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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핵연료의 원자로내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적 물성 뿐만아니

라 열물성에 대한 입력자료가 요구되며 이들 자료는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시스템의 

중요한 입력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의 양을 정리하여 데이타베이스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를 시각화하여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본 연구에서 구축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연

료 열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버에 사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중심

으로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핵연료의 열물성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종합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핵연료의 열물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핵연료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시된 

모델식등은 새로운 핵연료 성능평가 전산코드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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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erform the evaluation of various fuels in the nuclear reactors, not only 

the mechanical properties but also thermo-physical properties are required as 

one of most important inputs for fuel performance code system.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a database system for fuel thermo-physical 

properties and a PC-based hardware system has been constructed for ease use 

for the public with visualization such as web-based server system. 

  This report deals with the hardwares and softwares which are used in the database 

server system for nuclea fuel thermo-physic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to obtain nuclear fuel data without such a 

difficulty through opening the database of fuel properties to the public and is 

also helpful to research of development of various fuel of nuclear industry. 

Furthermore, the proposed models of nuclear fuel thermo-physical properties will 

be enough utilized to the fuel performance c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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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향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 4세대 원자로의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핵연료 및 피복재 등의 재료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연료의 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핵연료의 물성 자료들은 핵연료의 노내 거동을 예측하는 핵

연료 성능평가 전산시스템의 주요한 입력으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PC 기반의 

핵연료의 열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 다. 윈도우 기반의 운 체제와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장착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 으며 산화물 핵연료의 열팽창, 도, 비열, 그리고 열전도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

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의 열물성을 손쉽게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으며 

요약보고서를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향후 금속핵연료에 대한 열물성 종합데이터베이

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며 연구소외로의 서버를 공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핵연료의 열물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공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핵연료의 열물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핵연료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시된 모델식등은 새로운 핵연료 성능평가 전산코드 개발에 충

분히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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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소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열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펜

티엄급 PC 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그리고 긴급전력공급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 펜티엄급 P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일반 펜티엄 II급 PC가 사용되었다. 데이터베

이스 서버나 웹 서버의 기능상 속도보다는 용량이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여 80 

Gbyte의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100 Mbps 급으로 유지하

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장치를 위해 USB 2.0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 외장형 하드디스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거나 기존 자료를 백업하는 목적으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설치하

으며 유사시 자료의 이동을 손쉽게 하고 있다. 본체와는 USB 2.0 포트로 연결되어 있으

며 용량은 80 Gbyte 이며 네트워크로 공유되어 다른 일반 PC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 긴급전력공급장치 (UPS)

  예상치 못한 정전상태에서 시스템을 얼마동안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UPS를 본체에 연결

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갑작스러운 정전시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료

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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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소개

3.1 운 체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2000 서버로 운 체제를 구성하 다. 윈도우즈 2000 서버는 기본적인 윈도우즈 기

능외에도 웹 서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기존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충분히 

호환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운 체제이다. 이러한 윈도우즈 2000 운 체제는 시스템의 보

완과 안정성에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인 갱신 (update)를 하여 기존 파일을 

최신의 버전으로 갱신하고 있다.

3.2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오라클, 시퀄(SQL), 그리고 

액세스 (Access) 등이 있다. 주로 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하기 간단한 

액세스가 주로 사용되며, 고용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오라클이나 시퀄 등이 사

용된다. 시퀄(SEQUEL,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은 1970년대에 IBM사에서 데

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해 개발한 컴퓨터 언어이다. 시간이 갈수로 언어의 기능이 추가되어 

단지 데이터베니스 본 연구에서는 시퀄을 채택하 고 그중에서 MS사에서 개발한 데이터베

이스 서버의 운 체제인 SQL 서버 2000을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DB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안정성, 보완성이 우수하다. 또한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주로 SQL 서버 2000은 윈도우 NT 또는 2000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3.3 웹서버

  웹서버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편집 도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나모 웹에디터

를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로 웹 파일의 편집이 용이하여 웹 상의 형태를 바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을 쉽게 삽입하거나 파일을 링크할 수 있다. 

기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이다. 윈도우즈 웹서버나 DB 서버는 

핵커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진

행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지 및 제거 소프트웨어로 V3를 선택하여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

다. V3는 네트워크로 상시로 최신 버젼으로 update 되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online으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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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3년 11월 현재 DB 시스템의 구축현황은 그림 2와 같이 구축되어 있으며, 연결 주소는 

147.43.74.62 이며 연구소내에서만 연결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DB 내용은 핵연료별 열팽

창과 비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간의 계산 툴을 제공하고 있다.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이 

계산 툴은 특정온도에서 열팽창 값, 도, 그리고 비열 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PDF파일을 

연결시켜 열물성 보고서를 링크시켜 화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림 3는 UO2 핵연료의 열팽창 DB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 DB 별로 필요한 세부 정보

는 선택하여 클릭하면 더 진행하여 볼 수 있다. DB의 목록은 연도순서 또는 초기 입력 순

서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4.1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하는데 데이터가 테이블로 구성된다. 테이블은 같은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행(Row)과 열(Column)의 그룹으로 묶어 저장한 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요구할 때는 테이

블간의 행과 열에 관계를 맺어 출력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서로다른 타입의 개체

(Object)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체들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다음은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체들의 예이다.

 - 테이블(Table): 테이터 타입과 실제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개체이다.

 - 필드(Field) 또는 컬럼(Column): 필드 또는 컬럼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부분

이다. 컬럼에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과 고유의 이름이 할당되어야 한다.

 - 테이터 타입(Data Type): 문자, 숫자, 날짜 등의 선택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으

며 테이블에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하나의 컬럼에만 할당된다.

 -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 저장 프로시저는 Transact-SQL 코드가 하나의 이름 

아래에 쓰여질고 저장될 수 있는 것으로, 매크로(Macro)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그 

저장된 이름을 실행시키면, 실제로 코드를 수행하여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가지 예

로, 주 단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SQL 코드를 저장프로시저로 만들어 두면, 후에 이 프로

시저만 실행시켜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장 프로시저는 보안 메커니즘으로도 사

용할 수 있다.

 - 사용자 정의 함수(User-defined 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장 프로시저와 비슷한 

Transact-SQL 문장이다. 하지만, 함수는 쿼리 안에서 호출되며, 컬럼의 데이터를 바꾸

어 보여주거나, 테이블을 변환한다. 함수는 일종의 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Datetime 타입의 컬럼의 데이터를 바꾸어 날짜 함수의 작성이 가능하다.

 - 트리거(Trigger): 트리거 역시 저장 프로시저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 편집, 

삭제할 때 실행된다.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ity)을 보장하

느데 사용된다.

 - 규칙(Rule): 규칙은 컬럼에 정해지게 되는데, 이로써 입력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설

계자가 설정한 표준에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컬럼에는 문자가 아니라 숫

자만 입력되도록 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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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키(Primary Key): 자체로서는 하나의 개체는 아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수적인 키이다. 기본 키는 행에 대해 유일해야 한다.

 - 외래 키(Foreign Key): 기본 키와 마찬가지로 자체로서는 개체가 아니다. 외래 키는 다

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리키는 파일이나 컬럼이다. SQL 서버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사용한다.

 - 제약 조건(Constraint): 제약 조건은 서버에 기반을 두고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데

이터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 기본값(Default): 기본값은 컬럼에 설정되며, 컬럼에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이 기

본값이 대신 사용된다.

 - 뷰(View): 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쿼리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이

블들을 참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저장될 수도 있는

데, 보통 테이블로부터 특정한 컬럼을 제외시키거나, 2개 이상의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

시킨다.

 - 인덱스(Index): 인덱스는 쿼리가 좀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테이블의 컬럼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를 관련된 테이블에 넣어야 한다. 이것을 데이터

의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이라고 한다. 정규화는 데이터를 관련된 테이블로 정리해서 

넣는 과정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정규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규칙이 있다.

 - 제 일 정규화 형태 (FNF: First Normal Form): 하나의 컬럼이 여러개의 변수를 지닐수 

없다. 예를들어, 이 제 일 정규화를 따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야 한다.

 - 제 이 정규화 형태 (SNF: Second Normal Form): 모든 non-key 컬럼들이 기본 키의 일

부 컬럼이 아닌 전체 키 조합의 속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ID와 부서번호를 함

께 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테이블에 있는 다른 모든 컬럼은 고객 ID와 부서 번호 조

합 전체에 대한 속성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서 이름은 부서번호만에 대한 속성이므로 

이 테이블에 있으면 안되고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해야 한다. 제 이 정규화를 준수하는 

테이블은 첫 번째 정규화도 준수해야 한다. 

 - 제 삼 정규화 형태 (TNF: Third Normal Form): 이것은 앞의 것과 매우 비슷한데, 모든 

non-key 컬럼들이 다른 non-key 컬럼들에 대한 속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소가 들어 있는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 우편 번호는 다른 non-key인 주

(state)에 대한 속성이 되므로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해야 하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는 

제 삼 정규화가 종종 위배되기도 한다. 제 삼 정규화를 준수하는데 테이블은 제 이 정규

화도 준수해야한다. 제 사 정규화와 제 오 정규화 형태도 있지만, 대개 제 삼 정규화 형

태가지 준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MS SQL 서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클라이언트/서버라는 것

은 하나는 서버에서,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하나

의 응용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서버측에서는 보안, 고장 방지, 성

능, 동시성, 신뢰성 있는 백업을 지원하며, 크라이언트측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보고서, 쿼리, 폼 등이 있다. 이 클라이언트/서버의 기본 개념은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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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있다. SQL 서버는 서버측에 해당하

는 것이다. SQL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

한 것에는 SQL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SQL 서버 쿼리 분석기 같은 것이 있다. SQL 서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클라이언트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용하기 쉽다.

 -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한다.

 -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사용자에게 친숙하다. 

서버측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뢰성(Reliability)

 - 동시성(Concurrency)

 - 정교한 보안기능

 - 고장방지기능(Fault-tolerance)

 -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

 - 중앙 집중식 제어

쿼리를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실행하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적합한 행만

을 클라이언트측에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서버는 

대개 클라이언트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크라이언트 자체에서 쿼리를 수행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

4.2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림 3은 핵연료 열물성 데이테베이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Home 디렉토리에서 크게 

TPDB, Tools, Links,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TPDB에는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으며, 요약된 보고서를 PDF 파일로 보여주고 있다. Tools에는 각 핵연료의 열물성 (열팽

창, 도, 비열, 열전도도)에 대한 계산 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Links에는 유효한 정보

들을 연결시켜놓고 있다. 

  각 핵연료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테이블에 저장되고 있다. 여기

서는 제 일 정규화를 이용하여 핵연료의 종류에 대해서 외래 키로 연결하고 있다. 실제적으

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 content에는 텍스트형식으로 지정하여 

많은 양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핵연료별, 열물성별로 나누어 열거하여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으

며, 또한 발행연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핵

연료의 열물성에 대한 요약 내용을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웹상에서 직접 

읽어보거나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에

서 본 연구 결과로 적절한 핵연료 열물성 모델을 선정하여 열물성 계산툴에 피드백되어 이

용된다. 또한 선정된 모델식들은 요약된 PDF 파일내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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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열물성 계산 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수식을 표시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선정된 핵연료 열물성에 

대한 계산 툴을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이 필요없이 실행되는 

미니프로그램인 스크립트(script) 언어의 한 종류로서 그 문법은 C, C++, 파스칼, 또는 델파

이와 유사하다.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들과 함수들은 다른 텍스트와 html 태그들로 웹 문서에 

들어간다.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검색할 때, 그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적당한 동

작을 수행하게 된다. 주로 사용자의 선택이나 동작에 응답할 수 있게 웹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 때 이용된다. 

  그림 6에는 열물성 변수중 하나인 온도에 따른 격자 상수에 대한 계산 툴의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웹상에서 찾고자하는 온도만 입력하면 격자 상수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며 다른 핵연료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부록에는 격자상수에 대해 계산 툴

에 사용된 html 소스를 출력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손쉽게 

계산 툴을 완성할 수 있다. 

  계산툴에 사용된 모델식들은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충분히 분석하여 다양한 실

험 결과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모델 식이 이용되고 있다. 각 열물성별로 사용된 식들은 PDF 

파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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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산화물 핵연료에 대한 열물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PC 기반으로 SQL 서버와 웹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핵연료 열물성중 중요한 자료인 열팽창, 비열, 열전도도 등에 대한 기

존 발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핵연료

별 열물성 모델을 선택하여 제시하 다. 또한 이러한 열물성 모델들을 이용하여 웹 상에서 

직접 핵연료의 열물성치를 구할 수 있는 계산 툴을 추가하 으며 요약된 파일은 PDF 형태

로 직접 읽어보거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열물성 자료들은 향후 핵연료 성

능평가 전산코드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 기반으로 구성된 핵연

료 열물성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향후 원자력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추가적으로 금속핵연료에 대한 열물성 자료는 계속 수집중에 있으며 정리/분석하여 

데이테베이스화 하여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리된 데이테베

이스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시각화 및 자동화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테베이

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핵킹을 막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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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격자상수 계산 툴의 자바스크립트 소스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정보 자료실</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style>
<!--
h1 { font-family:굴림; font-size:12pt; color:rgb(0,128,128); }

h2 { font-family:굴림; font-size:12pt; color:rgb(0,128,192); }
p { color:rgb(0,0,0); font-family:굴림; }

p.namo-list { font-family:굴림; font-size:12pt; color:rgb(128,128,255); }
p.namo-sublist { 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rgb(0,128,128); }
-->
</style>
<link rel="stylesheet" href="css/default.css">
<meta name="namo-theme" content="Beach">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latt(num) {           
     
     var aUO2;
     
    aUO2 = 0.54476 + 7.85795* 0.000001* num - 2.682*0.000000001 *num*num 

    + 9.6918*0.00000000000001*num*num*num; 

        return aUO2;        
        } 
   function lattx(num) {           
     
     var aUOx;
     
    aUOx = 0.54528 + 5.0442* 0.000001* num + 3.799*0.0000000001 *num*num 
    - 3.24184*0.000000000000001*num*num*num; 

        return aUOx;        
        } 
  function lattmx(num) {           
     
     var amox;
     
    amox = 0.5381 + 4.452* 0.000001* num + 0.7184*0.000000001 *num*num 
    + 0.199*0.0000000000001*num*num*num; 

        return amox;        
        } 
  function lattsim(num) {           
     
     var asim;
     
    asim = 0.54578 + 2.45728* 0.000001* num + 3.96164*0.0000000001 *num*num 

    - 1.34114*0.000000000001*num*num*num; 

        return asim;        
        } 
    function solve0(form) { 
        form.txt3.value=latt(form.txt1.value) 
    } 
     function solve1(form) { 
        form.txt3.value=lattx(form.txt1.value) 
    } 
     function solve2(form) { 
        form.txt3.value=lattmx(form.txt1.value) 
    }     
     function solve3(form) { 
        form.txt3.value=lattsim(form.txt1.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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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na_restore_img_src(name, nsdoc)
{
  var img = eval((navigator.appName == 'Netscape') ? nsdoc+'.'+name : 'document.all.'+name);
  if (name == '')
    return;
  if (img && img.altsrc) {
    img.src    = img.altsrc;
    img.altsrc = null;
  } 
}

function na_change_img_src(name, nsdoc, rpath, preload)
{ 
  var img = eval((navigator.appName == 'Netscape') ? nsdoc+'.'+name : 'document.all.'+name);
  if (name == '')
    return;
  if (img) {

    img.altsrc = img.src;
    img.src    = rpath;
  } 
}

// -->
</script>
</head>

<body style="ling-height:150%" bgcolor="white" text="black" link="#8000FF" vlink="gray" alink="#FF8080">
<table border="0" width="750" bordercolordark="gray" bordercolorlight="silver" cellspacing="1">

    <tr>
        <td width="125">
            <p>&nbsp;</p>

        </td>
        <td align="center">            <!--NAMO_NAVBAR_START B H    -->
<div>
<img src="nav/nav_beach_info_bhbt.gif" name="nav_info_BH0" border="0" class="namo-banner" alt="Lattice 
Parameter">
</div>
<!--NAMO_NAVBAR_END--></td>
    </tr>
    <tr>

        <td width="125" valign="top">
            <p>&nbsp;</p>
            <!--NAMO_NAVBAR_START T V   h-->
<div>

<a href="index.asp"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0', 'document')"><img src="nav/nav_beach_index_tv.gif" 
name="nav_info_TV0" border="0" class="namo-button2" alt="Home"></a><br>
<a href="intro.html" onmouseover="na_change_img_src('nav_info_TV1', 'document', 
'nav/nav_beach_intro_tvr.gif', true);"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1', 'document')">

</a><a href="info.html"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1', 'document')"><img src="nav/nav_beach_intro_tv.gif" 
name="nav_info_TV1" border="0" class="namo-button2" alt="나모 소개"></a><br>
<a href="news.html" onmouseover="na_change_img_src('nav_info_TV2', 'document', 
'nav/nav_beach_news_tvr.gif', true);"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2', 'document')">
</a><a href="tools.html"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2', 'document')"><img src="nav/nav_beach_news_tv.gif" 
name="nav_info_TV2" border="0" class="namo-button2" alt="나모 소식"></a><br>
<a href="member.html" onmouseover="na_change_img_src('nav_info_TV3', 'document', 
'nav/nav_beach_member_tvr.gif', true);"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3', 'document')">
</a><a href="links.html"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3', 'document')"><img src="nav/nav_beach_member_tv.gif" 
name="nav_info_TV3" border="0" class="namo-button2" alt="회원 정보"></a><br>
<a href="publish.html" onmouseover="na_change_img_src('nav_info_TV4',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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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nav_beach_publish_tvr.gif', true);"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4', 'document')">

</a><br>
<br>
<a href="link.html" onmouseover="na_change_img_src('nav_info_TV6', 'document', 'nav/nav_beach_link_tvr.gif', 
true);"
onmouseout="na_restore_img_src('nav_info_TV6', 'document')">
</a>
</div>
<!--NAMO_NAVBAR_END--></td>
        <td valign="top" align="center">

                        <p>&nbsp;</p>
            <table border="0" width="85%" align="center" cellpadding="3" class="namo-table" 
bordercolordark="#8080FF" bordercolorlight="#E1E1E1" cellspacing="1">
                <tr>
                    <th valign=" top" class="namo-th" bgcolor="#FFCC99">Lattice 

                        Parameter for UO<sub>2</sub> (less than 1800K)</th>
                </tr>
                <tr>

                    <td>
                        <p>&nbsp;</p>
                    </td>

                </tr>
            </table>
<form name="frm">      
        <font face="Times New Roman">Temperature(K):<input type="text" name="txt1"> <br>
        <input type="button" value="Solve" onClick="solve0(this.form)"> &nbsp;&nbsp;&nbsp;<input type=Reset 
value="Reset" name="reset"> <br>
        Lattice Parameter(nm):<input type="text" name="txt3"> 
    </font></form> 
<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
&nbsp;<hr color="red">
            <table border="0" width="85%" align="center" cellpadding="3" class="namo-table" 
bordercolordark="#8080FF" bordercolorlight="#E1E1E1" cellspacing="1">
                <tr>

                    <th valign=" top" class="namo-th" bgcolor="#CCFF99">Lattice 
                        Parameter for UO<sub>2+x</sub> 
                        <p>(Harding, less than 1600K, x=2.05 - 2.20)</p>
</th>
                </tr>
                <tr>
                    <td>

                        <p>&nbsp;</p>
                    </td>
                </tr>
            </table>
<form name="frm">      

        <font face="Times New Roman">Temperature(K):<input type="text" name="txt1"> <br>
        <input type="button" value="Solve" onClick="solve1(this.form)"> &nbsp;&nbsp;&nbsp;<input type=Reset 
value="Reset" name="reset"> <br>
        Lattice Parameter(nm):<input type="text" name="txt3"> 
    </font></form> 
<p>&nbsp;</p>

<hr color="red">
            <table border="0" width="85%" align="center" cellpadding="3" class="namo-table" 
bordercolordark="#8080FF" bordercolorlight="#E1E1E1" cellspacing="1">
                <tr>
                    <th valign=" top" class="namo-th" bgcolor="#99CCFF">Lattice 

                        Parameter for MOX (Yamashita, less than 1800K)</th>
                </tr>
                <tr>

                    <td>
                        <p>&nbsp;</p>
                    </td>

                </tr>
            </table>
<form name="frm">      
        <font face="Times New Roman"><font face="Times New Roman">Temperature(K):<input type="text" 
name="txt1">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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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type="button" value="Solve" onClick="solve2(this.form)"> &nbsp;&nbsp;&nbsp;<input type=Reset 
value="Reset" name="reset"> <br>
        Lattice Parameter(nm):<input type="text" name="txt3"> 
    </font></font></form> 
<p><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p>

<hr color="red">
            <table border="0" width="85%" align="center" cellpadding="3" class="namo-table" 
bordercolordark="#8080FF" bordercolorlight="#E1E1E1" cellspacing="1">
                <tr>
                    <th valign=" top" class="namo-th" bgcolor="#FFCCFF">Lattice 

                        Parameter for Spent Fuel (Kang, less than 1400K)</th>
                </tr>
                <tr>

                    <td>
                        <p>&nbsp;</p>
                    </td>

                </tr>
            </table>
<form name="frm">      
        <font face="Times New Roman"><font face="Times New Roman">Temperature(K):<input type="text" 
name="txt1"> <br>
        <input type="button" value="Solve" onClick="solve2(this.form)"> &nbsp;&nbsp;&nbsp;<input type=Reset 
value="Reset" name="reset"> <br>
        Lattice Parameter(nm):<input type="text" name="txt3"> 
    </font></font></form> 
<p><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nbsp;</p>

            <p align="center"><img src="images/nth_beach_hr.gif" border="0" class="namo-hr"></p>
            <!--NAMO_NAVBAR_START T h   h-->
<div>
[<a href="index.asp">HOME</a>]
[<a href="info.html">TP DB</a>]

[<a href="tools.html">Tools</a>]
[<a href="links.html">Links</a>]

</div>
<!--NAMO_NAVBAR_END-->
            <hr size="1" width="550">
            <p align="center"><font face="Verdana" size="1">Copyright(c) 2003-2005 KAERI 

            DUPIC Performance Evulation Team. All rights reserved<br> 
            <a href="mailto:nghkang@kaeri.re.kr">nghkang@kaeri.re.kr</a></font></p>
        </td>

    </tr>
</table>
<p>&nbsp;</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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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연료 열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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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물성 DB 홈페이지 (147.4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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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O2 핵연료의 열물성 DB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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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PDB Links

PDF Files DB for fuels

Tools

Lattic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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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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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핵연료 열물성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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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열물성 계산 툴의 웹페이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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