에서는 반경 방향에 따른 열

출력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4 에서 소결체의 표면 온도를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표면 온도는 오히

려 FEMAXI 코드보다 낮고 핵연료 중심온도는 높은 것은 반경 방향에 따른 

출력분포에 의한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5는 틈새 열전도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소결체의 온도 분포는 바로 틈새

열전도도에서부터 계산되어지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코드마다 각각의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코드의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유효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6은 핵분열 기체 방출비를 비교하여 보여준 그림이다. FEMAXI-4

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코드의 결과 또한 유

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다른 코드와의 비교로부터 본 코드의 

검증이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열적, 기계적인 전산체계 

구축에 있어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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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특히 고려하지 않은 많은 모형들

이 있다. 아울러 한정적인 코드 제약이 있어서 범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선 더 많은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코드들과의 비교 결과를 볼 

때 타 코드들 사이에서도 결과들이 다양하여 실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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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핵연료봉 중심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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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소결체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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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틈새 열전도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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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핵분열 기체 방출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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