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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제작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핵연료 개발을 위해서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변화(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

압, 핵연료 변형 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

험중 핵연료 특성(온도, 압력, 변형 등)을 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

슐(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함)과 계장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연

료용 계장캡슐의 설계에 대한 핵적, 기계적 해석으로 하나로 조사공 내에서의 구

조적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

제작하 다. 본 계장캡슐 설계에 대한 핵적, 기계적 해석을 수행하 고, 계장캡슐

을 이용한 노외시험(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시험)을 수행하여 기계적 및 수력

적 안정성을 검토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

료 변형 등) 중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

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고려하고, 하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가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제

작하 다.

  본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에 대한 핵적, 구조적 및 열적 해석으로 설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설계검증시험을 위해서는 하나로에서 약 

2.5개월간 조사되므로 캡슐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노내 조사기간 중 핵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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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과 유체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 조사공에 향이 없도록 핵연료용 계장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에서 압력강하, 진동시험 및 5.3일간

의 내구성시험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계장캡슐 상세설계도, 제작기술시방서, 구매시방서를 작성하 고, 하나

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QA class-T 등급업체인 (주)대우통신에서 계장캡슐이 

제작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제작에 따른 결과는 향후 핵연료개발을 위해 캡

슐을 활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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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sign and Manufacturing of Instrumented Capsule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in HANARO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order to develop nuclear fuel, it is very important to measure the nuclear 

fuel characteristics, such as fuel temperature, internal pressure, and fuel 

elongation, during fuel irradiation test. The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velop the instrumented capsule for the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but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apsule in test hole by nuclear physics and 

structural analysis as well as out-of-pile tes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instrumented capsul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be able to 

measure the fuel temperature during the irradiation test. Nuclear physics and 

structural analyses were studied on the instrumented capsule design. And, to 

ensure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safety of the capsule in test hole, 

out-of-pile test was also performed.

Ⅳ. Result of Project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fuel during irradiation te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strumented capsule for the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Then considering the requirements for the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and the compatibility with OR test hole in HANARO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HANARO operation and related equipments, the instrumented 

capsule for the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was designed an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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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apsule design was verified by 

performing nuclear physics, structural and thermal analyses. And, not only 

out-of-pile tests such as pressure drop test, vibration test, endurance test, 

were performed in HANARO design verification test facility, but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safety of the capsule and the compatibility of the 

capsule with HANARO was verified. And, on the basis of detailed design 

drawings, technical specification and purchasing specification, the instrumented 

capsule was manufactured according to HANARO quality assurance 

procedur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esign and manufacture results of the instrumented capsule will be 

used for fuel irradiation tests to develop the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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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압경수로 14기(시운전 

1기 포함), 가압중수로 4기의 상용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1.1], KEDO 주관으

로 북한에 건설중인 가압경수로 2기를 포함하여 가압경수로 4기가 건설되고 있

다. 그리고,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15년까지 건설/운 될 원자력발전기의 합

계는 현재까지 운전중인 18기(경수로 14기, 중수로 4기)를 비롯하여 현재 건설중

이거나 계획중인 10기(경수로) 및 폐지되는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2008년), 

월성 1호기(2013년)를 고려할 때 26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 이용 

다변화의 일환으로 65 MWt급 해수담수화용 중소형원자로(일체형)을 설계∙건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한국표준형원전 개량핵연료의 개발∙상용화 및 연소도가 높은 신형핵연료개발과 

실험실 규모의 핵비확산성산화물핵연료의 요소기술개발 등의 핵연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1995년 2월 8일 첫임계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성능

시험을 하면서 안전성을 확인∙검증하여 정격출력(30MW) 운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하나로의 이용연구 설비나 동위원소 생산 설비의 설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

으며, 이들 시설들을 이용한 연구∙개발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중장

기 과제로 진행 중인 “원자력재료내환경특성평가 및 향상기술개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개발”, “핵비확산성산화물핵연료기술개발” 등에서 하나로를 이용한 원

자로 압력용기 재료, 핵연료 및 피복관 재료에 대한 조사시험이 진행되어 왔으

며, 계속하여 조사시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로에서 원자력재료의 조사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사시험용 캡슐기술 개발연

구가 1994년 9월부터 중장기 과제로 수행되었다[1.2]. 이에 따라 원자로 수조 내 

캡슐 고정장치, 캡슐 온도제어 장치를 개발하 고,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이

하 “재료용 계장캡슐”이라함)의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98년 5월에 성공리

에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장캡슐을 이용한 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1.3-1.7]. 또한,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이하 “재료용 무계장캡슐”이라

함)이 성공리에 개발되었다[1.8-1.11].

그리고, 하나로 가동과 함께 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험 계획이 수립되었

고,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개발이 착수되었다. 그 결과, 1999년에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캡슐(이하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이라함)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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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모의 핵연료를 시작으로 하나로에서 본격적인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

게 되었다. 현재까지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DUPIC 핵연료 조사시험

은 4회, HIMET 핵연료 조사시험 1회, 연구로용 핵연료 조사시험 3회가 수행되

었고, 계속해서 조사시험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 개선된 핵연

료용 무계장캡슐[1.12]을 이용하여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

다[1.13, 1.14]. 특히, 2002년 7월에 시작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조사시험은 조사

중간(2.5년)에 무계장캡슐을 교체하여 약 5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핵연료 개발을 위해서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변화(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

압, 핵연료 변형 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핵연료용 무계장캡

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 중에는 핵연료 특성(온도, 압력, 변형 등)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온도, 압력, 변형 등)

을 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함)과 

계장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조사시험중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연료봉과 계장캡슐을 설계/제작하 다. 본 계장캡슐에 대한 핵적, 기계

적 해석으로 하나로 조사공 내에서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계장캡슐을 

이용한 노외시험(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시험)으로 기계적 및 수력적 안정성도 

확인되어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시

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핵연료용 계장캡슐 개발을 위하여 계장캡슐 설계, 

이에 대한 핵적 해석, 구조적 및 열적해석, 노외시험 및 핵연료용 계장캡슐 제작

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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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 현황

구분 기수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

(MW)
건설착수 운전개시 비고

운전중

(16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

월성 1호기

광 1호기

광 2호기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

광 3호기

광 4호기

월성 2호기

울진 3호기

월성 3호기

울진 4호기

월성 4호기

광 5호기

경수로

"

"

"

중수로

경수로

"

"

"

"

"

중수로

경수로

중수로

경수로

중수로

경수로

587

650

950

950

679

950

950

950

950

1,000

1,000

700

1,000

700

1,000

700

1,000

1972. 5

1978. 11

1979. 12

1979. 12

1978. 2

1981. 12

1981. 12

1983. 1

1983. 1

1989. 12

1989. 12

1992. 8

1993. 7

1994. 2

1993. 7

1994. 2

1997. 6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86. 8

1987. 6

1988. 9

1989. 9

1995. 3

1996. 1

1997. 7

1998. 8

1998. 7

1999. 12

1999. 10

2002. 4

소계

14,716 MW

건설중*

(4기)

18

19

20

광 6호기

울진 5호기

울진 6호기

경수로

"

"

1,000

1,000

1,000

1997. 6

1999. 5

1999. 4

2002. 12

2004. 6

2005. 6

시운전중

소계

3,000 MW

계획중

(8기)

21

22

23

24

25

26

27

28

신규 1호기

신규 2호기

신규 3호기

신규 4호기

APR-1400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경수로

"

"

"

신형경수로

1,000

1,000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2008. 9

2009. 9

2009. 9

2010. 9

2010. 9

2011. 9

2013. 6

2014. 6

소계

9,690 MW

* KEDO 건설 2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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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캡슐개발 현황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에는 1) 무계장캡슐

(Non-instrumented capsule), 2) 계장캡슐(Instrumented capsule), 3) Rig, 4)핵연

료시험루프(Fuel Test Loop)을 이용하는 4 가지 시험방법이 있다.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은 한정된 조사목적에 맞게 설계/제작되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무계장캡슐의 간단한 구조로 인해 설계/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

점은 있으나, 조사중 시험조건의 측정 및 조절이 불가능하여 정 도가 요구되는 

시험에는 부적절한 단점이 있다. 계장캡슐은 무계장캡슐보다 발전된 형태의 조사

시험 설비로서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으며, 주된 특징은 

조사시험 중 조사시편의 이력 계측 및 시험조건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

론 시험조건의 조절기능이 없고 단순하게 열전대를 통한 온도측정 같은 계장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상 계장캡슐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장

캡슐 내에는 열전대, 보조히터, 압력 sensor, strain gauge, neutron dosimetry, 

SPND 등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장품이 캡슐 내에 장입되어 조사시험 중 시

험조건 조절과 조사시험 자료를 in-situ로 측정할 수 있다. 계장캡슐을 이용한 활

용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금속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모두 가능하다. 특

히, 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은 조사중 방출가스분석, 선출력 측정, 핵연료 

특성 변화, 상용로 조건과 상이한 특수 조건하에서의 성능시험, 고온이나 고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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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용로 조건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 등의 실증시험은 

제한을 갖고 있다.

핵연료 실증시험이 주된 목적인 loop 설비는 상용 핵연료의 정상 및 천이거동, 

부하추종 등 실제 핵연료의 조사거동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설비이나 규모가 

다양한 목적의 조사시험 조건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거동변화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Rig 조사시험 설비는 캡슐과 loop 시험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설

비로서 규모는 loop와 캡슐의 중간이며 대체적으로 시편의 재장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용된다. 또한, 초장수명 핵종 및 핵무기 Pu 소멸처리, 고속증식로 재

료, 고온가스로 재료 및 핵연료, 개량로 재료 및 기존 발전소의 압력용기강

(vessel steel) 조사시험, in-pile creep시험, graphite 시험 등의 조사시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계측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특수캡슐은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는 발생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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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형, 발열량 측정형, 변형 측정형, 크립 측정형, 가스스윕(gas sweep) 측정형, 

비등수형(boiling water), 포화온도형(saturated temperature), 열매체 이동형, 시

료 회전형 및 열중성자 차단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수목적의 조사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시설(캡슐, rig 또는 loop)개발, 

중성자 환경에서 기능의 열화가 없는 계측기 및 온도, 압력조절시스템 등이 필요

하며, 연구로를 보유한 각 국에서는 특수목적 조사시험을 위한 특수 계장 센서 

및 설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1 외국 개발현황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연구로를 이용한 핵연료 및 원자로 구조재의 시험은 

주로 고속중성자 환경 하에서 일차 압력 경계 재료의 건전성 평가와 원전 연료

의 신뢰성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이 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원자력 선진국에서 수행되

는 시험은 다양한 형태의 시험 설비를 이용하며, 1960년대 이후부터 주요 조사시

험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소규모의 캡슐을 이용한 시험부터 종합 성능, 부하 추종 

및 출력 급증 시험을 위한 loop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험 기술이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각국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 IAEA의 연구용 원자로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가장 많은 연구

용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이며, 또한 고성능의 연구로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 가능한 연구용 원자로의 수가 감소하고 있

으며 향후에는 이용 가능한 고성능의 연구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 핵비확산성 핵연료, 초장수명 핵종 및 핵무기 Pu 소멸처리를 위한 연구가 증

대되고 있다.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는 고농축의 U3O8-Al cermet을 핵

연료로 사용하는 85MW 출력의 tank type 원자로로서 1961년 6월 건설이 착수

되었고, 1965년 초 건설 종료와 함께 시운전을 개시하여 1965년 8월 25일 첫 임

계에 도달하 다. 고속중성자속은 1×10
15
n/cm‧s로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재료의 

조사시험, 중성자 산란 및 방사화학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gamma 조사설비가 있어 감마선을 이용하여 수조에서의 재료, 염(salt), 열차폐

체, 페인트 시료 등의 감마조사 향을 연구하고 있다.

∙ INEEL (Idaho National Engineering & Environment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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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INEEL이 건조한 원자로가 52개로 경험이 많으며, 특히 

TMI 사고 관련한 중대노심사고 조건 하에서 핵연료 거동에 대한 연구도 보유 

PBF(Power Burst Facility)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건조된 재료 시험로인 MTR(Material Test Reactor)은 1952년부터 1970

년까지 가동되었으며, 상용로 설계 시 필요한 설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심구조

재 및 핵연료 선정을 위한 조사시험을 주로 수행한다. 재료 시험로의 시험 공간 

및 flexibility를 보완하여 설계 건조한 ETR(Engineering Test Reactor)은 1957년

부터 1982년까지 상용로 조건 하에서 핵연료, 냉각수, moderator의 특성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1967년 가동 시작된 ATR(Advanced Test Reactor)은 고농축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최대 출력 250MW의 원자로로서 미국 유일의 재료 시험로로

서, 캡슐과 loop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조사효과 연구를 수

행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weapon grade Pu 재활용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프랑스 : CEN-Saclay 소재 Osiris 원자로는 70MW 출력의 pool type

으로 1964년 1월 건설이 착수되어 1968년 9월 첫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되고 있

다. 이 원자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되는 캡슐로는 boiler형의 Boss, 

Cadence, Pepita 캡슐, NaK를 열매체로 하여 핵연료의 정상상태 및 천이상태에

서의 조사특성 규명에 활용되는 Camera 캡슐 등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로는 IASCC 연구를 위한 Coralline 캡슐, inert 분위기 조사, 

tensile creep, PCI 연구를 위한 Irma rig, dynamic stress-loading, creep 및 조사

성장 연구를 위한 Colibri, 높은  중성자량(high fluence) 조사가 가능한 

Coccinelle 캡슐 등이 있다. 또한, PWR, BWR 조건 하에서 핵연료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Opera, Isabelle 1, Isabelle4 loop 등이 있다. CEN-Grenoble 소재 

Siloe 원자로는 35MW 출력의 pool type으로 1961년 7월 건설이 착수되어 1963

년 3월 첫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되었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원자로 보수

가 있었다. 이 원자로에서는 원자로 재료 조사가 가능한 Chouca, Irma 캡슐, 신

핵연료 및 개량 PWR 핵연료 조사가 가능한 Tanox 캡슐 등을 사용하 고, 상용

로 조건 하에서 UO2 및 MOX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Aquilon, Griffon, 

Jet-Pompe loop가 있었다. 이 loop에서는 상용원자로에서 연소된 핵연료의 재조

사도 가능하 다. 또한, FBR, HTGR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sodium loop

로 Thermopompe, Gas, Comedie loop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핵연료의 LOCA 

시험 및 안전성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와 시설이 있다. 이상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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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된 이래로 현재는 발전

소의 가동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미래의 핵융합로 및 

고속로 재료를 포함한 LWRS 핵재료의 검증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다. 특히, 고

속 중성자 환경 하에서 각종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원전 구조재의 신뢰성 및 안

전성 향상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여 100MW급의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 일본 : JAERI를 중심으로 JMTR/JRR-3M reactor를 활용, FBR/개량

로 재료, 원전재조사시험, 크립시험, 기초 및 첨단연구 등을 계장/무계장 캡슐개

발을 통해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1965년에 재료 시험로(JMTR) 건설에 착수하

여 1970년 정상 가동되었고, 확보한 조사공을 이용하여 고속 증식로 재료, 개량

로 재료 및 기존 발전소의 압력용기강 조사시험, in-pile creep시험, graphite 시

험 등의 조사시험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

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의 캡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략 20여 개는 특

수 계장을 하여 사용중이다. 특히, 일본은 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조기 토착화시

키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에 빠짐없이, 장기간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이들의 

기술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체와 연계 국산화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캡슐 내의 

시편 온도 측정 및 제어 기술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0

년대 초부터 조사시험에 있어서 조사온도 이력이 조사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 다. 일반적인 조사시험 조건인 원자로 가동 및 정지 시 발생하

는 온도-원자력 출력 이력에 의해 transient 조사가 발생하고 이는 시편의 손상

효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조사시험 시 원자로 출력변

화와 관계없이 조사시편의 시험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정조사온도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재료 조사시험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

다. 또한, 50MW 출력의 대형 시험로인 JMTR은 26일 연속운전 주기로 운 되므

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조사량 조절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사량 정 제어

용 캡슐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JMTR에서는 원

자로 가동주기에 관계없이 정확한 조사량만을 시편에 조사하고 있으며, 캡슐 1 

set 만으로도 조사량 변수연구를 경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JMTR에

서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캡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발생가스 측정형, 발

열량 측정형, 변형 측정형, 크립 측정형, 가스스윕 측정형, 비등수형, 포화온도형, 

열매체이동형, 시료회전형 및 열중성자 차단형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수캡

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환경에서 기능의 열화가 없는 계측기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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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조절시스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수목적용 캡슐을 위해 특수 계장 센서 

및 설비를 개발하 다. 특수계장용 센서로 중성자속 측정을 위해 fluence 

monitor, SPD, 온도용으로 다양한 열전대, 측온 저항체, 온도 monitor 등이 사용

된다. 변형측정을 위한 계장으로는 스테인레스강재의 He 마이크로메타, 중성자 

환경용 차동 트랜스듀서 등이 사용되고 압력측정을 위해서는 스테인레스강재 벨

로우즈를 이용한 접점식 계장 센서 및 벨로우즈형 차동 트랜스듀서 등이 개발되

었다. 한편, 재료의 변형 및 응력을 부과하기 위해 벨로우즈형 응력 및 변형 부

과시스템, 조절 메카니즘 및 calibration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핵연료 조사시험

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특히, 1985년부터 약 10

여 년 동안 조사 핵연료봉의 시험을 하기 위한 재계장(re-instrumentation) 장비

와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국 : DIDO class의 high flux reactor 개발과 병행하여 고려되었던 

구조재 선정에 주목적을 두고 고속 중성자 분위기에서의 기계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1950년대에는 캐나다 NRX를 활용하고 단순한 계

측 장비를 부착하여 중요 물성중 하나인 크립 조사시험에 주력하 고, 1960년에

는 일련의 creep rupture시험을 수행하 고, 1966년 7년 간의 계장기술개발을 통

하여 고속 중성자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transducer를 개발하기도 하 다. 최

근 UK AEAT의 일부조직은 독일 NUKEM에 흡수되어 네덜란드 HFR(High 

Flux Reactor)과 협력하여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한 기술을 자문해주

고 있다.

◦ 캐나다 : Chalk River 소재 NRU, NRX, Pinawa 소재 WR-1 reactor

로 활용하여 CANDU 발전소 노심 구조재 개발과 관련시켜 조사 조건 하에서 광

범위한 시험을 수행하 다. 특히, CANDU 구조재의 물성에 고속 중성자 조사가 

미치는 향에 관한 시험수행에 주력하고 관련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왔다. 

NRU 후속으로 재료물성 실험이 가능한 IRF(irradiation research facility)를 계획 

중이다.

◦ 노르웨이 : OECD NEA 산하의 HRP(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필요한 기술(IFA rig 및 계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여 2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중심온도 및 열적 특성변화, 출력 및 운전 

mode, 연소도에 따른 FGR 거동, 고체 및 기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핵연료 

swelling, gas sweep을 통한 gas 이동 및 gap 향, 원자로 재료의 조사특성 및 



- 9 -

IASCC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핵연료 조사거동 모델개발 및 검증과 

안전성 해석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HRP에서 개발한 계장기술로

는 LVDT를 기본 장치로 하여 노내조사 시 핵연료길이 신장(fuel stack 

elongation(EF)), 피복관 신장(cladding elongation(EC)), 피복관 내․외경 변화

(cladding profilometry guage(CPG)), 핵연료 중심온도(fuel center temperature 

(ET)), 핵연료봉 압력(fuel rod pressure(PF)) 등 변수들을 on-line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용 노심 계장부품으로는 Gamma Thermometers (G7), 

Subcooling Margin Indicators, Water Level Indicator(WLI), 유속(turbine 

flowmeter) 및 기공도(void) 측정 장치, 재료시험용 노심 계장부품으로 double 

cantilever beam specimens, IASCC 연구를 위한 균열성장감시(crack growth 

monitoring) 기술, 재료 부식(corrosion) 측정기술, 조사 핵연료봉의 시험을 하기 

위해 덴마크 Riso에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재계장 기술개발과 장

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3∼2005년 사이에는 LOCA 조건 하에서의 핵연

료 거동연구를 위한 조사시험 계획을 위해 HRP 참여국들의 요구조건을 파악하

여 조사시험 계획에 반 하고 있다.

◦ 그밖에 네덜란드 Petten에서 운 하고 있는 HFR(High Flux Reactor)

는 45MW 출력의 tank type으로 1957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1961년 11월에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되었다. 그리고, 22년 가동 후 1984년 vessel을 교체하여 계

속 운전 중에 있다. 이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캡슐로는 reloadable standard 

in-core capsule로 Refa, Trio, Quattro, Tetra 등이 있고, HTR 핵연료 조사시험

을 위한 Best, HTR의 graphite 시험을 위한 5종류의 시설과 graphite creep 시험

을 위한 3종류의 시설이 있다. 그리고, LWR fresh 핵연료, pre-irradiated 핵연료

와 BWR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LWR 핵연료의 LOCA 시험을 위한 캡

슐, 재료 시험을 위한 캡슐 등이 있다. 또한, FBR 핵연료와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시설, 핵융합로의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재조사를 위한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Belgonnucleaire, 

BR2/BR3 reactor을 활용한 핵연료/구조재의 피로/크립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

며, 독일의 FRM-II, 스웨덴 R-2 등의 재료 시험로에서는 원자로 재료/핵연료 조

사시험, 중성자 이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국내 개발현황

  국내에서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해서는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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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조사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력

재료용 무계장 및 계장캡슐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원자로 재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재료용 

계장캡슐 내부의 시편배치를 다양화하여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한 원자력재료의 조사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용 캡슐

기술의 개발연구를 1994년 9월부터 중장기 과제로 수행하 다[2.1]. 그 결과로 재

료용 무계장캡슐의 설계/제작 및 조사시험이 성공리에 수행되었으며[2.2-2.5], 재

료용 계장캡슐이 설계/제작되어, ’98년 5월에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성공리

에 수행되었으며, 재료용 계장캡슐을 이용한 재료 조사시험이 계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2.6-2.14].

한편, 국내의 핵연료 개발과 관련한 핵연료 조사시험으로는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CANDU 핵연료 조사, 중수로 핵연료국산화를 위해 카나다 AECL의 

NRU를 이용한 조사시험[2.15], 한.불 공동연구를 통한 프랑스 CEA의 OSIRIS를 

이용한 경수로용 핵연료의 조사시험[2.16]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

과 관련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2.17-2.19], 국내에서 연구로를 이용한 핵연

료의 조사시험은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봉에 대해서 조사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치 기술과 상용로 또는 하나로에서 조사된 핵연료

를 하나로에서 재조사하기 위한 계장기술에 대한 기술 검토가 있었다[2.20]. 그리

고, 2001년 말에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의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까지 3-pin 핵연료 조사시험설비(FTL)를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과

제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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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 및 해석

  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험에 있어서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온도, 압력, 변

형 등)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캡슐

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장캡슐을 개발

하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체는 핵연료용 무계장캡슐과 유사하며, 재료용 계

장캡슐과 유사하게 캡슐 본체 상부에 계장선 인출을 위한 보호관과 안내관이 있

고, 보호관에는 재료용 계장캡슐과는 달리 2개의 스토퍼(stopper)가 보호관 상․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본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을 위해서는 약 2.5개월 조사되므로 캡슐

의 내구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캡슐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노내 조사

기간 중 핵연료봉의 냉각과 유체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 조사공에 향이 없

도록 캡슐의 설계를 최적화하 다.

3.1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

     현재 재료용 무계장캡슐과 계장캡슐,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을 성공리에 개발

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개발하여 왔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개발을 위해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고려

하고, 하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가되는 요구사항

[3.1, 부록 1 참조]에 적합하도록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그림 3.1과 같이 기본설계

하 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단 고정부(bottom 

guide assembly, rod tip과 bottom end plate로 구성됨), 외통, 보호관 및 안내관

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캡슐 상부를 조사공 내에 안정적으로 지

지․고정하기 위하여 보호관 부에 상․하부 스토퍼를 설치하 다.

  OR 조사공에 장전될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CT 또는 IR 조사공에 장전되는 재

료용 계장캡슐과는 달리 2개의 스토퍼(stopper)가 보호관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스토퍼들은 핵연료 조사시험 중 캡슐을 고정하는 기능을 하며, 상부 스

토퍼(upper stopper)는 침니내부지지대, 하부 스토퍼(lower stopper)는 OR 조사

공의 반사체 상부에 고정된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본체 외통, 보호관, 핵연료봉 

어셈블리 및 상․하 end plate 등의 각 부분 치수들은 강제순환식 냉각수 흐름이 

존재하는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이하, 압력강하 

200kPa 이상)을 만족하도록 결정하 다. 또한, 상․하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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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핵연료 어셈블리의 설계는 냉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로(그림 3.1의 

Section 참조)를 확보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장캡슐에는 조사중 핵연

료 온도측정용 열전대와 중성자속 측정용 SPND (self-powered neutron 

detector)가 각각 3 sets가 설치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부품에 대한 주요제원은 표 3.1과 같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총 길이는 로드팁

(rod tip) 하단에서 그래플 헤드(grapple head) 상단까지 약 5m이며, 외통 재질은 

STS316L, 보호관 재질은 STS304, 로드팁 재질은 Zircaloy-4, 상․하부 스토퍼는 

STS304이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경우는 기존의 핵연료용 무계장캡슐과는 달리 캡슐 본체 

상단에 길이가 긴 보호관 및 안내관 등이 추가 설치되므로 재료용 계장캡슐과 

같이 원자로 노내 장전상태에서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름으로 인한 유체유발진

동 및 외부 하중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의 

외통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Al6061 보다 강성이 큰 재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외통 재질(STS316L)에 대한 조사특성(기계적 및 부식 특성)

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 STS316L이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조사기간(2-3 개월) 

동안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재질의 열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통 재질로

서 적합함을 확인하 다[3.2].

그림 3.1. Basic design drawing of an instrumented capsule

                         for fuel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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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부품 및 주요제원

번호 부품명 수량 재료 주요제원

01 Rod Tip 1 Zircaloy-4 길이 105.30 mm

02 Rod Tip Fixture Guide Spring 1 Inconel X-750 wire 직경2.3 mm

03 Bottom End Plate 1 STS 316L 외경 56.0 mm

04 Bottom End Plate Cover Stopper 1 STS 316L

05 Bottom End Plate Cover 1 Al 6061 외경 59.3 mm

06 Rod Tip Fixture Ring 1 Zircaloy-4 외경 17.0 mm

07 Outer Tube 1 STS 316L
외경 56.0 mm,
내경 52.0 mm

08 Lower Support Tube 1 Al 6061
외경 51.6 mm,
내경 46.6 mm

09 Lower Housing 1 STS 316L 외경 51.6 mm

10 Upper Housing 1 STS 316L 외경 51.6 mm

11 Fuel Rod Cooling Block Support Tube 1 STS 304 길이 216 mm

12 Housing Support Rod 3 STS 304 길이 233 mm

13 Housing Nut Spring Washer 3 STS 304

14 Housing Support Rod Fixture Nut 3 STS 316L

15 Fuel Rod End Cap Bottom 3 Zircaloy-4
길이 25.0 mm
외경 9.50 mm

16 Fuel Rod Top Connector 3 Zircaloy-4

17 Fuel Rod Hold-down Spring 3
Inconel X-750
or STS 304

wire 직경 1.60mm

18 Fuel Rod Plenum Spring 3
STS 304 or 
Inconel X-750

wire 직경 0.90mm
free length 55mm

19 Fuel Pellet Spacer 12 Al2O3

20 Fuel Pellet 15 UO2 pellet
경수로용 핵연료

(17×17)

21 Fuel Rod Tube 3 Zircaloy-4
길이 132.15 mm
외경 9.50 mm
내경 8.357 mm

22 Fuel Rod Cooling Block 1 Al 6061
길이 189.0 mm
외경 51.6 mm

23 Fuel Rod Top Connector Nut 3 STS 3016L
길이 21.0 mm
외경 10.0 mm

24 Thermocouple & Seal Tube 3 Inconel 600

25 SPND 3 -

26 Top Instrumented Line Guide Tube 1 STS 316L 길이 315.48 mm

27 Upper Support Tube 1 Al 6061
외경 51.6 mm,
길이 306.48 mm

28 Top End Plate 1 STS 316L
외경 56.0 mm,
길이 117.0 mm

29 Top End Plate Cover 1 Al 6061
외경 57.1 mm,
길이 20.0 mm

30 Top End Plate Cover Fixture Ring 1 STS 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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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번호 부품명 수량 재료 주요제원

31 Top End Plate Connector 1 STS 316L
외경 42.7 mm,
길이 34.5 mm

32 Protection Tube 11 STS 304
외경 42.7 mm,
길이 2637.8 mm

33 Protection Tube Lower Fixture Stopper 1 STS 304 외경 70.0 mm

34 Protection Tube Upper Fixture Stopper 1 STS 304 외경 70.0 mm

35 Protection Tube Upper Fixture Guide 1 STS 304
외경 47.7 mm,
길이 68.2 mm

36
Protection Tube Upper
Fixture Guide Bolt

1 STS 304

37
Protection Tube Upper
Fixture Spring Washer

1 STS 304

38 Junction Tree 1 STS 304

39 Grapple Head 6 STS 304

40 Grapple Head Hanger 6 STS 304

41 Grapple Head Pin 1 STS 304

42 Grapple Head Pin Fixture 1 STS 304

43 Cable Extension Adaptor 1 STS 304

44 Cable Protection Guide 1 STS 304



- 15 -

3.2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핵적 해석

  가. 예비 해석

 2003년 초에 OR 조사공에 장전하여 설계 검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핵

연료용 계장캡슐 기본설계에 대한 예비 핵설계를 수행하 다[3.3, 3.4]. 핵연료용 

계장캡슐 기본설계에서 캡슐 본체부분은 신형 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과 

유사하나 계장설비로 열전대와 SPND가 있다는 것과 무계장캡슐에서 사용했던 

중성자 차단막인 Hf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조사 시험할 때 노

심내 시험 핵연료봉의 회전 방향을 알 수 있어 각 핵연료봉의 보다 정확한 출력 

이력을 알 수 있다.

핵적 예비 해석을 위해 사용한 기본적인 핵연료 캡슐의 모형은 3개의 핵연료

봉이 아래와 위에 각각 위치한 신형 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이다[3.5]. 그

러나, OR 조사공에서 신형 소결체의 조사시험과 같은 핵연료를 사용한다면 초기 

선출력이 높아져 조사시험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Hf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며 초기 선출력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

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핵연료의 농축도를 낮추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선출력을 갖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찾기 위하여 MCNP를 사용하여 계

산하 다.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운전중 예상되는 모든 

제어봉 위치에서 선출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OR4에 

장전될 때 제어봉 위치에 따른 선출력 변화의 특성이 참고문헌 3.5에서 확인되었

으므로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 다. 최대 선출력이 발생하는 제어봉 위치는 350 

mm이며, 모든 계산은 이 제어봉 위치에 있을 때에 대하여 계산하 다. 핵연료봉

의 위치가 아래에 있을 때 최대 선출력이 발생하므로 아래에 위치한 핵연료봉의 

선출력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노심의 출력 조건은 예상되는 조사시험 일자를 

고려하여 30 MW로 설정하 다. 

    1)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 변경에 따른 선출력 변화

       첫 번째 방법은 신형 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을 핵설계할 때 시

도되었으며[3.6], 높은 초기 선출력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3.2

는  참고문헌 3.6의 계산 결과와 추가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얻은 것을 같이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각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경우 특징

  Al   모든 구조재는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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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1   cooling block과 캡슐 외통이 SUS

SUS#2   SUS#1에서 cooling block의 길이 증가 및 유로 면적의 감소

SUS#3   SUS#2에서 핵연료봉의 위치 이동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cooling block과 캡슐 외통의 재질을 Al에서 SUS로 변화

시키면 선출력을 약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유로 면적을 감소시키고 핵연료봉의 

위치를 변화시킨 'SUS#3'의 경우가 최대 선출력이 500 Watt/cm 이하이므로 적

절하다.

그림 3.2. 핵연료용 계장 캡슐의 구조 변경에 따른 선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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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p-Rod#1
Al-Up-Rod#2

Al-Up-Rod#3
Al-Dn-Rod#1

Al-Dn-Rod#2
Al-Dn-Rod#3

SUS#1-Up-Rod#1
SUS#1-Up-Rod#2

SUS#1-Up-Rod#3
SUS#1-Dn-Rod#1

SUS#1-Dn-Rod#2
SUS#1-Dn-Rod#3
SUS#2-Up-Rod#1

SUS#2-Up-Rod#2
SUS#2-Up-Rod#3

SUS#2-Dn-Rod#1
SUS#2-Dn-Rod#2

SUS#2-Dn-Rod#3
SUS#3-Up-Rod#1

SUS#3-Up-Rod#2
SUS#3-Up-Rod#3

SUS#3-Dn-Rod#1
SUS#3-Dn-Rod#2
SUS#3-Dn-Rod#3

    2) 농축도 변화에 따른 선출력 변화

       핵연료의 농축도를 변화시키면 선출력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캡슐 

외통이 SUS이고 upper and lower housing이 SUS인 참고문헌 3.3의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하여 농축도 변화에 대한 선출력 변화를 계산하 으며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핵연료 농축도가 2.0 w/o인 경우가 적절하다.

    3) 토의

       개발하고자 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예비 핵설계에 의하면, 초

기 선출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 으며, 모두 수용 가

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실제로 하나로에서 조사시키는 경우는 하나로 노심 

관리 계산 체계로 노심 연소 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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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경우가 더욱 편리하다. 핵적인 측면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모델은 농축

도를 2.0 w/o로 하는 경우이며, 세부적인 계산 결과는 표 3.2에 나타내었다.

그림 3.3. 농축도 변화에 따른 선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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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w/o-Up-Rod#2
4.5w/o-Up-Rod#3
4.5w/o-Dn-Rod#1
4.5w/o-Dn-Rod#2
4.5w/o-Dn-Rod#3
4.0w/o-Up-Rod#1
4.0w/o-Up-Rod#2
4.0w/o-Up-Rod#3
4.0w/o-Dn-Rod#1
4.0w/o-Dn-Rod#2
4.0w/o-Dn-Rod#3
3.5w/o-Up-Rod#1
3.5w/o-Up-Rod#2
3.5w/o-Up-Rod#3
3.5w/o-Dn-Rod#1
3.5w/o-Dn-Rod#2
3.5w/o-Dn-Rod#3
3.0w/o-Up-Rod#1
3.0w/o-Up-Rod#2
3.0w/o-Up-Rod#3
3.0w/o-Dn-Rod#1
3.0w/o-Dn-Rod#2
3.0w/o-Dn-Rod#3
2.5w/o-Up-Rod#1
2.5w/o-Up-Rod#2
2.5w/o-Up-Rod#3
2.5w/o-Dn-Rod#1
2.5w/o-Dn-Rod#2
2.5w/o-Dn-Rod#3
2.0w/o-Up-Rod#1
2.0w/o-Up-Rod#2
2.0w/o-Up-Rod#3
2.0w/o-Dn-Rod#1
2.0w/o-Dn-Rod#2
2.0w/o-Dn-Rod#3

표 3.2 농축도 2.0w/o의 핵연료에 대한 선출력

Up Down

위치 W/cm fsd 위치 W/cm fsd

Rod-1

10.5

11.5

12.5

13.5

14.5

평균

324.82

268.09

264.87

291.12

279.35

285.65

0.0393

0.0412

0.0407

0.0428

0.0438

10.5

11.5

12.5

13.5

14.5

평균

493.74

489.01

490.48

509.18

508.91

498.26

0.0315

0.0329

0.0324

0.0307

0.0307

Rod-2

10.5

11.5

12.5

13.5

14.5

평균

296.88

279.44

271.40

267.80

274.56

278.01

0.0413

0.0412

0.0425

0.0419

0.0428

10.5

11.5

12.5

13.5

14.5

평균

429.94

416.69

410.27

426.38

447.59

426.17

0.0337

0.0346

0.0347

0.0346

0.0332

Rod-3

10.5

11.5

12.5

13.5

14.5

평균

315.40

291.89

264.11

272.73

277.85

284.40

0.0398

0.0397

0.0409

0.0403

0.0411

10.5

11.5

12.5

13.5

14.5

평균

424.50

449.05

441.16

452.71

472.34

447.95

0.0344

0.0342

0.0336

0.0338

0.0319

전체 평균 선출력

전체 최대 선출력

282.69

324.82

457.46

509.18



- 18 -

    나. OR5에 위치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선출력 변화 및 발열량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개발을 위하여 앞에서 예비 핵설계를 수행하여 핵

연료 농축도를 2.0 w/o로 결정하 다[3.7]. 그리고, OR 조사공의 이용 계획에 따

라 참고문헌 [3.8]에서 가정한 OR4에서 OR5로 변경되었고 캡슐 구조가 조금 변

경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하 다. 여기서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성능시험 시기를 고려하여

- 하나로 노심 장전모형 : 현재와 같은 완전 장전 노심

- 하나로 노심출력 : 30 MW

- 계장캡슐 조사공 : OR5

으로 가정하 다. 참고문헌 [3.8]과는 달리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3개의 핵연료봉

이 위(축방향 핵연료 소결체의 중심이 +12.5 cm)에 위치한 형태이다. 핵연료 소

결체 내에 온도 측정을 위하여 열전대가 전체 소결체의 절반까지 삽입된 것이 

선출력 관점에서 이전과 큰 차이점이다. 노심 장전 모형은 현재와 같은 완전 장

전 노심이고 노심 출력은 예상되는 조사 시험 일자를 고려하여 30 MW로 설정

하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계산 모델은 열전대 및 SPND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축방향 모델은 그림 3.4과 같다.

캡슐 내에 위치한 핵연료봉 위치에 따라 핵연료봉 출력이 변하므로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때 핵연료봉 위치가 중요하다. 핵연료봉 위치는 조사 시험할 때 조절

할 수 있으므로 그림 3.5의 모델과 같이 핵연료봉이 장전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장전하여 조사 시험하는 경우 노심 연소에 의해 제어

봉 위치가 변화한다. 운전중의 평균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어봉 높이를 

평균적인 제어봉 높이(450 mm로 추정)로 계산하 다. 선출력에 대한 결과는 표 

3.2과 같이 각 소결체 단위로 나타내었다[3.9]. 핵연료가 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봉 위치가 높아지면 선출력이 증가한다. 보다 자세한 계산

은 HELIOS에 의한 핵자료 생산 및 VENTURE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

직 계산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분석을 할 때 수행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선출력 분석에 대한 경험으로 최대 선출력이 500 Watt/cm를 넘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발열량은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전체 발열량을 계산

하 다. 필요한 위치에 대한 결과를 표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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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축방향 MCNP 모델

                  그림 3.5. OR5에 장전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횡방향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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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사 시험 핵연료의 선출력 (조사 위치: OR5, 핵연료 농축도: 2.0 w/o)

위치

(cm)

rod-1 rod-2 rod-3

W/cm fsd W/cm fsd W/cm fsd

10.5 323.29 0.0260 309.62 0.0275 335.57 0.0264
11.5 294.65 0.0283 283.54 0.0281 312.44 0.0273
12.5 282.52 0.0285 277.58 0.0295 305.17 0.0286
13.5 258.69 0.0283 283.15 0.0286 295.49 0.0290
14.5 270.49 0.0280 295.75 0.0282 323.67 0.0278
평균   285.93   289.93   314.47

전체 평균

전체 최대

  296.77

  335.57

  표 3.4 각 구성 재질의 발열량 (Watt/gm)

     1) 각 구성품의 발열량

구성품
rod-1 rod-2 rod-3

발열량 fsd 발열량 fsd 발열량 fsd

BTM End Cap 2.26 0.0426 1.95 0.0487 1.97 0.0549
BTM Spacer 1.41 0.0477 1.20 0.0574 1.20 0.0554
Top Spacer 1.16 0.0562 0.86 0.0618 0.94 0.0595
Top Spring 1.10 0.0359 1.02 0.0411 1.06 0.0432
Top End Cap 1.05 0.0525 1.05 0.0629 1.12 0.0747

 

     2) 핵연료봉 피복관에서의 발열량

위치(cm)
rod-1 rod-2 rod-3

발열량 fsd 발열량 fsd 발열량 fsd

8.40 2.15 0.0573 1.80 0.0460 1.83 0.0728

8.99 2.05 0.0351 1.80 0.0400 1.87 0.0459

10.00 2.00 0.0374 1.69 0.0397 1.84 0.0428

10.98 1.96 0.0652 1.63 0.0391 1.78 0.0558

11.97 1.82 0.0407 1.60 0.0660 1.74 0.0408

12.95 1.74 0.0754 1.47 0.0365 1.61 0.0380

13.93 1.67 0.0423 1.53 0.0393 1.60 0.0416

14.92 1.73 0.1127 1.42 0.0519 1.41 0.0419

15.92 1.39 0.0194 1.29 0.0227 1.33 0.0229

23.98 1.07 0.0515 1.01 0.0613 1.17 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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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핵연료 중심온도 및 핵연료봉 내압 평가

      핵연료용 계장캡슐 내에 설치되는 핵연료봉 조립도는 그림 3.6과 같고, 

주요 특성은 아래와 다음과 같다.

소결체 (경수로용 소결체와 동일, 단 UO2 농축도는 2 w/o U-235) :

길이 9.83 mm, 직경 8.192 mm

핵연료 피복관 (경수로용 피복관과 동일) :

외경 9.50 mm, 내경 8.357 mm, 길이 132.15 mm

plenum 부피 3959.62 mm
3 
: (1) + (3) + (5) - (2) - (4)

(1) bottom endcap의 내부가공부분의 부피

(2) 알루미나, UO2 소결체, plenum spring의 부피

(3) (2)에 해당하는 피복관(길이 119.15mm)의 내부부피

(4) top endcap의 내부가공부분의 부피

(5) T/C의 부피

핵연료봉 내부 He 가스 압력 : 1 bar 또는 2 bar

그림 3.6과 같은 핵연료봉에 대해 앞의 표 3.5의 핵연료 최대 선출력 335.57 

kW/cm로 약 3,000 MWD/kgU까지 연소될 때 핵연료의 온도(핵연료봉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온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3.10, 3.11]. 이 때, 핵연료봉의 

초기 He 가스 내압은 1 또는 2 기압으로 고려하 다. 그 결과는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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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He(100%) 1bar 일 때의 온도분포

                 Day

   Parameter
0 0.5 1 2 5 10 15

Avg. Burnup(MWd/kgU) 0.00 0.04 0.07 0.14 0.36 0.71 1.07

Temperature(℃)

- Coolant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Clad Surface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 Clad Inside 126.35 126.35 126.36 126.36 126.36 126.36 126.36

- Pellet Surface 374.90 374.93 374.99 375.14 375.64 376.49 377.34

- Centerline 1077.75 1077.48 1077.29 1076.95 1076.00 1074.49 1073.01

Avg. Temperature(℃)

- Clad 102.17 102.17 102.17 102.17 102.17 102.18 102.18

- Pellet 691.15 691.06 691.03 691.01 690.99 691.01 691.04

Rod Internal Pressure(Bar) 1.12 1.12 1.12 1.11 1.11 1.11 1.11

                 Day

   Parameter
20 25 30 35 40 45

Avg. Burnup(MWd/kgU) 1.43 1.79 2.14 2.50 2.86 3.22

Temperature(℃)

- Coolant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Clad Surface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 Clad Inside 126.36 126.36 126.36 126.36 126.36 126.36

- Pellet Surface 378.17 378.98 379.77 380.54 381.29 382.01

- Centerline 1071.53 1070.05 1068.55 1067.04 1065.52 1063.98

Avg. Temperature(℃)

- Clad 102.18 102.18 102.18 102.18 102.18 102.18

- Pellet 691.05 691.05 691.03 690.99 690.94 690.86

Rod Internal Pressure(Bar) 1.11 1.11 1.11 1.10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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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He(100%) 2bar 일 때의 온도분포

                  Day

   Parameter
0 0.5 1 2 5 10 15

Avg. Burnup(MWd/kgU) 0.00 0.04 0.07 0.14 0.36 0.71 1.07

Temperature(℃)

   - Coolant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Clad Surface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 Clad Inside 126.35 126.35 126.35 126.36 126.36 126.36 126.36

   - Pellet Surface 348.90 348.94 349.01 349.17 349.65 350.46 351.26

   - Centerline 1030.20 1029.96 1029.78 1029.45 1028.48 1026.90 1025.33

Avg. Temperature(℃)

   - Clad 102.17 102.17 102.17 102.17 102.17 102.17 102.18

   - Pellet 655.00 654.94 654.92 654.90 654.86 654.82 654.77

Rod Internal Pressure(Bar) 2.23 2.23 2.23 2.23 2.23 2.22 2.22

                  Day

   Parameter
20 25 30 35 40 45

Avg. Burnup(MWd/kgU) 1.43 1.79 2.14 2.50 2.86 3.22

Temperature(℃)

   - Coolant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Clad Surface 78.00 78.00 78.00 78.00 78.00 78.00

   - Clad Inside 126.36 126.36 126.36 126.36 126.36 126.36

   - Pellet Surface 352.03 352.79 353.52 354.22 354.91 553.57

   - Centerline 1023.75 1022.15 1020.55 1018.92 1017.28 1015.62

Avg. Temperature(℃)

   - Clad 102.18 102.18 102.18 102.18 102.18 102.18

   - Pellet 654.71 654.63 654.53 654.40 654.26 654.08

Rod Internal Pressure(Bar) 2.22 2.22 2.22 2.22 2.2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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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핵연료봉 조립도(부품번호; 부품명)

     12; endcap bottom, 13; top connector, 15; plenum spring,

     16 & 16-1; spacers(alumina), 17-1&17-2; UO2 pellet, 18; cladding,

     20; top connector nut, 38; seal tube, 39; thermocouple



- 25 -

3.3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건전성 및 열적 해석

  가. 구조건전성 해석

      핵연료의 조사특성 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에 사용될 핵연료용 계장캡슐

은 하나로 노심 내 조사공에서 핵연료 조사시험 기간동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좌굴 및 충격 안전성 등 구조적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

용 계장캡슐 내에 설치되는 핵연료봉의 조사시험 중 안전성 확인도 반드시 필요

하다.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을 만족하고, 지진응답해석 결과[3.11, 

3.12]를 기초로 내진 안전성이 확인된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를 대상으로 좌굴 

안전성 평가와 노심에서의 장∙탈착 또는 조사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

중에 대한 구조 건전성 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장착되는 

핵연료봉의 안전성 해석도 검토하 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3.13].

-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좌굴안전성은 캡슐과 보호관이 구조적인 안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하중인 임계좌굴하중을 기초로 평가되었다. 하나로 노심 조사

공에 장전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작용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취급도구

(handling tool)의 자중과 작업자의 고정힘 등을 포함하여 약 1kN 정도이며, 이 

힘은 임계좌굴하중(7.5kN) 보다 훨씬 낮은 값이므로 계장캡슐의 좌굴에 대한 구

조적 안전성이 확보된다.

- 하나로 노심 내에 장․탈착 시 그리고 조사시험 중 캡슐에 작용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건전성 해석을 수행하 다. 보호관의 최

상부에 4.6msec동안 수직 충격 단위하중이 작용될 때 캡슐에 대한 최대 허용 수

직충격하중은 60.5kN이었으며, 좌굴안전성이 유지되는 한계하중인 임계좌굴하중 

하에서 최대응력은 보호관 부위에서 20.4MPa로 균일하게 얻어졌다. 또한, 보호관

에 설치된 상․하부 스토퍼의 중앙에 수평 충격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의 최대수

평응력은 최하단 로드팁에서 0.4MPa로 발생하 다. 이상의 충격 해석결과로부터 

최대허용하중 및 발생응력 들은 실제 작용하중 또는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므로, 계장캡슐의 충격안전성이 확보된다.

- 계장캡슐 내부에 장전되는 핵연료봉에 대하여 내․외압차 및 냉각수압

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 으며, 얻어진 최대응력(=3.1MPa) 및 좌굴응력

(43.3MPa)은 각각의 강도평가 기준을 만족하 다. 또한 소결체 연소에 따른 핵연

료봉 내압(=0.4MPa)은 핵연료봉 자체의 파열압력(=63.4MPa) 보다 훨씬 작은 값

을 나타내므로, 조사시험 중 핵연료봉 내압의 증가에 대한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 26 -

확보된다.

-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에서 피복관 내부에 장입된 소결체는 중성자 

환경에서 핵분열반응에 의해 많은 양의 열이 발생되므로, 캡슐 내의 핵연료봉에 

대한 온도분포 및 응력을 검토하여 계장캡슐의 온도 및 안전성을 확인하 다. 온

도해석은 이론해석 및 ANSYS의 유한요소해석(FEA)을 통하여 수행하 다. 이때 

핵연료봉의 온도분포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인 소결체의 열전도도, 소결체와 피

복관사이 간격(gap)에서의 열전도도, 피복관 외면에서의 열전달계수, 그리고 중성

자 조사에 의한 UO2의 열전도도 변화, 간격에 채워지는 기체의 온도에 의한 열

전도도 변화 및 냉각수의 특성(열전도도, 속도, 도, 점도) 등을 고려하 다. 유

한요소해석에서는 핵연료봉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1/4 모델링하고, 피복관 외면에

는 대류경계조건, 그리고 피복관과 소결체의 간격(gap)에 대해서는 전도만을 고

려하 다. HANARO 출력이 30MW이고, 소결체의 농축도가 2.0w/o인 경우, 평균 

및 최대 선출력(29.677과 33.557kW/m)에서의 핵연료봉에 대한 온도해석 결과를 

아래 표 3.7에 정리하 다. 온도해석 결과를 기초로 핵연료봉의 최대 열응력을 

검토하여 조사시험 중 핵연료봉의 안전성을 확인하 다. 표 3.7의 선출력에 따른 

핵연료봉 피복관 반경방향으로의 최고온도차(ΔT=40.56
o
C와 45.77

o
C)에 의한 열

응력 강도 Pe는 각각 38.3MPa 및 45.1MPa로서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의 강도평가기준(Pm+Pet<3Sm, Sm=154.6MPa)을 만족하 다.

이상의 해석결과를 기초로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조사시험 중 안전성을 확인하

고,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탈착 시는 물론 조사시험동안의 구조건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표 3.7. 핵연료봉 전체 및 최고 온도부분의 온도해석 결과

소결체 

선출력

(kW/m)

열발생

도

(W/m
3)

계산

프로그램

소결체

중심온도

(
oC)

소결체

표면온도

(
oC)

Cladding

내면 최고

온도(oC)

Cladding 내면 최고

온도부분의 Cladding

외면 온도(oC)

29.677

(전체평균)
563×106

ANSYS 1227.00 503.18 104.03 63.47

이론해석 1233.60 501.84 107.78 63.45

33.557

(전체최대)
637×106

ANSYS 1433.00 549.85 112.35 66.58

이론해석 1428.71 548.10 116.69 66.53

  나. 열적 거동 해석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되어 다양한 핵연료의 성

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사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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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로와의 양립성 및 구조건전성이 입증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온도 

및 열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유한요소 및 이론해석으로부터 핵연료봉에 대한 각 경계면에서의 온도

를 평가하 다. 고려한 소결체의 선출력(=29.677 및 33.557kW/m)들에 대하여 계

산된 소결체의 중심온도를 용융온도와 비교함으로서, 소결체의 고온 건전성을 확

인할 수 있다.

- 핵연료봉 내의 소결체를 감싸고 있는 피복관의 고온 건전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피복관 내․외면의 온도분포를 평가하 다. 장입된 소결체들의 중앙부

에서 최고온도가 나타나며, 내면에서는 각각 104.03
o
C와 112.35

o
C이었다. 피복관 

내면의 최고온도 발생점에 상당하는 외면의 온도는 각각 63.47 및 66.58
o
C로서, 

하나로의 안전 제한조건인 Onset of nucleate boiling(ONB) 온도조건(125
o
C 이

하)을 만족한다.

- 핵연료봉의 전체 구조상 가장 취약부라고 할 수 있는 상․하 end cap

부에 대한 온도계산을 수행하 다. 하단 end cap(bottom end cap)과 피복관의 

접촉부에서 피복관 내․외면 온도차는 선출력에 따라 각각 8.77
o
C 및 9.48

o
C이다.

- 최고온도 발생부에서 피복관의 응력강도(stress intensity, Pe)는 소결

체 선출력에 따라 38.3MPa 및 45.1MPa이다. 하단 end cap과 피복관 접촉면에서 

피복관의 응력강도(Pe)는 각각 35.0MPa과 38.5MPa이다. 피복관의 최대 열응력

(Pe) 및 하단 end cap부 피복관의 열응력(Pe), 핵연료봉 내압에 의한 막응력(Pm) 

그리고 냉각수압에 의한 좌굴응력(Pcr) 들의 조합은 ASME Code의 강도평가 기

준을 만족한다.

- 핵연료봉 길이방향의 최대 열변위 값은 최대 0.04mm 그리고 반경방향

으로의 최대 열변위도 0.002mm로서, 열변형에 의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 어셈블

리 부품들 간의 간섭 또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상에서 얻어진 열 및 기계적 해석결과들을 기초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조

사시험 중 안전성을 확인하 고, 추후 캡슐 설계 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소결체의 조사온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를 검토할 수 있다.



- 28 -

제 4 장 핵연료용 계장캡슐 노외시험 및 제작

4.1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 제작

    현재까지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과 계장캡슐,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을 

성공리에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고려하

고, 하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가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그림 4.1과 같이 설계하 다. OR 조사공

에서 조사시험될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CT 또는 IR 조사공(내경=60mm)에서 시

험되는 재료 계장캡슐과는 달리 2개의 스토퍼(stopper)가 보호관 상․하부에 설

치되어 있다. 이 스토퍼들은 시험 중 캡슐을 고정하는 기능을 하며, 상부 스토퍼

(upper stopper)는 침니내부지지대 그리고 하부 스토퍼(lower stopper)는 OR 조

사공의 반사체 상부에 고정된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각 부분 치수들은 강제순

환식 냉각수 흐름이 존재하는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이하, 압력강하 200kPa 이상)을 만족하도록 결정하 다. 또한 상․하 엔드 플레

이트(end plate)와 핵연료 어셈블리의 설계는 냉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로

(그림 4.1의 Section 참조)를 확보하도록 하 다. 그리고, 본 모의 계장캡슐에는 

핵연료 온도측정용 열전대와 중성자속 측정용 SPND (self-powered neutron 

detector)가 각각 3 sets가 설치되도록 하 다.

  그림 4.2는 제작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의 부품 및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본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은 하단 고정부(bottom guide assembly, rod tip과 

bottom end plate로 구성됨), 외통, 보호관 및 안내관의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지며, 캡슐 상부를 조사공 내에 안정적으로 지지․고정하기 위하여 보호관 부에 

상․하부 스토퍼를 설치하 다. 총 길이는 로드팁(rod tip) 하단∼그래플 헤드

(grapple head) 상단까지 4949.00mm이며, 보호관의 재질은 STS304, 로드팁은 

Zircaloy-4, 상․하부 스토퍼는 STS304이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경우는 기존의 

핵연료용 무계장캡슐과는 달리 캡슐 본체 상단에 길이가 긴 보호관 및 안내관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노내 장전상태에서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름으로 인한 유체유발진동 및 외부 하중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의 외통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Al6061 보다 강성이 큰 

재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외통 재질(STS316L)에 대한 조

사특성(기계적 및 부식 특성)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 STS316L은 계장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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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동안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재질의 열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

통 재질로서 적합함이 확인되었다[4.1].

그림 4.1. Design drawing of mockup instrumented capsule

                                 for fuel irradiation test.

그림 4.2. 핵연료 조사용 모의 계장캡슐 부품 및 조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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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기중 진동시험

    핵연료용 및 재료용 캡슐의 정상운전중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노심부

근에서의 캡슐과 조사공과의 변위는 하나로 노심 내에서 실험에 의해 직접 구하

기 어렵기 때문에 노외시험을 통하여 해석적 방법에 의하여 변위를 평가하 다

[4.2].

제작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이용한 공기중 진동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될 계장캡슐의 고정방법을 고려하여 침니내부지지대, 

반사체 및 OR 하부 bayonet를 모사할 수 있는 지그를 설계/제작하 다. 그리고, 

이들을 ENG. Lab. 시설의 H-beam에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침니내부지지대, 반

사체 상부 및 OR 하부 bayonet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그를 설치하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그림 4.3과 같이 고정하 다. 그리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 

구조물에 진동계측기를 부착하고, 충격가진법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실험를 수행하

다.

제작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고, 생선된 유

한요소 모델에 대해서는 충격가진법을 이용한 고유진동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한 공기중 구조물의 동특성 시험자료와 실험

식을 이용하여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의 정상운전 상태 및 최악의 운전상태에

서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 구조물의 최대 발생변위를 계

산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4.2].

- 유한요소해석에서 가정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 구조물에서 유동관

과 캡슐 본체상부가 접하는 부분의 경계조건은 충격가진법을 이용한 진동실험을 

통하여 힌지 조건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 구조물의 공기중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1차, 

2차 및 3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17.5Hz, 33.8Hz 및 40.4Hz이며, 충격가진범을 이

용한 자유진동실험으로부터 1차, 2차 및 3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19.5Hz, 34.7Hz 

및 37.5Hz이다.

- 하나로 정상운전조건(U=0.3m/sec)에서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핵연

료용 모의 계장캡슐 구조물의 최대변위는 중간부분에서 1차 고유진동에 의해 

0.073mm, 하단부 끝단에서 0.262mm이고, 가혹한 운전조건(U=0.8m/sec)에서 최

대변위는 중간부분에서 0.548mm, 하단부 끝단에서 1.97mm이다. 그러므로, 하단

부에서의 최대 변위값으로부터 캡슐 하단부의 설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설계개선된 캡슐 하단부를 제작한 후 진동시험으로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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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 운전 및 가혹한 운전 조건 하에서도 핵연료용 계장캡슐 구조물의 진동

과 관련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함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3. Photograph of fixed mockup instrumented for fuel irradiation test.

4.3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하단부품 설계개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이용한 공기중 진동시험 결과, 계장캡슐 하단부

(botton guide)에서의 최대 변위가 1.97mm로 나타나 그림 4.4와 같은 하단부는 

하나로 OR 조사공에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장전되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유체

유발 진동에 의해 계장캡슐 하단부의 rod tip 부위와 OR 조사공 하단 bayonet 

부에 마모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OR 조사공 하단 bayonet 부와 계장캡슐 하단부의 설계를 검토하

여 rod tip 끝부분의 구조를 변경하고, rod tip에 스프링을 추가하 다[4.3]. 이는 

그림 4.5와 같이 하단부의 rod tip 부위가 OR 조사공 하부 고정 bayonet 부에 접

촉되도록 하여 진동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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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존 하부구조 

그림 4.5. 설계개선 하부구조

  계장캡슐 하단부 rod tip에 추가되는 spring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압축코일 스프링의 유효감김수(number of active coils)는 다음 식(1)과 같이 

표시된다.

n =
Gd

4
δ

8D 3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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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소선의 직경, δ는 처짐, D는 평균코일직경, P는 작용하중, G는 횡

탄성계수(modulus of rigidity)이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spring constant) k는 다

음 식(2)와 같이 표시된다.

k =
P
δ
=

Gd 4

8nD 3
(2)

여기서, d는 소선의 직경, n은 유효감김수(number of active coils), D는 평균코

일직경, G는 횡탄성계수(modulus of rigidity)이다. 사용 재료는 재료용 계장캡슐

의 bottom guide assembly에 사용된 spring과 동일하며, 이 재료의 횡탄성계수

(modulus of rigidity), G는 spring 제작 후 수행한 성능시험결과로부터, 약 

6000kg/mm2이었다. 위의 계산식들에 설계된 스프링의 치수들로부터 유효감김수 

= 8.5, 스프링 상수 = 1.2kg/mm이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총 길이는 기존의 계장캡슐과 동일하고 OR 고정장치가 

상부 스토퍼(protection tube lower fixture stopper)를 고정하므로, 기존의 하단고

정부(bottom guide assembly)를 사용한 캡슐에 대한 구조해석결과를 기초로 하

단고정부의 설계를 개선한 본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적 건전성은 확보된다.

  또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단고정부에 rod tip fixture guide spring을 설치

함으로서 OR 조사공에 장전시 로드팁(rod tip)이 수직방향으로 약 4.9mm까지 움

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설계된 rod tip fixture guide spring의 착높이까지 작용

될 수 있는 최대하중은 39.6kg이다. 따라서 조사공 하부의 receptacle로부터 전달

되는 수직방향의 진동을 흡수하므로, 하단고정부에 대한 설계 개선방안은 본 핵

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4종류의 rod tip fixture guide spring을 제

작하여 spring 압축길이에 따른 하중값을 측정하 다. 측정된 하중값과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고정시 장전하중과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spring의 최종 치수를 결정

하 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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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핵연료용 계장캡슐 노외시험

 설계개선된 하단부의 부품이 장착된 핵연료용 모의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조

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에서 압력강하, 진동시험 및 5.3일간의 내구성시험을 통

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 다.

가. 압력강하 실험[4.6]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진동 및 내구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캡슐이 시험공에 장전된 상태에서 유량에 따른 차압 관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유량-차압 관계를 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동에 있는 조

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을 이용하 다.

1) 실험장치

        조사시험용 캡슐의 노외실증시험을 위해 하나로 half-core 형상의 조사

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과 캡슐의 차압측정 및 장탈착시험을 주로 하는 아크릴시

험장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캡슐 한개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크릴로된 

노외시험장치를 이용한다. 이 장치는 유량을 임의로 변화시키면서 유량에 따른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펌프속도를 가변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장

착해 놓았기 때문에 유량 변화에 따른 차압 측정 실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핵연료용 무계장캡슐, 재료용 계장캡슐 및 크립캡슐 등의 차압측정과 

장탈착시험을 아크릴시험장치에서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대상인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부에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

에 캡슐 상부를 고정하여야 하는데 아크릴시험장치에는 캡슐상부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나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노외실증시험에 이용되는 조사

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차압 측정실험을 하 다. 이 

노외시험시설에서 수행된 유량-차압 측정 실험에 대한 개략적인 diagram은 그림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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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의 유동 흐름도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은 단일 캡슐의 차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 

시설에서 차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dummy fuel과 유량측정용 

dummy fuel을 별도로 제작하여 유동관에 장착한 후 유동관별 유량 및 차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하나로 시운전시 노심에 핵연료를 장전하기 전

에 수행한 적이 있다.[4.7,4.8]

2) 실험 순서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이하 노외시험시설)을 이용하여 OR유동관에

서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유량측정용 dummy fuel

을 장착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외시험시설 노

심에서의 유량을 부분별로 측정한 후 OR공에서의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이 노외시험시설은 노심이 하나로의 half-core 형상을 하고 있으며 유동관 20

개와 48개의 gap hole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치의 완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하나

로의 1/2 용량의 펌프와 모든 유동관을 사용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현재는 2개의 육각유동관과 1개의 OR 유동관만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17개의 유동관과 48개의 갭홀을 plugging해 놓았기 때문에 유동

이 형성될 경우 막아 놓은 65개의 pulg를 통해 leak가 발생되는 것이 측정되었

다. 따라서 노외시험시설에서 유량 변화에 따른 차압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dummy 핵연료를 장착한 상태에서 노심에서 발생되는 leak 유량을 먼저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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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OR유동관에서의 유량-차압관계를 구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4.7과 같다. 

1. 육각유동관에서의 유량-차압 측정

- Dummy fuel 장전

- 아크릴 노외시험장치 이용

2. 노외시험시설의 leak 유량-차압 측정

- 노외시험시설의 CT/IR공만 사용

- OR공 plugging

- 육각 dummy fuel 장전

3. 전체 유량-차압 측정

- 노외시험시설의 CT/IR공과 OR공 1개 사용

- CT/IR공에 dummy fuel 장전

- OR공에 핵연료용 계장캡슐 장전

4. OR공에서의 유량-차압 산정 

- 10% by pass 유량 측정

- CT/IR공에서의 유량 산정(그림 3의 fitting식 이용)

- 노외시험시설의 유량 산정(그림 4의 fitting식 이용)

그림 4.7. 실험 순서도

3) 육각유동관에서의 유량-차압 측정

        육각유동관에 하나로에서 사용되는 dummy fuel을 장전한 상태에서 유

량 변화에 따른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크릴 실험장치를 이용하 다. 측정 결

과는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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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육각유동관-dummy fuel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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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외시험시설의 leak 유량-차압 산정

        육각유동관에 dummy fuel을 장전한 상태에서의 유량-차압 관계를 이용

하여 노외시험시설의 2개의 육각유동관에 dummy 핵연료를 장전한 상태에서 측

정한 유량-압력 관계는 표 4.1과 같으며 이 결과로부터 구한 노외시험시설의 

leak량은 그림 4.9와 같다.

표 4.1. 노외시험시설 내부 leak 유량

차압

MPa

전체유량

m3/hr

육각유동관

m3/hr

By-pass 

m3/hr

노외시험시설 

leak 량 비 고

m
3
/hr kg/s

261 245.26 161.45 25 58.81 16.33

246 228.14 153.61 23 51.53 14.31

209 208.84 141.84 21 46.00 12.78

176 188.87 133.07 19 36.80 10.22

139 172.99 122.94 17 33.05 9.18

102 147.85 109.04 15 23.81 6.61

79 128.24 96.93 13 18.31 5.09

58 108.59 82.67 11 14.92 4.14

40 88.67 67.52 9 12.15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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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노외시험시설 내부의 leak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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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유량 및 차압 측정

        표 4.1에서와 같은 노외시험시설에서의 압력별 leak 유량을 기준으로 하

여 OR유동관에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장전한 상태에서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을 

측정하 다. 진동실험을 하기 위해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2축가속도계 센서를 부

착해야 하는데 이 센서를 장착한 상태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유량-차

압 관계는 표 4.2와 같으며 그림 4.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2. OR에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장전된 경우의 유량

OR유동관 

유량
가속도계  

없는 경우

차압(MPa)

가속도계  

있는 경우

차압(MPa)

전체유량

m
3
/hr

육각유동관

m
3
/hr

By-pass 

유량

m
3
/hr

Leak 

유량

m
3
/hrkg/s m

3
/hr

10.48 37.74 261 324 258 161 0 58.81

10.24 36.86 246 310 269 155 27 51.53

9.49 34.16 209 269 247 142 25 46.00

8.65 31.13 176 226 225 133 23 36.80

7.50 27.02 139 174 204 123 21 33.05

6.15 22.16 102 123 173 109 17 23.81

5.21 18.76 79 93 150 97 15 18.31

4.28 15.41 58 68 126 83 13 14.92

3.43 12.34 40 50 102 68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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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핵연료계장캡슐의 차압비교(OR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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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동 측정 실험 자료

        그림 4.10에 있는 유량-압력 선도의 fitting 수식에 따라 진동측정 실험

에 사용된 40%∼120% 유량에 대한 캡슐에서의 차압 결과는 표 4.3과 같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가속도계를 부착하는 경우 유량이 약 1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4.3. 진동 측정 실험에 사용된 유량-차압 

유량

% rate

가속도계 없는 경우

(실험 1)

가속도계 있는 경우

(실험 2)

가속도계 있는 경우
(실험 3 : 실험1과 
같은 압력 조건)

유량(kg/s) 차압(MPa) 유량(kg/s) 차압(MPa) 유량(kg/s) 차압(MPa)

40 3.80 49 3.80 57 3.35 49

50 4.75 66 4.75 80 4.19 66

60 5.69 87 5.69 107 5.02 87

70 6.64 113 6.64 140 5.87 113

80 7.59 142 7.59 178 6.70 142

90 8.54 176 8.54 221 7.54 176

100 9.49 213 9.49 269 8.38 213

110 10.44 255 10.44 322 9.22 255

120 11.40 300 11.40 381 10.0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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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진동시험

        하나로에 조사시험물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동시험을 수행하여 

순환수에 의해 과도한 유체기인진동(fluid induced vibration)이 발생하지 않는지

의 여부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4.9-4.12].

본 시험에서는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 설계 제작된 계장캡슐에 

대한 수중 진동시험[4.13]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제작된 계장캡슐을 이

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 다. 

1) 수중 진동시험 방법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진동시험은 연구소의 엔지니어링동에 설

치된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에서 수행하 으며, 순환수 유동에 의해 계장캡

슐에 발생하는 진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계장캡슐을 조사설비 설계검

증 시험시설의 OR공에 장전한 상태에서 순환수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유체기

인진동시험을 실시하 다.

계장캡슐의 유체기인진동시험은 설계유량(9.49kg/s)의 40%부터 120%까지 10%

씩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이때 설계유량은 209kPa의 압력강하를 유

발하는 유량을 말하며,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압력강하시험을 통해 구하 다

[4.6].

진동시험시 순환수에 의해 계장캡슐 보호관에 발생하는 진동을 계측하기 위하

여 보호관에 4개의 수중용 가속도계를 설치하 으며, 또한 계장캡슐 내부의 진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중용 소형 2축가속도계를 계장캡슐 내부에도 설치하

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2는 순환수에 의한 계장캡슐 진동을 계측하기 위한 장비 구성도를 나

타내고 있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부착된 가속도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가속도계 power supply를 통해 전압신호로 변환되며, 가속도계 위치의 진동 가

속도에 비례하는 전압 신호를 DAT recorder에 저장한 후, 신호분석기(signal 

analyzer)를 이용하여 진동신호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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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계장캡슐의 가속도계 설치 위치

그림 4.12. 계장캡슐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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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신호 분석

  가) 시간 역 분석

          계측된 진동신호에 대한 시간 역 분석을 통하여, 계측된 진동의 수

준(크기)을 대표하는 최대진폭과 RMS 값을 구하 다. 가속도신호로부터 변위신

호를 구하기 위해 가속도신호를 주파수 역으로 변환한 후, 각각의 주파수별 크

기에 가중치(1/(2πf)
2
,f: 주파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역푸리에(Inverse 

Fourier) 변환하여 변위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4.14].

그림 4.13은 가속도계에서 계측된 6개 위치의 가속도 및 변위 신호의 최대진폭

과 RMS 값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3 (a)에서 가속도의 최대진폭을 

살펴보면 계측한 6개 측정 위치 중에서 가속도의 최대진폭은 A3위치에서 

12.04m/s
2
이며, 원자로구조물의 진동 허용기준[4.15]으로 설정된 가속도 18.99m/s

2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속도신호의 크기가 규칙

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13. 계장캡슐에서 계측된 진동신호의 최대진폭과 RMS값

그림 4.13 (c), (d)를 관찰해 보면 A1∼A6 위치에서 계측된 변위의 최대진폭은 

0.012∼0.166mm, RMS는 0.003∼0.042mm 사이의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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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캡슐 내부(A5와 A6 위치)의 변위 수준이 보호관(A1∼A4 위치)의 변

위 수준보다 낮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진폭 및 

RMS 값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나) 주파수 역 분석

           핵연료용 계장캡슐과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의 침니구조물에 

대한 모달시험(modal testing)을 수행하여 계장캡슐과 침니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를 구하 다. 또한 계측된 진동신호에 대한 주파수분석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

캡슐에 발생하는 유체기인진동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 다.

표 4.4는 모달시험을 통해 구한 계장캡슐과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 침니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7.5Hz와 17.5Hz가 계장캡슐 x방향의 1

차 및 2차 고유진동수임을 알 수 있다. 계장캡슐 y방향의 1차 및 2차 고유진동수

는 각각 7.75Hz와 18Hz이며, 이를 x방향의 고유진동수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

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x-y 평면상에서 계장캡슐 보호관의 자유도

가 2이고, x-y 평면상에서 계장캡슐이 거의 대칭구조를 갖기 때문에 두개의 진

동모드가 근접한 고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달해석을 통

해 시험시설 침니구조물의 남북방향의 고유진동수는 6.25Hz로, 동서방향의 고유

진동수는 6.75Hz와 11.5Hz로 구할 수 있었다.

  표 4.4. 계장캡슐 및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 침니의 고유진동수

구조물 계장캡슐 시험시설 침니구조물

방향 x방향 y방향 남북방향 동서방향

고유진동수 (Hz) 7.5, 17.5 7.75, 18 6.25 6.75, 11.5

 그림 4.14는 유량변화에 따른 변위신호의 자기스펙트럼 도함수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4.14를 관찰해 보면 자기스펙트럼 도함수의 저주파 역에서는 기

여도가 큰 2개의 피크가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계장캡슐 보호관의 고

유진동수에 해당하는 피크들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

위신호의 주파수별 크기가 점차로 증가하며,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는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환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가해지는 가진력이 증가하여, 주파수별 변위 수준이 증가하고, 계장캡슐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변위신호를 주로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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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14. 계장캡슐 변위신호의 자기스펙트럼 도함수 

  다) 분석 결과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수중 진동시험과 계측된 진동신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① 순환수에 의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진동신호를 분석한 결과, 가속도 최

대진폭은 A3위치에서 12.04m/s
2
로 나타났으며, 계측된 가속도 최대진폭은 원

자로구조물의 진동 허용치(18.99m/s
2
)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순환수에 의해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발생하는 변위의 최대진폭은 A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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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0.166mm로 나타났으며, 계측된 가속도 및 변위의 최대진폭은 매우 

작아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인접 구조물과

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진동시험을 수행한 결과, 변위신호의 최대진폭과 

RMS의 크기가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④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모달시험을 통하여 저주파 역에서의 계장캡

슐의 고유진동수는 7.5Hz, 7.75Hz, 17.5Hz, 18Hz 임을 확인하 으며, 순환수

에 의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진동신호에서도 이러한 고유진동수 성분의 기

여도가 큼을 확인하 다.

다. 내구성시험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에 대한 내구성시험은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설

비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 이용조사공 :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설비 OR실험공

- 내구성시험기간 : 2002.10.24. 오전 9:30 - 10.29. 오후 16:30분(127hr)

- 유량조건 : 하나로의 OR실험공 유량의 110%조건

- 전체유량 : 269㎥/hr

- 전체압력강하 : 247Mpa

  내구성시험 전후에 모의 계장캡슐 부품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 으며, 내구

성시험 전후의 육안검사 결과는 그림 4.15와 같다. 육안검사 결과에서와 같이 캡

슐 외부부품에서 특이한 마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림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캡슐 하단부 rod tip의 receptacle과 접촉되는 부위에서 접촉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표면조도는 그림 4.17과 같이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에 의하면 접촉부위의 폭은 0.26mm이고, 깊이는 42.5μ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동에 의한 것보다는 침니내부지지대에 의한 캡슐 고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다.



- 46 -

내구성시험 전 내구성시험 후

bottom guide

bottom endplate

top endplate

bottom stopper

그림 4.15.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의 내구성시험 전후 비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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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시험 전 내구성시험 후

top stopper

supporting tube(bottom)

supporting tube(top)

fuel assembly & supporting tube(top)

그림 4.15.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의 내구성시험 전후 비교사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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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시험 전 내구성시험 후

fuel assembly & supporting tube(top)

fuel assembly(bottom)

fuel assembly(top)

top endplate

그림 4.15.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의 내구성시험 전후 비교사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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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시험 전 내구성시험 후

top endplate cover

outer tube(bottom)

outer tube(top)

그림 4.15.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의 내구성시험 전후 비교사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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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Bottom guide rod tip과 receptacle의 접촉부위 사진

그림 4.17. Bottom guide rod tip 접촉부위의 표면조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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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장캡슐 제작

   계장캡슐 mockup 제작 시 작성된 예비설계요구서[3.1]를 수정/보완하여 설

계요건서[4.16]를 완성하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개략도는 그림 4.18과 같

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제작∙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은 계장캡슐의  제작기술

시방서, 구매시방서 및 계장캡슐 설계도(부록 1, 참고문헌 4.17, 4.18 참조)에 상

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4.18.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도면 

가. 부품가공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에 대한 가공 및 검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

행되었으며, 그림 4.19는 가공 및 검사가 완료된 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각 종 부

품들은 최종도면 치수로 가공후 치수검사를 수행하 으며, 일부 부품들의 가공에 

있어서 알루미늄 anodizing 처리는 핵연료용 무계장캡슐 제조에서 적용한 

MIL-A-8625 Type 3 class I의 규격요건에 따라 처리되었다. 특히, bottom 

guide 부품들을 최종도면에 따라 가공하고 절차에 따라 EB 용접을 수행하여 치

수검사를 하 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사용되는 spring은 가공후 스프링 

강성 확보를 위한 열처리 후 치수검사를 수행하 다. 또한, 각 부품에는 조립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도면에 따라 표식을 각인하 으며, 이 때 식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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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이는 0.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다. 각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는 부록 2

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4.19.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부품

나. 최종제작보고서 검토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QA class-T 등급업체인 (주)대우통신에서 제작되

었다. 제작과정에서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설계검증시험 기간중 계장캡슐의 신

뢰도 확보와 하나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입회검사 및 인수검사를 

수행하고, 부품별 치수, 전체 조립상태를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부록 3과 같이 

최종제작보고서(EMR)가 작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설계도면 및 요구조건에 만족하

도록 제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다. UO2 소결체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에 이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는 핵적

해석에 의해 2.0w/o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만족하는 UO2 소결체를 확보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한전연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도가 

2.42w/o인 UO2 소결체에 대한 핵적해석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 현 하나로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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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선출력이 500 W/cm 이하가 되는 핵연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켑슐 

부품제작에 반 하 다. 그리고, (주)한전연료의 지원으로 농축도가 2.42w/o인 

UO2 소결체를 확보하 으며, 이에 대한 특성은 부록 4와 같다.

라. 핵연료봉 조립

       농축도가 2.42w/o인 UO2 소결체와 가공된 핵연료봉 부품으로 Fuel rod 

tube(#21)에 Fuel pellet spacer, Fuel pellet, Fuel rod plenum spring, 열전대를 

삽입후 하단에는 Fuel rod end cap bottom 상단에는 Fuel rod top connector와 

nut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립후 TIG welding하 다. 그리고, 핵연료봉 내부는 

Fuel rod top connector에 있는 pin hole을 통하여 He으로 최대 1.5기압(절대기

압)으로 가압후 TIG 용접하 다. TIG 용접후에는 He 누출검사를 수행하여 건전

성을 확인하 으며 검사 결과는 부록 5에 수록되어 있다.

4.6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조립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다음은 조립절차를 요

약한 것이다.

가. 최종조립전 준비

       부품조립에 사용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은 표 **와 같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전에 작업자는 도면을 참고하여 조립성을 검토한 후 작업테이블에 

먼지나 이물질의 부착 방지를 위하여 흰 천이나 비닐 등을 설치하고 조립에 사

용될 모든 공구도 세척하여 준비한 후 각 부품의 표면에서 조립에 지장을 줄 이

물질 부착여부를 육안검사하고,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여 1차 아세톤으로 세척, 

2차 알콜을 사용하여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한 후 조립을 진행하며 조립순서는 다

음과 같다.

나. 조립절차

  1) 시험 핵연료봉 assembly 조립

    가) 시험핵연료봉 제작후 검사가 완료된 3개의 시험핵연료봉을 준비하

고, 시험연료봉 부품에 각인된 60
o
, 180

o
, 300

o
와 시험핵연료봉 검사결과서를 확인

한다.

    나) 시험 핵연료봉 assembly 조립에 필요한 부품은 도면을 참조하여 준

비한다.

    다) 시험 핵연료봉 fuel assembly를 조립하기 전에 열전대 lead wire가 

취급하기 용이하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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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험 핵연료봉 assembly 조립절차는 EMR의 제작도면을 참조하여 

다음 순서에 따른다.

- SPND를 캡슐 상부 Spring Hose를 관통하여 Cable Extension 

Adaptor(#43), Junction Tree(#38), Protection Tube(#32), Top End Plate 

Cover(#31), Top End Plate(#28) Top Instrumented Line Guide 

Tube(#26) 순으로 조립한다.

- SPND를 Housing support rod(#12)에 삽입 후 Housing Support Rod 

Hole Cover를 조립 후 분해방지 및 해체를 고려한 코킹 처리를 한다.

- Fuel rod cooling block support tube(#11)의 조립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Fuel rod cooling block(#22)에 끼운다. 그리고, lower housing(#9)의 조립

방향을 확인하고 결합한다.

- SPND가 조립된 Housing support rod(#12)를 upper housing(#10)과 조

립하고 이를 Fuel rod cooling block(#22) 구멍에 끼우고 조립방향을 확

인한다.

- 시험핵연료봉을 lower housing(#9)와 upper housing(#10)에 끼운다. 이 

때 시험핵연료봉이 조립방향을 확인한다.

- lower housing(#9) 아래의 Housing support rod(#12) 끝부분에 

housing nut spring washer(#13)과 housing support rod fixture nut를 

끼우고 torque wrench의 torque를 60 kgf∙cm로 하여 조인다.

    마) 조립이 완료된 시험 핵연료봉 assembly에서 시험핵연료봉, 열전대, 

SPND의 방향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2)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

    가)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에 필요한 부품은 도면을 참조하여 준비하고 

조립방향을 확인한다.

    나) Rod tip(#1) 상부에 Rod Tip Guide Spring(#2)을 끼워 조립 후 

Bottom End Plate(#3)의 하부 중앙 홀에 삽입하여 관통한 후 Rod Tip Fixture 

Ring(#5)에 고정하고 E.B. Welding 한 부품을 확인한다.

    다) Bottom end plate sub-assembly(#1,#2,#3,#6)를 Outer tube(#7) 하부

에 방향성을 고려하여 조립 후 Bottom End Plate Cover 와 Bottom End Plate 

Cover Stopper를 순서대로 조립 후 TIG. Welding 한다.

    라) Out tube sub-assembly에 Lower support tube(#8), Fuel rod tube 

sub-assembly(#9~#23), Upper support tube(#27), Top end plate(#28) 순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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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후 Top end plate와 Out tube에 TIG welding한다

    마) Top end plate(#28)와 Protection tube(#32)를 TIG welding한다.

    바) Cable extension adaptor(#43)에 SPND, 열전대 Cable을 고정후 

Cable protection guide tube를 조립한다.

    사) 계장캡슐의 조립이 완료되면 캡슐 무게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

다.

    아) 계장캡슐 조립이 완료되면, 계장캡슐을 비닐로 싸고 이송용 용기에 

담아 핵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다. 조립시 주의사항

  1) 작업시에는 깨끗한 면장갑을 착용한다.

  2) 캡슐은 가능한 수직으로 운반 저장되어야하며 조립시 수평으로 놓고 작

업할 경우 적당한 지지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작업시나 검사시 부하나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4) 작업중 이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관련담당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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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

료 변형 등) 중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하고, 

핵적 해석, 구조 및 열적 해석을 수행하 으며, 노외시험을 수행하 다. 이에 대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고려하고, 하

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가되는 요구사항에 적합

하도록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하 다.

2)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에 대한 구조적 및 열적 해석에 의해 핵연료용 계장

캡슐은 조사시험중 안전성과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탈착시는 물론 조사시험

동안의 구조건전성 평가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었고, 열변형에 의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 어셈블리 부품들 간의 간섭 또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

되었다.

3)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은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약 2.5개월 조

사되므로 캡슐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노내 조사기간 중 핵연료봉의 냉각과 유체

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 조사공에 향이 없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에서 압력강하, 진동시

험 및 5.3일간의 내구성시험을 수행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수력적 양립성, 구

조적 건전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가속도 최대진폭은 

12.04m/s
2
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자로구조물의 진동 허용치(18.99m/s

2
)보다 작음

이 확인되었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발생하는 변위의 최대진폭은 0.166mm로 

매우 작아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인접 구조물

과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나로의 OR 조사공 110% 

유량조건에서 5.3일간 내구성시험 후의 육안검사 결과,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

에서 특이한 마모가 발견되지 않았다.

4) 계장캡슐 상세설계도, 제작기술시방서, 구매시방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기준으로 하나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QA class-T 등급업체인 (주)대우통신에

서 계장캡슐을 제작하 다. 최종제작보고서(EMR)를 검토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

이 설계도면 및 요구조건에 만족하도록 제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본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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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술을 확립하 고, 노외시험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이에 따라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나로 안전심의를 거쳐 2003년 3월중에 

하나로 OR5에 장전되어 2003년 5월말까지 약 2.5개월간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

한 설계검증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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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hysics, structural and thermal analyses. And, not only 

out-of-pile tests such as pressure drop test, vibration test, endurance 

test, were performed in HANARO design verification test facility, but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safety of the capsule and the compatibility 

of the capsule with HANARO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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